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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망에서 과금을 위한 종량제 과금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망에서 서비스 사용에 대한 과금

시, 다양한 서비스 품질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에지 라우터에 종량제 과금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입자에게는 서비

스 유형별로 원하는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킨다. 또한, 네트웍에 대해서는 패킷 전송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며, 통신망

운용자는 가입자가 요구하는 호의 특성을 참조하여 호의 유형별로 적절한 대역을 할당하여 트래픽을 처리하고, 종량제 과

금 정산 정책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요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가입자의 불필요한 트래픽 전송을 방지하여 인터넷

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가입자는 사용한 네트웍 자원만큼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대비 가격 측면

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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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대한 종량제 과금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네트웍 또는 가입자 장치와 인터넷망간에 송수신 되는 트래픽을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하는 트래픽 유형 분류

부와;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로부터 분류된 트래픽 정보에 의해 트래픽 사용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과금에 필

요한 통계데이터를 생성하는 트래픽 정보 처리부와;

단위 대역당 요금율인 요율을 결정하는 함수인 과금 함수를 제공하는 과금 함수부와;

상기 과금 함수를 종량제 과금 정산 정책에 적용하여 트래픽 유형별로 단위 요금을 결정하는 단위 요금 결정부; 및

상기 트래픽 측정 및 통계부의 통계데이터 및 단위 요금 결정부에서 산출된 단위요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에게 부

과될 최종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최종 과금 산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망에서 과금을 위한 종량제 과금

장치.

청구항 2.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금 방법에 있어서,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인터넷 서비스 유형별로 대역 예약형 트래픽과 대역 공유형 트래픽 및 가상 전용선 트래픽으로 분

류한 트래픽 유형에 따라 인터넷망으로 수신 된 트래픽을 분류하는 제 1과정과;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상기 트래픽을 상기 트래픽 유형에 따라 그 사용량을 측정하고 과금에 필요한 통계데이터를

가공하는 제 2과정과;

단위 요금 결정부에서 상기 트래픽을 트래픽 유형에 따라 과금 함수를 적용하여 단위요금을 결정하는 제 3과정; 및

최종 과금 산출부에서 상기 제 2과정에 의한 트래픽 사용량 및 통계데이터와 상기 제 3과정에 의한 단위요금을 통해 상기

트래픽 전송에 대한 상기 가입자에게 부과될 최종 사용요금을 산출하는 제 4과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에서 과금을 위한 종량제 과금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과정은,

개인 가입자가 전송한 트래픽으로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대역

예약형 트래픽으로 분류하는 단계와;

개인 가입자가 전송한 트래픽으로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대역 공유형 트래픽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

기업 가입자가 전송한 트래픽으로 가상 사설망에 준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가상 전

용선 트래픽으로 분류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망에서 과금을 위한 종량제 과금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과정의 통계데이터 산출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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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랙픽 유형이 대역 예약형 트래픽일 경우에는,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상기 트래픽의 연결 지속 시간을 측정

하여 총 연결시간을 합산하여 통계데이터를 산출하는 대역 예약형 통계데이터 산출 단계와;

상기 트래픽 유형이 대역 공유형 트래픽일 경우에는,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상기 가입자에게 송수신 되는 트래픽의

총량(A)을 측정하여 평균 및 분산을 계산하여 통계데이터를 산출하는 대역 공유형 통계데이터 산출 단계; 및

상기 트래픽 유형이 가상 전용선 트래픽일 경우에는,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상기 가입자의 송수신 트래픽의 총량에

대한 평균 및 분산 값을 산출하고, 상기 평균 및 분산 값을 통해 가입자가 요구하는 평균 패킷 손실률 및 평균 패킷 지연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등가 대역을 통계데이터로 산출하는 가상 전용선 통계데이터 산출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인터넷망에서 과금을 위한 종량제 과금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과정은,

상기 트래픽 유형이 대역 예약형 트래픽일 경우에는, 상기 단위 요금 결정부에서 상기 트래픽의 연결이 사용할 수 있는 최

대 속도에 대한 초당 단위요금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트래픽 유형이 대역 공유형 트래픽일 경우에는, 상기 단위 요금 결정부에서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에 준

해 상기 과금 함수를 적용하여 단위 비트 당 요금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트래픽 유형이 가상 전용선 트래픽일 경우에는, 상기 단위 요금 결정부에서 상기 기존의 전용선 속도 당 요금을 기준

으로 상기 과금 함수를 적용하여 환산하여 단위대역속도 당 요금을 산출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에서 과금을 위한 종량제 과금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과정은,

상기 단위 요금 결정부에서 상기 단위 요금 산출을 위한 상기 과금 함수를 가격 정책에 따라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요율도 증가하는 선형 함수를 사용한 선형 비례 요율제 및 사용률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격요율의 상승 기울기가 달라지는

비선형 함수를 사용한 비선형 중부과형 요율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망에서 과금을 위한 종량

제 과금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과정은,

상기 트래픽 유형이 대역 예약형 트래픽일 경우에는, 상기 최종 과금 산출부에서 상기 제 2과정에 의해 산출된 대역 예약

형 트래픽의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상기 제 3과정에 의해 산출된 대역 예약형 트래픽 단위요금을 과금하는 단계와;

상기 트래픽 유형이 대역 공유형 트래픽일 경우에는, 상기 최종 과금 산출부에서 상기 제 2과정에 의해 산출된 상기 대역

공유형 트래픽의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상기 제 3과정에 의해 산출된 대역 공유형 트래픽 단위요금을 과금하는 단계; 및

상기 트래픽 유형이 가상 전용선 트래픽일 경우에는, 상기 최종 과금 산출부에서 상기 제 2과정에 의해 산출 된 통계데이

터를 기준으로, 상기 제 3과정에 의해 산출된 가상 전용선 트래픽 단위요금을 과금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인터넷망에서 과금을 위한 종량제 과금 방법.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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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망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에 대한 과금 산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공중 인터넷망 요소

중 가입자를 수용하는 라우터에서 가입자가 사용한 트래픽의 유형과 량을 측정하여 과금을 하는 종량제 과금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프로토콜 라우터(IP router)로 구성된 인터넷망은 비음성형 데이터서비스 계열의 응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상용 망의 출현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에 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시간 서비스(Realtime Service)인 음성 및 비디오 서비스

(AOD/VOD Service)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 라우터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인터넷 전화, 영상전화 등의 응

용서비스와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인터넷 웹 브라우징, 파일 데이터 전송, 이미지 전송, 전자우편(e-mail) 전송, 주

문형 비디오의 다운로드(VOD) 등의 응용 서비스가 혼재 되어있다.

그런데, 실시간 처리를 중요시하는 인터넷 전화, 영상 전화 등은 아주 작은 패킷 손실과 지연 시간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

반면에,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인터넷 웹 브라우징의 경우는 일정한 서비스율과 응답시간을 보장해야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품질(QoS)에 따른 차별화 된 과금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은 요금의 징수가 대부분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의 유형에 의한 트래픽 측정과

이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인터넷망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된 다양한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종량

제 과금을 할 수 있는 종량제 과금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에 의하면, 상술한 에지 라우터로부터 측정된 사용자의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산정 된 과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함에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대한 종량제 과금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네트웍 또는 가입자 장치와 인터넷망간에 송수신 되는 트래픽을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하는 트래픽 유형 분류

부와;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로부터 분류된 트래픽 정보에 의해 트래픽 사용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과금에 필

요한 통계데이터를 생성하는 트래픽 정보 처리부와;

단위 대역당 요금율인 요율을 결정하는 함수인 과금 함수를 제공하는 과금 함수부와;

상기 과금 함수를 종량제 과금 정산 정책에 적용하여 트래픽 유형별로 단위 요금을 결정하는 단위 요금 결정부; 및

상기 트래픽 측정 및 통계부의 통계데이터 및 단위 요금 결정부에서 산출된 단위요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에게 부

과될 최종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최종 과금 산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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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금 방법에 있어서,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인터넷 서비스 유형별로 대역 예약형 트래픽과 대역 공유형 트래픽 및 가상 전용선 트래픽으로 분

류한 트래픽 유형에 따라 인터넷망으로 수신 된 트래픽을 분류하는 제 1과정과;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에서 상기 트래픽을 상기 트래픽 유형에 따라 그 사용량을 측정하고 과금에 필요한 통계데이터를

가공하는 제 2과정과;

단위 요금 결정부에서 상기 트래픽을 트래픽 유형에 따라 과금 함수를 적용하여 단위요금을 결정하는 제 3과정; 및

최종 과금 산출부에서 상기 제 2과정에 의한 트래픽 사용량 및 통계데이터와 상기 제 3과정에 의한 단위요금을 통해 상기

트래픽 전송에 대한 상기 가입자에게 부과될 최종 사용요금을 산출하는 제 4과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

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망의 구성도로, 공중통신 사업자와 연결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통신망 가입자(10)

와;

상기 통신망 가입자(10)에 연결되어 패킷을 호스트나 서버로 전송하는 기간 전송을 위한 코어 라우터(Core Router)

(12,14,16);및

상기 코어 라우터(12,14,16)에 연결되어 가입자 트래픽의 네트웍으로의 유입의 제어와 가입자의 대역(Band) 사용량 감시

및 측정을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백본 망(Internet Protocol Backbone Network)(5)의 에지 라우터(Edge Router)(100)

를 구비한다.

상기 통신망 가입자(10)로는 가입자 네트웍(Customer's network)(22)이나 가입자 단말(Customer's Equipment) 및 인

터넷 서비스 사업자 망 등이 있다.

본 발명에서의 과금 서비스는, 당업자의 마케팅 및 가격정책에 의존하는 종래의 정액제 과금 정산 정책이 아닌 가입자 트

래픽의 유형과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종량제 과금 정산 정책(Tariffing Policy)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며, 종량제 과금 정

산 정책은 제 1원칙과 제 2원칙 및 제 3원칙으로 구성된다.

제 1원칙은 송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네트웍 운용자는 수신자의 에지 노드를 통과하는 패킷에 대하여 사용대역

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통신 서비스의 요금을 송신 및 수신 된 데이터 모두에 적용한다.

그리고, 제 2원칙은 통신 서비스의 요금을 사용량에 비례하게 부과하되, 가입자가 발생시키는 부하가 최대 제공 가능한 속

도에 비해서 아주 적은 경우에는 가격을 더욱 큰 비율로 싸게 책정한다. 이와 반대로 부하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최고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대역의 통계적다중화(저속의 회선을 다수 다중화 하는 경우가 고속의 회선을 소수

다중화하는 경우에 비해서 다중 속도가 향상 될 수 있다.)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제 3원칙은, 일반 인터넷 가입자와 기업의 전용선 가입자의 과금과 같이 동일한 대역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

도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서비스는 품질 제어와 관련하여 네트웍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서비스

보다 비싸게 과금을 할 수 있으므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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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상기 도 1의 에지 라우터(100)에 적용되는 본 발명에 의한 과금 서비스부(200)의 구성도로, 상기 가입자(10)로부

터 인터넷 프로토콜 백본 망(100)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수신 받아, 해당 트래픽의 패킷(Packet)에 대한 특성을 저장한

패킷의 헤더(Header) 정보를 통해 트래픽을 가입자(10)와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하는 트래픽 유형 분류부(205)와;

상기 트래픽 유형 분류부(205)로부터 분류된 트래픽을 수신 받아, 상기 트래픽 유형에 따라 통신망 가입자(10)의 트래픽

사용량을 측정하고 과금에 필요한 통계데이터를 가공하는 트래픽 측정 및 통계 처리부(210)와;

단위 대역당 요금율인 요율을 결정하는 함수인 과금 함수(Tariff Function)를 제공하는 과금 함수부(215)와;

상기 과금 함수부(215)의 과금 함수를 상기 종량제 과금 정산 정책에 의해 적용하여 트래픽 유형별로 단위 요금을 결정하

는 단위 요금 결정부(220); 및

상기 트래픽 측정 및 통계부(210)와 과금 함수부(215) 및 단위 요금 결정부(220)의 결과를 통해 상기 가입자(10)에게 부

과될 최종 사용요금을 결정하여 출력장치(예 : 인쇄기, PC 등)(230)로 전송하는 최종 과금 산출부(225)를 구비한다.

이러한 트래픽 유형 분류부(205)는 인터넷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우선 가입자(10)의 유형에

따라 개인 가입자와 기업 가입자로 분류하고, 상기 가입자(10)가 요구하는 서비스에 따라 트래픽 유형별로 분류한다. 이를

정리하면 하기에 기재한 표 1과 같다.

[표 1]

가입자 서비스 트래픽 유형

개인 가입자

인터넷 폰, 비디오 폰 등 실시간을 요하는 서비스. 대역 예약형

전자우편, 화일전송 프로토콜(File Transfer Protocol : FTP), 웹

브라우징, 이미지 전송, 주문형 비디오 다운로드 등 비 실시간성 데

이터 서비스.

대역 공유형

기업 가입자
가상 전용망(Virtual Private Networking) 등 가상 사설망에 준하

는 서비스

가상 전용선

(Virtual Private Line)

상기 표 1에 의하면, 트래픽 유형 분류부(205)는 가입자(10)가 보내는 트래픽을 가입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대역 예약형과 대역 공유형 및 가상 전용선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상기 트래픽 측정 및 통계 처리부(210)는 트래픽 유형 분류부(205)에서 분류된 트래픽 유형에 따라 트래픽 측정 및 통계

처리 방법을 달리하는데, 그 트래픽 유형에 따른 측정 항목 및 통계 처리 방법은 하기에 기재한 표 2와 같다.

[표 2]

트래픽 유형 측정 항목 통계 처리

대역 예약형 연결의 지속 시간 (단위:sec 또는 msec) 총 연결시간의 합산

대역 공유형 연결지속시간동안 송수신 된 데이터의 양 (단위:bits)
송수신 된 데이터의 총 비트(bit) 수

의 합산

가상 전용선
연결지속시간 내에서 임의의 측정기간 동안의 송수신 된 데이

터의 양과 손실된 데이터의 양(단위:bits), 버퍼의 점유도

측정기간동안의 송수신 된 데이터의

평균 및 분산(단위:bits), 패킷 손실

률, 평균 지연시간

상기 표 2에 의하면, 대역 예약형 트래픽은 해당 트래픽 연결이 시작되서 해제될 때까지 소요되는 총 소요시간인 연결의

지속시간(T)을 초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대역 공유형 트래픽은 트래픽의 연결설정에서 해제까지의 측정기간동안 가입자에 의해서 송수신된 트래픽의 총합

(단위 : bit)인 총 전송량(A)를 산출한다. 이때, 송신 트래픽은 가입자 측에서 네트웍으로 전송한 트래픽의 양이며, 수신 트

래픽은 네트웍에서 가입자 측으로 전송한 트래픽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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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상 전용선 트래픽은 가상 전용선 가입자가 요구하는 평균 패킷 손실률 및 평균 패킷 지연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

해서 필요한 대역인 등가대역(C)을 산출한다. 상기 등가대역은 송수신 트래픽의 총량을 평균(m)과 분산(v2) 및 패킷 손실

률을 가리키며, 먼저 상기 패킷손실률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등가대역은 하기에 기재한 식 1과 같다.

[식 1]

상기 식 1의 각각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Closs는 패킷손실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필요 등가대역이 되며, K는 버퍼의 크기를,

d는 -logL를, 상기 -logL의 L은 패킷손실 목표치를, r은 를 나타내며 상기 m은 평균패킷 도착률이며, 은 도착

률의 분산 나타낸다.

상기 평균 패킷지연치(Cdelay)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등가 대역은 하기의 식 2와 같은데, 참고로 상기 패킷지연치를 구

하는 계산과정은 본 발명자가 기 공개한 [Hoon Lee, "Charging principles for the QoS-sensitive service in

broadband networks", Journal of Electron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on Sciences, Vol. 5, No. 3, June 2000](이

하 공개자료라 칭한다)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공개자료에 기재된 하기 식 2의 생략되는 계산과정은 공개자료를 참조

로 한다.

[식 2]

상기 식 2의 p는 감쇄율로서, 하기에 기재된 식 3을 통해 상기 p를 구한다.

[식 3]

만약 서비스가 요구하는 품질요구 조건이 패킷 손실률이나 평균 패킷 지연의 어느 한쪽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대역에 따라

상기 식 1이나 식 2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만약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하기 식 4에 의해 산출되는 등가

대역(C)을 적용한다.

[식 4]

C = Max[ Ccloss, Cdelay ]

상기와 같이 가상 전용선 트래픽 가입자의 인터넷 서비스 요구 사항에 따라 상기 식 1과 식 2 및 식 4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가 대역을 산출한다.

도 3a∼도 3b는 상기 도 2의 과금 서비스부(200)에서 적용되는 과금을 예로 들어 그래프로 나타낸 도면으로, 과금 함수부

(215)의 과금 함수인 선형 비례 요율제와 비선형 중부과형 요율제를 사용률에 따른 가격 요율로 나타낸 속도대비 요금 그

래프이다.

상기 도 3a와 도 3b는 대역 공유형 트래픽과 가상 전용선 트래픽의 단위요금 산출 시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율 및 가격요

율 산출 식은 하기에 기재한 식 5 및 식 6과 같다.

[식 5]

사용률 = 실제 사용 대역량 / 최고 사용 가능 대역

[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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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요율 = 실제 부과 요금 / 최고 부과 가능 요금

상기 도 3a는 선형 함수를 사용한 선형 비례 요율제를 나타낸 그래프로,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요율도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트래픽 측정 및 통계 처리부(210)에 의해 계산된 가입자의 트래픽 사용률이 0.4라고 할 때,

상기 가입자에게는 정액제에서 부과되고 있는 최고 가능 요금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도 3b는 비선형 함수를 사용한 비선형 중부과형 요율제를 나타낸 그래프로, 상기 선형 비례 요율제와 달리 사용률

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격요율의 상승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는 당사업자와 마케팅 정책 및 가격 경쟁력에 의해 변동되는

것으로, 비선형 함수의 동일 기울기를 지정하는 사용량의 구간의 지정과 지정 구간별 기울기 및 가격요율이 변동된다.

상기 단위 요금 결정부(220)는 과금 함수를 이용하여 각 트래픽 유형에 따른 단위 단위요금을 산출한다.

트래픽 유형에 따른 단위 요금을 살펴보면, 먼저 대역 예약형 트래픽의 요금 단위요금(R)은 해당 트래픽의 연결이 사용 가

능한 트래픽의 최고치(절대값)의 대역을 기준으로 하여 연결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속도에 대한 초당 단위요금으로 나타

낸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폰 사용자일 경우에는 코딩 방식에 따라 최대 속도가 64Kbps, 32Kbps, 8Kbps 등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과금 당시 음성 전화 요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기업 내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요금 기준을 따른다. 예를 들어,

64Kbps 회선을 사용하는 음성 전화의 요금이 분당 50이라면, 이때의 대역 예약형 트래픽의 단위요금은 50￦/60min이 된

다.

그리고, 대역 공유형 트래픽의 단위요금(B)은 단위 비트 당 요금을 나타낸다. 이때의 단위 비트 당 요금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정액제 요금을 기준으로 상기 과금 함수를 통해 단위 비트 당 요금으로 환산하거나, 또는 마케팅 정책에 의

한 요금 기준을 따른다.

상기 가상 전용선 트래픽의 단위요금(S)은, 단위대역속도(bps) 당 요금을 나타내며, 상기 단위대역속도 당 요금은 기존의

전용선 속도 당 요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따른다.

기존의 인터넷 전용선 요금 체계는 일정 속별 (예 : 64, 128, 256, 512, 1.024, 2.48Kbps 등)로 사용량에 관계없이 고정요

금을 과금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이들을 상기 도 3a∼도 3b의 속도 대비 요금 그래프를 그려서 보정한 요율을 바탕으로 단위대역 당

요금을 산출하며, 시장 원리에 의하여 고정 요금이 본 발명에 의한 종량제 요금으로 변환하는 시점에는 상기 단위대역 당

요금은 마케팅 정책에 의해 다소 조정된다.

이와 같이, 단위요금 결정부(220)는 과금 함수부(215)의 선형 비례 요율제 및 비선형 요율제를 상기 과금 정산 정책에 따

라 적용하여 해당 트래픽의 단위요금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단위요금 정보를 상기 최종 과금 산출부(225)로 전송한다.

최종 과금 산출부(225)에서는 상기 단위요금 정보와 트랙픽 측정 및 통계부(210)에서 산출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트래픽

유형별로 사용 요금을 산출한다.

상기 트래픽 유형별 과금 산출 방법을 살펴보면, 대역 예약형 트래픽의 과금 산출 방법은 연결 당 사용 가능한 트래픽의 최

고치(절대값)를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의 단위요금은 해당 트래픽의 연결이 사용 가능한 최고치의 대역을 기

준으로 한다. 과금의 산출은 연결의 지속 시간(T)을 기준으로 해당 트래픽의 최고치의 대역에 준해 산출된 상기 단위요금

(R)을 과금한다. 이와 같은 대역 예약형 트래픽의 과금 산출 식은 하기에 기재한 식 7과 같다.

[식 7]

대역 예약형 트래픽의 요금 = 단위요금(R) * 연결의 지속시간(T)

그리고, 대역 공유형 트래픽의 과금 산출 방법은 해당 서비스 연결이 서비스를 받은 총 전송량(A)을 기준으로 비트 당 요금

인 단위요금(B)을 하며, 그 산출 식은 하기에 기재한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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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

대역 공유형 트래픽의 요금 = 단위요금(B) * 총 전송량(A)

또한, 가상 전용선 트래픽의 과금 산출 방법은 기존의 1개월 당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의 사용률을 계산하여 서비

스 품질 요구 조건을 고려한 등가 대역(C)을 기준으로, 서비스 품질 요구 조건을 고려한 단위요금(S)을 과금한다. 이때의

가상 전용선 트래픽의 과금 산출식은 하기에 기재한 식 9와 같다.

[식 9]

가상 전용선 트래픽의 요금 = 단위요금(S) * 등가 대역(C)

상기 식 7 ∼ 식 9에 나타난 트래픽 유형별 단위요금은, 상기 단위요금 결정부(220)의 단위요금 정보 전송 받아 사용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망에서 가입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신망 운용자는

가입자가 요구하는 호의 특성을 참조하여 호의 유형별로 적절한 대역을 할당하여 트래픽을 처리하고, 종량제 과금 정산 정

책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네트웍은 불필요한 가입자의 트래픽 전송을 방지하여 인터넷 망 서

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가입자는 자신이 사용한 네트웍 자원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대비

가격 측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안에서 다양

한 수정, 변경, 부가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망의 구성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에지 라우터에 구비된 과금 서비스부의 구성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과금 서비스부에서 적용되는 과금을 예로들어 그래프로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5 : 인터넷 백본 망 12,14 : 가입자 네트웍/장치

16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망 22,24,26 : 코어 라우터

100,110 : 에지 라우터 200 : 과금 서비스부

205 : 트래픽 유형 분류부 210 : 트래픽 측정 및 통계 처리부

215 : 과금 함수부 220 : 단위요금 결정부

225 : 최종 과금 산출부 230 : 출력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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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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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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