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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기술과 산업이 발 하면서 단일화된 랫폼의 기술은 융합화된 다양한 서

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융합 서비스 랫폼으로 발 하 다.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는 수 많은 사

업자들이 다양한 콘텐츠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때 과 을 처리하기 

한 시스템이 이슈가 되었다.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의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융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  콘텐츠, 사용자에 따른 요  감면 등 다양한 과  요소들로 인하여 상당히 복

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 과 을 하기 해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에 해서 정의하고, 융합 서비스와 여러 과  요소들을 포함하여 과 을 측정할 수 있는 

과  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과  모델은 실제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 지원하기 한 아키텍

처를 구성하는데, 기본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1. 서론

IT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기술과 산업이 발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랫폼 기술도 함께 발 하

다 [1]. 이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 랫폼은 각 산업마다, 

혹은 각 기업마다 단일화된 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면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발생하 다. 만

약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랫폼 기술을 개발하

게 되면, 동일한 기능의 서비스 랫폼을 개발하게 되고 

불필요한 시간 , 경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래하

다. 이에 따라서 각 서비스 랫폼에서 복되는 기능을 

제거하고, 더욱 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경쟁을 할 

수 있는 융합 서비스 랫폼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콘텐츠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욱 더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으며, 소비자

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해서 당연한 요 을 지불할 수 

있는 분 기가 형성이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에 

의하여 서비스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융합되면서 이

러한 서비스에 한 과  처리가 복잡하게 되었다. 한 

시간  콘텐츠에 따른 요  감면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한 

과  련 문제들이 이슈화 되었다 [3]. 

본 논문에서는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 제공되는 융합 

서비스에 한 복잡한 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슈화 되는 

과  요소들을 용하는 과  리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융합서비스 

랫폼에 한 소개와 과  모델을 용할 시에 고려되어

야 할 사항에 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의 용할 수 있는 일반 인 과  모델을 제안한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2. 융합 서비스 랫폼

일반 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단말의 자체 서

비스 기능 는 단말기 매를 목 으로 수익을 한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단

말 구매 기의 내장된 콘텐츠만을 사용하기 해서 제품

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 인 콘텐츠의 공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랫폼의 필

요성이 두되고 있다. 한 정보 단말을 한 여러 기능

과 서비스들의 성공 인 융합을 해서는 련 서비스  

기기 제공업체들의 상호 계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2.1. 융합 서비스 랫폼으로 변화

기존의 서비스 랫폼은 Stovepipe 방식으로 각각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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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융합 서비스 랫폼의 개념도 

일화된 랫폼을 제공하 다. 만약에 각 산업별로 서비스 

랫폼을 개발하게 되면, 다른 산업에서도 같은 기능의 서

비스 랫폼을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간 , 경제  

비용이 발생하 다. 한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상호 연

동이 어려우며, IT 기술을 통산업에 목하여 새로운 

산업 융합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었다. 

이러한 단일화된 여러 개의 서비스 랫폼에서 공통 으

로 사용되는 기능을 모아 체계 이고 표 화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랫폼을 융합 서비스 랫폼이라고 

한다.

융합 서비스 랫폼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들의 콘텐

츠를 연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인증  과 을 담

당하게 된다. 융합 서비스 랫폼은 하나의 랫폼에서 다

양한 어 리 이션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다. 한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용하고 응용할 수가 있다. 

 

의 그림은 융합 서비스 랫폼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컴퓨터, 노트북, PDA, 로  등 서로 다른 단말기들이 네

트워크 사업자를 통하여 All-IP 기반의 BcN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제공하

는 네트워크는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x Digital Subscriber Line (xDSL), Fiber To 

The Home (FTTH), Mobile Network Operator (MNO), 

Mobile Vitrual Network Operator (MVNO) 등이 있다. 

일반 으로 네트워크에서는 단말기들이 IP패킷을 이용

하여 융합 서비스 공통 랫폼 임 워크로 연결이 된

다. 융합 서비스 랫폼에는 각각의 서로 다른 서비스 그

룹의 랫폼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각각의 서비스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콘텐츠는 콘텐츠 사업자를 통하여 웹 

페이지, 의료 콘텐츠, 자동차 콘텐츠 등의 다양한 방송, 통

신, 산업의 형태로 제공된다.

융합 서비스 랫폼을 구성하기 해서는 다음의 기능

이 지원되어야 한다. 

첫째로, 융합 서비스 랫폼을 사용하기 한 단말기는 

여러 네트워크 사업자를 통하여 융합 서비스 랫폼에 

속할 수 있어야 한다. 융합 서비스 랫폼을 한 단말기 

외에,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도 융합 서비스 랫폼에 

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외부의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각

종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련된 연동방식을 정의하

고,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

들이 쉽게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서비스의 발 을 가져온다. 

셋째로, 외부의 다양한 3rd Party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Open API 를 제공

하여 개방된 서비스 랫폼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2.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 과 을 측정할 경우의 

고려사항

융합 서비스 랫폼 환경에서 과 을 측정할 경우, 고

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1) 다양한 서비스에 해서 독립 으로 과 을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는 각 산업 

 방송 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의 형태가 다르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

공하는 사업자들 역시 다르다. 따라서 콘텐츠 사업자 

 다른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하여, 각각

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에 따라 독립 으로 과 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양한 과  정책(Tax, 할인율 등)을 지원할 수 있

어야 한다. 서비스에 한 과  외에 사업자  고

객을 하여 다양한 과  정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다양한 비율을 가지는 Tax와 사업자  

고객에게 서비스에 따른 할인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할인에 한 방법은 시간 별 할인, 요일별 할

인, 기념일 별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용할 수 있

다.

3) 다양한 과  방법(선불, 후불, 신용카드  Payment 

Gateway 등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는 다양한 과  방법이 지원되어

야 한다. 고객에게 과 을 처리하기 한 방법으로 

선불제, 후불제, 신용카드, 사이버 머니, 계좌 이체, 

그리고 Payment Gateway 등이 있다.

4) 고객의 다양한 요구(시간 별 과 , 요일별 과  등)

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

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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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자들에 의한 이벤트 형식이 아닌 고객들에 

의한 요구사항으로 시간 별 과 , 요일별로 과 을 

용하는 등을 용하여, 과 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융합 서비스 랫

폼에서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융

합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질 때에도 다양한 과  제도

를 용하여 측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안하는 일반 인 과  모델

기존의 서비스 랫폼에서의 과  모델은 종량 요 제

와 정액제의 2가지가 있었다. 종량 요 제는 사용한 만큼

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고, 정액제는 일정한 속료를 

지불하면, 얼마만큼 사용하던지 상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

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요 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생성될 때

마다 새로운 과  모델을 만들어서 용하는 것은 사업자

와 고객에게 있어 혼란을 가져다  수 있다. [5].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는 어떠한 경우의 융합 서비스라

도 과 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하나의 융합 서비

스에 해서 서비스 형태를 분석한 후에, 서비스 로세스

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분석한다. 분석된 요소를 바탕으

로 리자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 제안한 Rule을 기

반(Rule Base)으로 한 과  체계를 도출한다. 도출된 

과  체계에 다양한 과  요소를 추가 으로 용하여 최

종 으로 과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한다. 따라

서 융합 서비스 랫폼 환경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

어질 때마다 다양한 과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의 그림은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의 일반 인 과

 모델을 개념 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융합 서비스 랫폼의 과  모델

1) CS (Converged Service) 

  융합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의 서비스가 융합되어 다

양한 형태의 서비스 객체를 이룬다. 를 들어, 

IPTV+Web, IPTV+모바일 서비스, Healthcare + 

Internet, VoIP + 인터넷 등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존

재한다. 

2) SPA (Service Process Analysis) 

  SPA는 융합 서비스의 형태를 분석하여 다양한 서비

스 로세스 모델로 분석한다. 같은 융합 서비스의 형

태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m

의 계를 가진다. 를 들어서 IPTV의 경우, IPTV외

에 Web, Messanger, SMS, Internet Banking 등 결합

된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세스로 나

 수가 있다. 

(그림 3) CS와 SPA의 계도 

3) SPEA (Service Process Element Analysis) 

(그림 4) SPA와 SPEA의 계도 

SPEA는 나 어진 서비스 로세스에 필요한 과  요

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를 들어서 IPTV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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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델 설명

시간 과  모델

(Time Billing Model)

사용자가 서비스  콘텐츠를 

사용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따라서 과 을 책정

건수 과  모델

(Number Billing Model)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횟수에 따라서 과 을 책정

볼륨 과  모델

(Volume Billing Model)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한 서비스의 데이타  

크기에 따라서 과 을 책정

콘텐츠 과  모델

(Content Billing Model)

사용한 콘텐츠에 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 을 책정

정책 과  모델

(Policy Billing Model)

다양한 정책에 따라서 과 을 

책정 - 정책이란 것은 년, 

월, 주, 일에 따른 것으로써 

정액 요 제을 뜻함

QoS 과  모델

(QoS Billing Model)

고객에게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을  

차별 으로 용하여 과

을 책정

<표 2> 분석된 과  모델 

IPTV+web인 경우에 과 에 필요한 요소는 IPTV를 사용

할 경우 필요한 과 요소와 web을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과  요소를 합친 경우이다. 한 VoIP + 인터넷은 VoIP

를 사용한 경우에 필요한 과  요소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  요소를 합친 경우이다. 다양한 서비스 

로세스마다 필요한 과  요소는 1:1의 계를 가진다. 

그 이유는 같은 서비스 로세스는 같은 서비스 과  요

소를 가지기 때문이다.

4) SPBM (Service Process Billing Model) 

SPBM은 SPEA에서 과 에 필요한 요소에 규칙를 

용(Rule Base)하여, 한 과  모델을 도출한다. 융합 

서비스에서의 과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서

비스의 특징에 따라서 몇 가지의 과  모델이 융합되어 

용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과  모델은 6가지로 다음과 같다. 

 SPBM을 거쳐서 나온 과  모델은 SPBEA, 혹은 

CSBM로 송한다. SPBM은 융합된 과  모델의 형태에 

따라 SPBEA에 다양하게 용할 수 있다. 따라서 m:n의 

계를 가진다. CSBM에 성된 과  모델은 SPBEA와 

같이 다른 과  요소를 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로 송하여 과  모델을 제공한다. 이 때에는 과  모

델의 변화가 없이 그 로 송되기 때문에 1:1의 계를 

가진다. 

5) SPBEA (Service Process Billing Element Analysis) 

SPBEA는 SPBM으로부터 받은 과  모델에 용 가능

한 다양한 요소를 용할 수 있다. 용가능한 요소는 과

 모델에 부가 으로 제공되는 Tax, 혹은 과  모델에서 

할인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날짜 정보, 요일 정보, 고

객 정보 등)에 따라서 다양한 과  요소를 용할 수 있

다. 과  요소를 용한 과  모델은 CSBM으로 송한

다. 

6) CSBM (Converged Service Billing Model) 

CSBM은 SPBEA와 SPBM으로부터 생성된 과  모델

을 받아서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송하는 역할을 한

다. 

4. 결론  향후 연구

  융합 서비스 랫폼은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와 서비

스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들을 연계하여 다양한 융합 서

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창출 할 수 있다. 

한 여러 사업자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응 한 빠르게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융합서비스 랫폼에 어떤 서

비스에서라도 용할 수 있는 과  모델을 제안하 다. 제

안한 과  모델은 융합 서비스의 서비스 형태를 분석하여 

필요한 요소를 분석한 후,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과 을 

책정한다. 한 책정된 과 은 시간, 날짜, 그리고 사용자 

기반으로 할인하는 등의 다양한 과  요소를 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안하여, 실질 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

안에 해서 연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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