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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융합 서비스 환경을 한 차세  공통 랫폼 운  환경에서 다양한 융합 서비스들의 지

원을 한 랫폼 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합한 과  리 체계를 융합 서비스에 맞는 과  

모델을 통해 제시한다. 향후 차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융합 서비스 개발 진을 해 필수 인 기

술인 공통 기반 랫폼 서비스 제공 기술의 도입을 한 주요 기반 기술인 과  리 기능을 한 과

 모델을 제시한다. 서비스 랫폼의 변화와 산업의 특징들을 주시하여 융합 서비스 랫폼을 확인하

고, 융합 서비스 랫폼을 구성하기 한 요구 기능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별 과  모델 

용을 도출/분류하고 과  모델을 각종 서비스에 용하는 방안에 하여 연구하 다.

 

1. 서론

 최근 각종 산업 기술들이 고도화 되고, 사용자들의 수

과 인식이 격히 성장합에 따라 사용자의 생활 편의 요

구가 증하고 있다. 사용자의 생활 편의 요구가 늘어나면

서 각기 독립 으로 구성되고 서비스 하던 각종 산업들이 

융합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 서비스 시 가 도래하

다. 융합 서비스를 통해 여러 서비스들의 주요 기술, 미

디어, 제공 방법들이 결합 는 융합되어 사용자들에게 새

로운 형태/가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산업들의 이 을 가지

고 수익 모델을 창출/분배 할 수 있는 융합 서비스 랫

폼이 필요하다. 융합 서비스 랫폼을 이용하여 기존의 서

비스 랫폼에서의 비효율 인 문제 들을 극복할 수 있

게 된다. 이 의 단  산업별로 공통 인 서비스 랫폼 

기술이 복 개발되어 사용되던 문제를 융합 서비스 공통 

랫폼 재사용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성화 모듈만을 

러그인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비용 고품질의 산업융

합 서비스 랫폼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융합 서비스 환경을 한 차세  공통 

랫폼 운  환경에서 다양한 융합 서비스들의 지원을 한 

랫폼 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합한 과  리 

체계를 융합 서비스에 맞는 과  모델을 통해 제시한다. 

이후 2장에서는 융합 서비스 랫폼의 개념과 필요성에 

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의 과  

모델을 도출/분류하고, 각종 서비스에 용하는 방안에 

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융합 서비스 랫폼

2.1 융합 서비스 랫폼의 개념과 필요성

 일반 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단말의 자체 서

비스 기능 는 단말 매의 목 으로 수익을 한 서비

스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단말 

구매 기의 내장된 콘텐츠만을 사용하기 해서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속 인 콘텐츠의 공   새

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랫폼의 필요성

이 두되고 있다. 정보 단말을 한 여러 기능과 서비스

들의 성공 인 융합을 해서는 련 서비스  기기 제

공업체들의 상호 보완 이고 진취 인 계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기존의 서비스 랫폼은 Stovepipe 방식으로 각각의 단

일화된 랫폼을 제공하 다. 만약에 각 산업별로 서비스 

랫폼을 개발하게 되면, 다른 산업에서도 같은 기능의 서

비스 랫폼을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시간 , 경제  비용이 복으로 지출되었다. 한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상호 연동이 어려우며, IT 기술을 통

산업에 목하여 새로운 산업 융합 서비스를 만들 수 있

는 환경을 만들 수 없었다. 여러 개의 단일화 서비스 랫

폼에서 공통 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모아 체계 이고 표

화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랫폼을 융합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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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랫폼이라고 한다. 다음의 (그림 1)은 단일화 서비스 

랫폼이 융합 서비스 랫폼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 서비스 랫폼의 변화

 융합 서비스 랫폼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들의 콘텐츠

를 연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인증  과 을 담당

하게 된다. 융합 서비스 랫폼은 하나의 랫폼에서 다양

한 어 리 이션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다. 한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

한 산업 분양에 용하고 응용할 수가 있다. 

 (그림 2)는 융합 서비스 랫폼을 나타낸다. 컴퓨터, 노트

북, PDA, 로  등 서로 다른 단말기들이 네트워크 사업자

를 통하여 All-IP 기반의 BcN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망은 PSTN, 

XDSL, FTTH, MNO 등이 있다. BcN 망에서는 단말기들

이 IP패킷을 이용하여 융합 서비스 공통 랫폼 임 

워크로 연결이 된다. 융합 서비스 랫폼에는 각각의 서로 

다른 서비스 그룹의 랫폼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각각의 

서비스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콘텐츠는 콘텐츠 사

업자를 통하여 웹 페이지, 의료 콘텐츠, 자동차 콘텐츠 등

의 다양한 방송, 통신, 산업의 형태로 제공된다. 

(그림 2) 융합 서비스 랫폼의 개념도

 융합 서비스 랫폼을 구성하기 해서는 다양한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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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련된 연동방식을 정의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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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의  과  모델과 서비스

3.1 개요

 일반 인 통신서비스나 기타 많은 서비스들은 기존의 텔

포니 기반의 화요 과 같이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

불하는 이른바 종량 요 제(usage-based)를 채택하고 있

다. 반면 IP 서비스는 기부터 정액 요 제(flat-fee)를 

채택하여 월마다 일정한 요 을 지불하면, 정보의 양에는 

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는 

최선형(best-effort) 서비스로서 품질 기반의 화 서비스

와는 개념부터 달랐기 때문이며 고객들도 당한 서비스 

품질 하는 당연하게 받아들 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형

(best-effort) 인터넷에서 품질보장이 되는 NGN  BcN

으로 진화하면서 서비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즉, 서

비스 제공자들은 품질을 보장하는 만큼 이에 투자되는 비

용을 서비스 사용 요 을 통해 회수 받기를 희망하여 서

비스 사용자들도 품질이 보장되는 서비스에 한 응당한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장 분 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이다. 이에 따라 IP 서비스 과 에 한 요구가 차 확

되고 있다. 

 과 모델을 용하기 한 과  시스템은 고객이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면, 이용 로그 정보를 기 로 고객에게 청

구할 요 을 계산하고, 계산된 요 을 청구하여 수납하는 

일련의 로세스를 말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  시스템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양질

의 콘텐츠에 이용 요 을 부과하고 콘텐츠의 사용량에 따

라 요 을 청구함에 따라 유료 회원 리, 콘텐츠 리, 

다양한 결제 수단 연동  실시간 과  지원, 다양한 요  

상품  할인 기능 지원 그리고 마일리지 포인트 시스템 

지원 등이 있다. 한 시스템 측면에서 시스템 장애 시 자

동 처리  복구 기능 지원, 시스템 리 기능 등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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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의 과  모델

기존의 서비스 랫폼에서의 과  모델은 종량 요 제와 

정액제의 2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

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

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요 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새로

운 서비스가 생성될 때마다 새로운 과  모델을 만들어서 

용하는 것은 사업자와 고객에게 있어 혼란을 가져다  

수 있다. 한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보

장함으로써, 이에 한 과 을 처리할 수 있는 과  모델

을 요구한다. 

 따라서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

질 때마다 기존의 과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인 과  모델을 도출한다. 즉, 하나의 서비스에 다양한 과

 모델을 용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쉽게 과  모

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 1>은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과  모델을 용하는 

를 나타낸다. 

서비스 과  모델

인터넷
(Web, Video, 

Music, etc.)

정책 과  모델
볼륨 과  모델

콘텐츠 과  모델
QoS 과  모델

IPTV
정책 과  모델

콘텐츠 과  모델
QoS 과  모델

VoIP
정책 과  모델
시간 과  모델
QoS 과  모델

Medical
정책 과  모델
건수 과  모델
QoS 과  모델

Telematics
정책 과  모델 
시간 과  모델
QoS 과  모델

<표 1> 서비스별 과  모델 용 

 사용할 수 있는 과  모델은 다음과 같다. 

  가. 시간 과  모델(Time Billing Model)

 시간 과  모델은 고객이 서비스  콘텐츠를 사용한 시

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따라서 과 을 부여하는 모델이다. 

시간 과  모델은 기존의 텔 포니 시스템에서 통 으

로 사용하던 방식으로 통화한 시간만큼 과 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는 VoIP  Telematics 

등에 이용가능하다. 

  나. 건수 과  모델(Number Billing Model)

 건수 과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횟수에 따

라서 과 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는 

Medical 서비스에서 u-healthcare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에 고객이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때, 다양한 시스템을 통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마다 과 을 부여하여 서

비스를 받는 방법이다. 

  다. 볼륨 과  모델(Volume Billing Model)

 볼륨 과  모델은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한 서

비스의 데이타 크기에 따라서 과 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용량이 큰 소 트웨어나 동 상

을 다운 받은 경우에, 다운 받은 크기에 따라서 과 을 부

여하는 방법이다.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는 인터넷 서비

스에서 사용 가능하다. 

  라. 콘텐츠 과  모델(Content Billing Model)

 콘텐츠 과  모델은 사용한 콘텐츠에 한 정보를 바탕

으로 과 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융합서비스 랫폼에서는 

IPTV를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가 있다. 

IPTV에서 새로운 콘텐츠는 가격이 비싼 반면, 시간이 지

날수록 콘텐츠의 가격은 하락 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차

등된 과 을 부여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정책 과  모델(Policy Billing Model)

 정책 과  모델은 다양한 정책에 따라서 과 을 부여하

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정책이란 것은 년, 월, 주, 일에 따

른 것으로써 정액 요 제을 뜻한다. 각 서비스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 요 을 지불하면,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  모델이다. 융합 

서비스 랫폼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바. QoS 과  모델(QoS Billing Model)

 QoS 과  모델은 고객에게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서 서

비스의 품질을 차별 으로 용하여 과 을 부여하는 방

법이다. QoS 과  모델에 용하는 서비스 품질은 등 으

로 나 어서 각 서비스에 용한다. 용하는 서비스 품질 

등 은 ITU-T에서 권고하는 Y.1541에 규정된 것으로, 음

성통화 서비스와 같이 가장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는 응용 

서비스에서부터 웹 서핑과 같은 품질을 보장할 필요가 없

는 응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 등  분류를 기반으로 용한다. 

 <표 2>는 QoS의 각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를 나타내고, 융합 서비스 랫폼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는  

등 에 따라서 분류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 

QoS 
Class

Service

0
Real-Time, Jitter-sensitive, High Interaction
(VoIP, Video, Teleconferencing)

1
Real-Time, Jitter-sensitive, Interaction
(VoIP, Video, Teleconferencing)

2
Transaction Data, Highly Interactive
(e.g. Signaling)

3 Transaction Data, Interactive

4
Low Loss Only (Short Transactions
Bulk Data, Video Streaming)

5
Traditional Applications of Best-effort IP 
Network

6 Broadcast TV distribution
Program audio
Digital Cinema
Compressed HDTV transport

7

<표 2> QoS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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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지표

1) U : Unspecified

2) 패킷 지연 (IPTD) : IP Packet Transfer Delay

3) 패킷 지연 변이(IPDV) : IP Packet Delay Variation

4) 패킷 손실 (IPLR) : IP Packet Loss Rate

5) 패킷 에러율 (IPER) : IP Packet Error Ratio

4 .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융합 서비스 환경을 한 차세  공통 

랫폼 운  환경에서 다양한 융합 서비스들의 지원을 한 

랫폼 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합한 과  리 

체계를 융합 서비스에 맞는 과  모델을 통해 제시하 다. 

향후 차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융합 서비스 개발 진

을 해 필수 인 기술인 공통 기반 랫폼 서비스 제공 

기술의 도입을 한 주요 기반 기술인 과  리 기능을 

한 과  모델을 제시한다. 융합 서비스 랫폼 상에서 

제공하는 융합 서비스 각각에 여러 과  모델들을 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사업자들에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서비스 랫폼의 변화와 산업의 특징들을 주시하여 융합 

서비스 랫폼을 확인하고, 융합 서비스 랫폼을 구성하

기 한 요구 기능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별 

과  모델 용을 도출/분류하고 과  모델을 각종 서비스

에 용하는 방안에 하여 연구하 다.

A C KN O W L ED GEM EN T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산

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 KI001810039260, 개인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한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용 통합개발환경  이기종 

단말-서버 간 업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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