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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터넷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트래
픽도 증가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용량을 증가 시키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
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의 반영과 보안유지 등을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반면 인터넷 서비스제공
자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용량 증설과 지능화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인
터넷 과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과금방식은 크게 정액
제와 종량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단순한 과금체계로 인해 인
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다양한 과금체계를 제시한
다. 그리고 트래픽 응용을 과금체계에 포함 시킨다. 응용별 과금방식은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사
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과금데이터 생성을 위해
산업계 표준인 IPDR을 이용하였으며, 트래픽 기반의 과금시스템을 개
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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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 각 기관이나 단체, 회사에서 인터넷은 이제 전기와 같이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되었다. 이렇게 보급된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서비
스, 각종 예약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제 인터
넷은 개인 생활이나 단체 활동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이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1].
인터넷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인터넷 트래픽도 증가하고 있다. 인
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터넷 트래픽도 증가하였다. 뿐만 아
니라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방송통신융합이나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등
장으로 인터넷 당 사용하는 트래픽의 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들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용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네트
워크가 지능화 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QoS[3,4]와 같은 차별화된 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는 이를 수
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악의적인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네트워크의 필수 기능이 되었다. 이와 같은 네
트워크 지능화를 위하여 ISP는 고가의 장비를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있
다.
인터넷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반면 ISP의 지속적인 네트워
크 용량 증설과 지능화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과금에 대한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과금방식은 크게 정액제와 종량제로 나누어
져 있다. 정액제는 한달정도의 긴 시간에 대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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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고 종량제는 시간이나 트래픽 측면에서 사용
한 양에 따라 과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금체계에서는 사
용자와 서비스제공자 모두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 정액제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
고도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즉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인터넷 사용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종량제는 파일다운로드와 같이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
키는 경우에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하므로 종량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ISP 측면에서 정액제는 많은 트래픽 발생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고품질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투
자에 대한 회수가 적절하게 과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종량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ISP와 경쟁을 해야하는 현재 상황에서 쉽게 도입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문제는 과금방식이 너무 단순하여 초래되었다.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과금이 가능하
면 서비스 사용자는 자신의 인터넷 사용패턴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금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ISP는 투자에 대한 비용을 과금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과금이 가능한 과금체계를 제시한다. 과금
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내고 각 요소들을 조합하여 과금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이 과금체계에 포함된다. 기존의 과금방식
에서 핵심 과금요소는 시간과 트래픽의 양이었으나 다양한 과금을 위
해서 과금요소로 네트워크 응용의 종류도 포함 시켰다. 즉 웹을 사용하
면서 발생되는 트래픽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트
래픽을 분리하여 과금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응용에 따라
서 트래픽의 발생정도, 네트워크 품질, 사용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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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요소이다. 과금 요소로부터 제시하는 다양한
과금방식에 따른 과금계산 알고리즘도 과금체계에 포함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과금체계를 적용한 과금 시스템 개발
도 제시한다. 개발된 과금 시스템은 트래픽 기반의 과금 시스템이다.
다양한 과금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
증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이나 단순 트래픽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과금을 위한 과금 요소를 충분히 추출할 수 없으며 트래픽 응
용용을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제시하는 과금 시스템은 과금에 관한 산
업계 표준인 기존의 CDR[5,6]이 아닌 IPDR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
서 기존의 과금 시스템과 약간의 변경을 통하여 상호 연동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이루어진 대용량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인 NG-MON을
제안하는 과금 시스템에 활용한다. 대용량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과
금요소를 추출하고 응용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기여하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과금이 가능
한 과금체계를 제시한 점이다. 제시한 과금체계에서는 다양한 과금방식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과금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제시한 과금체계를 적용한 과금 시
스템 개발이다. 산업계 표준인 IPDR에 기반을 두고 대용량 네트워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과금 시스템이다.
본 논문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기존 과금방식을 분석하고
IPDR과 NG-MON을 소개하는 관련연구이다. 3장에서는 다양한 과금이
가능한 과금체계를 제시하며, 4장에서는 과금체계를 적용한 과금 시스
템 설계를 기술한다. 5장에서는 과금 시스템 구현과 적용 결과를 소개
하며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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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연구
이 장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별 과금방식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리
고 과금을 위한 기반기술로서 트래픽 모니터링과 서비스 응용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존의 트래픽 기반 과금시스템에 대해서 알
아본다. 그 후 과금데이터의 표준으로 사용하게될 IPDR에 대해서 기술
한다.

2.1

서비스별 과금방식 소개
이 절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무선

랜, 무선이동통신에서의 과금 방식을 알아본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는
기존의 초고속 유선망을 통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선랜, 무선 이동통
신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영역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통신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과금 방식에 대한 다양성과 유연성 및 확장성에 대한 요
구도 높아지게 되었다[8].
2.1.1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 과금의 세계적인 추세는 정액제와 종량제로 양분화

되어 시행되어왔다. 현재까지도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정액요
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호주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종량형 요금제의
형태인 부분 정액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2].

1) 호주 Telstra
호주의 제1통신사업자인 Telstra는 지난 2000년 8월에 ADSL 서비
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비스 초기부터 요금제의 형태는 부분정
액제 형태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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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기본
사용량
200MB

기본료

속도(하향/상향)

A$29.95

256Kbps/64Kbps

A$0.15/MB

400MB

A$49.95

512Kbps/128Kbps

A$0.15/MB

500MB

A$79.95

1500Kbps/256Kbps

A$0.15/MB

20GB

A$139.95

1500Kbps/256Kbps

A$0.15/MB

Unlimited A$59.95~A$109.95 256Kbps/64Kbps~
1500Kbps/256Kbps

초과요율

N/A

표 1 Telstra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2005년 10월 현재)
표 1에서 현재의 요금정책은 여전히 byte양에따른 과금 정책을 이
용하고 있고, 기본료가 많이 인하 되었으며, 초과요율은 월기본 사용량
에 상관없이 일정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제한 정액제가 도입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제공 속도에 따라 기본료를 차등화 해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벨기에 Belgacom
벨기에의 제1통신사업자인 Belgacom도 Telstra와 유사한 요금 구조
를 운영했으며 과금은 액세스망 접속료와 인터넷 이용료로 분리해서
운영했다[9].

월기본
사용량

기본료
ADSL접속료 인터넷이용료

속도
(하향/상향)

초과요율

400MB

€29.95

€4.95

512Kbps/128Kbps

€0.043/min

10GB

€39.95

€4.95

4.6Mbps/256Kbps

€0.043/min

30GB

€49.95

€4.95

4.6Mbps/256Kbps

€0.043/min

표 2 Belgacom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2005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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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현재의 요금정책은 기존의 무제한 정액제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byte양에따른 월 기본사용량으로 부분정액제 요금이 운영
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벨기에는 무제한 정액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종량형 요금제의 사용량 범위도 축소 시키는 한편 요금은 저렴
해졌으며, 전송속도 또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캐나다 Bell Canada
캐나다 제1통신사업자인 Bell Canada의 인터넷 서비스는 2002년 7
월에 정액제 요금을 종량제 형태인 부분 정액제로 변경하였다[10].

월기본
사용량

기본료

속도(하향)

초과요율

unlimited

C$50.00

5Mbps

n/a

unlimited

C$44.95

3Mbps

n/a

unlimited

C$29.95

256Kbps

n/a

unlimited

C$19.95

128Kbps

n/a

표 3 Bell Canada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2005년 10월) 현재
현재는 표 3과같이 경쟁 업체들의 정액제 형태의 과금 방식 유지
로 인해서 Bell Canada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Bell Canada 역
시 월별 무제한 정액제 형태의 과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4) 한국 Korea Telecom
한국의 제1통신업체인 한국통신의 경우 해외 다른 업체들이 종량
제 운영의 선례를 보인것과는 달리 인터넷 서비스 시초부터 무제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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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제 과금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
위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저렴한 매우 저렴한 요금의
무제한 정액제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11].

월기본
사용량

기본료

속도(하향/상향)

초과요율

unlimited

₩30,000

4Mbps/4Mbps

n/a

unlimited

₩40,000

13Mbps/4Mbps

n/a

unlimited

₩42,000

20Mbps/4Mbps

n/a

unlimited

₩45,000

50Mbps/4Mbps

n/a

표 4 KT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2005년 10월) 현재
표 4와 같이 해외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인터넷 기본
이용료가 매우 저렴함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두드러 지는 점은 서비스
의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최소 4Mbps에서 최대 50Mbps까지의 속도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상향 속도 또한 다른 국가 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 이상의 속도를 가짐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에게 편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수익성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종량제
형태로 과금방식의 변경을 시도 하기도 했으나 서비스 이용자들의 거
센 반발에 의해 여전히 정액제 요금방식을 유지 하고있다.

2.1.2

무선랜 (Wireless LAN)
무선랜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이나

PDA만 있으면 공항이나 대학 캠퍼스 같은 공공 장소나 기업내 사무실,
집과 같은 특정 지역 내에서 저가의 비용으로 편리하게 무선으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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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에 접속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AP(Access Point)라고 불리우는
무선랜망 전용 접속 장치를 설치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내의 지역
에서 무선랜카드를 장착한 단말기를 사용해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다[12].

과금방식
정액제

단위

속도(하향)

초과요율

월정액제 ₩37,000~₩57,000

11Mbps

n/a

일정액제

₩12,000

11Mbps

n/a

시간정액제

₩3,000

11Mbps

n/a

₩10,000

11Mbps

₩20/min

부분정액제 월정액제

기본요금

표 5 Nespot의 무선랜 요금(2005년 10월) 현재
과금 현황은 현재 한국의 제1이동통신 업체인 KT에서 제공하는
무선랜 서비스 상품인 Nespot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품인 pop 요금을 나
타낸 것이며 크게 정액제와 종량제로 나눌 수 있다. 표 5와같이 월정액
제는 월 기본요금 납부로 무제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요금제도이고,
일정액제는 하루 12,000원의 일 단위의 요금이 부과되며, 하루동안 무
제한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시간 정액제는 시간당
3,000원으로 시간을 단위로 무제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부분정액제는 월 10,000원의 기본요금으로 5시간까지 인터넷을 이
용할 수 있으며, 5시간 초과 시에는 1분당 2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요
금제도이다[13].
결국, 무선랜에서의 과금 방식은 장소의 제약으로 인한 인터넷 이
용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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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제와 종량제를 모두 적용 하였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과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2.1.3

무선 이동통신
무선 이동통신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고객 확보와 수익성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
다[14]. 이러한 무선 이동통신 서비스는 크게 데이터통신과 음성통신으
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통신의 경우 byte 단위의 종량제 형식과 종량제
유형의 부분 정액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음성통신의 경우는 종량제
유형의 부분 정액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5, 16, 17].
무선인터넷 요금은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통화료는 무선데이터망 사용에 대한 요금으로 일정한 단위(KB
또는 사용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고, 정보이용료는 유료컨텐츠의
이용댓가로서, 컨텐츠 사용건수 및 사용데이터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통화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과금방식

구분

요금

초과요율

종량제

텍스트 방식

₩6.5/0.5KB

n/a

종량제

소용량
멀티미디어

₩2.5/0.5KB

n/a

종량제

대용량
멀티미디어

₩1.3/0.5KB

n/a

표 6 무선인터넷 요금제 미가입시 데이터 통화료 (2005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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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이 무선인터넷 요금제 미가입시 데이터 통화료는 이용
한 정보량에 대해서 0.5KB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즉, 서비스 이용시간과는 관계없음을 알 수 있
다.
텍스트 방식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언어로 HTML, WML등을 사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말한다. 소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음성, 화상, 문자, 데이터중에 2개 이상의 미디어
를 결함하여 Java Virtual Machine[18]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는 음성, 화상, 문자, 데이터중에 2개 이상의 미디
어를 결합하여 VOD를 위한 MPEG4[19]의 압축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과금방식

기본월정액

제공금액

초과시
통화료할인율

부분정액제

₩3,500

₩7,000

10%

부분정액제

₩7,000

₩21,000

20%

부분정액제

₩10,000

₩40,000

30%

부분정액제

₩15,000

₩75,000

50%

표 7 무선인터넷 요금제 가입시 데이터 통화료 (2005년 10월) 현재
표 7과 같이 무선인터넷 요금제 가입시 데이터 통화료는 일정한
기본료를 지불하면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료 이상의 통화금액을 제
공받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과금을 책정하게 된다.
통화금액 차감 방식은 10초당 일정액 차감 방식과 0.5KB당 일정액 차
감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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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
이 절에서는 다양한 과금방식에 따른 과금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트
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응용을 분석,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
술한다.
2.2.1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트래픽 기반의 과금방식을 위해서는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다. 과금에 사용되는 과금요소들을 트래픽들로부터 추출하여 과
금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대용량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NG-MON[21]을 소개 한다.
NG-MON은 플로우에 기반해서 IP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대용량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트래
픽 모니터링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를 파이프 라인 구조로
연결하였다. 각 단계마다 한대 이상의 시스템에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병렬 구조를 적용하였다. NG-MON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NG-MON 전체 구조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플로우 정보 생성을 위해 패킷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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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생성, 플로우 저장의 세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플로우 정보에 기반해 트래픽을 분석하는 트래픽 분석 단
계와 프리젠테이션 단계를 통해 트래픽 정보로 가공해서 사용자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각 단계를 각기 다른 하나의 시스템이나, 혹은 부하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시스템에 설치되어, 병렬로 동시에 수행 가능한 유
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부하를 분산할 수 있다.
2.2.2

응용 분석 방법
인터넷 서비스 응용의 종류에 따른 과금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트래픽 정보를 가지고 응용을 판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포항공대의 DPNM에서 응용을 구분하는 연구를 해왔으며 그 결과
FRM(Flow Relationship Map)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현재

응용

프로토콜들은

방화벽(Firewall),

대역폭

관리장비

(Bandwidth controller)와 같은 트래픽 제어 장비들의 제어를 벗어나기 위
해서 고정된 포트(port)번호나 고유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기
존의 알려진(well-known) 포트 번호나 IANA의 포트 리스트를 기반으로
응용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알고리즘은 트래픽 플로우
들 사이의 상관관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응용에 의해 생성된 플로우
들을 그룹화 한다. 그리고 분류된 플로우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포트
번호 정보와 미리 조사된 응용의 이름과 그들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포트번호를 기준으로 플로우 그룹별 응용을 결정한다[22]. FRM 적용을
통해 모든 트래픽 응용들을 정확하게 구분 해낼 수 있으며 본 알고리
즘을 과금 시스템에 적용한다.
플로우 그룹핑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플로우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PDG(Property Dependency Grouping)와 LDG(Location Dependency
Grouping)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 플로우들을 응용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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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림 2 플로우 그룹핑 방법

2.3

과금시스템 연구
기존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과금을 하기 위한 시

도들이 있었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과금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과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1]에서는 정액제, 종량제, 시간대별, QoS 별로 과금방식을 분류하
여 정의하였고, 종량제 기반의 과금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인터넷 사
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전에 접근 제어기(access controller)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확인한 후, 성공적으로 인증과정이 끝나면 인터넷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 호스트로부터 발생된 트래픽들은 인
터넷과 연결되는 지점의 라우터에서는 ip 라우팅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의 트래픽을 측정하는 모듈이 장착되고 측정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종량제에만 한정된 과금결
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자 트래픽을 측정하기 위한 라우터의 부하
문제를 고려 해야 한다.
[14][23][24][25]에서는 IPDR 상위 모델 참조를 통해, 빌링 시스템
의 구조를 세단계로 나누어 디자인 하였다. 네트워크와 서비스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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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NSE : Network and Service elements) 계층에서는 라우터, 액세스 장비,
방화벽, 각종 서버 등을 통해 ip 기반의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모든 네
트워크와 서비스 요소들을 말하며 이 계층에서는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인증과정 또한 일어난다. 중재 (mediation)계층
에서는 NSE계층으로부터 과금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며 과
금데이터로 조정 해주는 계층이며, 그 결과로서 과금 데이터가 생성된
다. 그리고 생성된 과금 데이터를 과금(billing) 계층으로 전송해주는 역
할을 하며 과금계층에서는 과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별
과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현과정과 결과에 대한 언급없이
시스템 제안에만 머물고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2.4

과금 데이터의 표준 – IPDR
IPDR은 과금을 위한 과금 데이터의 구성요소와 과금 시스템의 참

조모델을 제공한다. 이러한 IPDR은 트래픽 기반의 과금시스템 구현시
과금 데이터의 표준으로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과금을 위한
데이터 형태 또한 IPDR의 기준에 근거하여 구성 한다. 그리고 IPDR에
서 제시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참조하여 과금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2.4.1

IPDR의 개념과 IPDR 참조 모델
트래픽 기반의 과금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인터넷 상세기록

(IPDR : Internet Protocol Detail Record)으로부터 시작된다. IPDR은 IP를 기
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IPDR을 제안한 IPDR.org는 네트워크 구성요
소와 서비스 구성요소들과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간에 전송되는 데이
터를 IPDR 표준으로 정의하여 과금, 고객관리(CRM), 의사결정시스템
(DSS), 네트워크 관리 등의 정보들을 얻고자 하기 위한 단체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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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IPDR 상위모델
eTOM과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한 IPDR 상위모

델은 그림 3 와 같이 3가지 계층으로 표현이 된다. 이 모델은 네트워크
와 서비스 구성요소 계층(NSE : Network and Service element layer), 데이터
중재(Mediation) 계층,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BSS : Business Support
Systems)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Business Support
System

Billing

Customer
Care/CRM

Analysis &
Reporting

Network
DSS, Fraud ..
Operations

Mediation

Usage Collectioin

Network and Service
Elements

Network and Service Elements

그림 3 IPDR의 상위 모델
- NSE 계층
NSE계층은 이용자들에게 IP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모든 네트워크와 서비스 구성요소 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들어,
라우터(router), 네트워크 접근 장비(access devices),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비뿐만 아니라 교환기(gateway), 방화벽(firewall),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버(application server), 웹서버(web server), 대역폭 관리 장
비(bandwidth management system), 인증서버(authentication server) [20] 등을
들 수 있다.
- Mediation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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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계층은 그림 3에서와 같이 NSE 계층과 BSS 계층 사이
에 위치하게 된다. mediation 시스템의 주된 역할은 상위의 BSS들에 의
해서 요구 되는 모든 이용정보들을 NSE로부터 수집하고 BSS 계층으로
그 정보들을 전송해주는 역할과 BSS들의 결정된 결과를 NSE로 반영하
기 위해 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수집 해오는 데이터 정보들은
서로 다른 NSE들로부터 서로 다른 형식과 표현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 mediation 시스템에서는 이들의 데이터를 하나의 통일된 형식의
레코드로 표현 해야한다. mediation 과정을 통해서 BSS들에게 규격화된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즉, NSE 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들을 모으
고서로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그룹화 하고, 서로다른 형식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 시키는 표준화 작업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 BSS 계층
Mediation 계층으로부터 받은 IPDR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금과 의
사결정(DSS), 시장분석고객관리(CRM) 등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
스템(IS)에 활용한다. BSS계층은 IP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혹은
네트워크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사업자 측에 의해 구성된다. 결국,
mediation 계층과 NSE 계층의 운영은 BSS에서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
정보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IPDR 레코드의 플로우 <IPDR.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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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DR 구성 내용

2.4.3

IPDR은 IP 기반의 서비스로부터 생성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들
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표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그림 4에
는 IPDR 레코드의 전형적인 5가지 속성(attribute)이 나타나 있다. 이 속
성들은 “who, what, where, when and why”로 구성되어 있다.
- Who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존재로써, 일반적으로 이용자 ID
를 말한다.
- When
서비스의 종료시간이나 서비스 지속 시간등을 나타낸다.
- What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나타낸다.
이용량은 얼마인지를 바이트양, 패킷양, 플로우양, 접속횟수 등을
나타낸다.
QoS정도를 나타낸다.
로그온, 로그오프, 경계(threshold) 초과시의 정책을 나타낸다.
서비스 상태 변화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 Where
송신자의 IP와 같은 식별자 정보를 나타낸다.
수신자의 IP와 같은 식별자 정보를 나타낸다.
서비스의 시작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 Why
IPDR 이용의 목적을 나타낸다. 예를들어, NSE에서 유발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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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과금을 위한 데이터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의사결정
을 위한 데이터로 쓰일 것인가 등에 대한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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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터넷 서비스 과금체계
이 장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과금종류를 정
의하고 과금방법을 제시한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별 시행하고 있는 과
금방식을 국내외 별로 조사 하여 관련연구에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관
련 논문들[1][26]의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과
금으로 적합한 과금 분류 요소를 결정하고 분류 하였다. 끝으로 트래픽
기반의 과금시스템 시나리오와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3.1

과금 요소
과금 분류를 위한 요소는 아래와 같이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소들을 조합 함으로써, 다양한 과금방식이 도출된다.
- 기본료(Basic)
일정시간동안 기본료만으로 서비스를 무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료 방식은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과금방식으로서 초고
속 인터넷 및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 사용량(Usage)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사용자가 발생시킨 트래픽의 양만큼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적인 과금방
식이며 주로 무선이동통신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다.
과금을 위한 트래픽양의 측정은 서비스 사용자가 발생시킨 byte의
양, packet의 개수, 서비스 이용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 시간대(Congestion hours)
인터넷의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높은 이
용요금을 부과하며,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낮은 이용요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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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금방식이다. 그리고 무선이동통신의 음성서비스와 해외의
유선인터넷 서비스에서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 응용(Application)
인터넷 서비스 응용의 종류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 응용별 과금은 기존의 단순
한 과금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과금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응용의 분류는 표 8과 같이 하나의 예로써 세단계로 나누었다.
Web, Mail, Interactive 서비스의 요금은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이며, 트래픽 발생량이 다른 응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요금을 가장 낮게 책정 하였다. FTP, p2p의 경우는 발생되는 트래픽의
양이 많으므로 기본적인 서비스보다 높은 이용요금을 책정하였다. FTP
의 경우도 기본적인 서비스로 분류할 수있으나, 발생되는 트래픽의 양
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p2p와 함께 분류 하였다. Game, streaming,
VoIP의 경우는 이들 응용이 real-time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QoS 보장
이 필요함으로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하였다.

서비스 종류

응용의 종류

과금수준

Basic 서비스

Web, Mail, Interactive

저렴

Bulk 트래픽 서비
스

FTP, P2P

Basic 서비스와 QoS
보장 서비스 사이

QoS 보장 서비스 Game, Streaming, VoIP

표 8 응용별 과금 기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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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3.2

과금의 분류
과금의 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은 위에서 정의한 네가지 과금요소

를 바탕으로 과금요소들간의 조합을 통해서 도출된다. 그림 5과 같이
조합의 결과 중에 한가지 조합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경우(C, A)와 동시
에 이용될수 없는 조합인 경우(CA)는 과금 분류에서 제외시키므로 전
체 15가지의 조합중에 12가지의 조합을 과금 종류로 정의한다.

그림 5 과금 요소들간의 조합과정

3.3

과금 종류의 결과
과금 요소들간의 조합을 통해서 12가지의 과금방식이 도출되었고,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과금에 적용하게 된다. 과금요소의 표현에 있어
서는, 기본량(Basic)은 B, 사용량(Usage)은 U, 시간대별(Congestion time)은
C, 응용별(Application)은 A로 표기를 하였다. 과금의 예는 각 과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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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적용 금액을 나타낸 것이며, 적용사례는 각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
들에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3.3.1

과금종류 B, C
과금종류 B는 기존의 정액제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일정액의 기

본료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과금방식을 말
한다. KT의 Nespot과 Megapass, 캐나다의 Bell Canada의 과금방식에서 적
용되고있으며, 과금의 예를 세가지로 나누어 표 9와 같이 나타내었다.
과금종류 U는 기존의 종량제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서비스 이용
자의 이용량 측정을 byte의 양, packet의 개수, 지속시간으로 나누어서
적용 하였다. 그리고 무선이동통신 3사에서 데이터 통신을 과금할 시에
1kbyte = 2packets에 착안을 하여 과금방식에 적용 하였다.

과금
종류

요약

과금 예

적용 사례

B

정액제

₩12000

U

종량제

(/mb) : ₩100
(/packet) : ₩0.1
(/min) : ₩80

KT Nespot의 day 요금
Bell Canada의 요금
KT Megapass의 요금, etc
무선이동통신 3사
데이터통신 요금
1KB = 2pkts

표 9 단일과금 종류 (24시간을 기준)
3.3.2

과금종류 BC, UC, BA, UA, BU
과금종류 BC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와 그 외의 시간대로

나누고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외의 시간대보다 2배 많은 정액요
금을 적용하는 과금방식으로서 표 10에 나타내었다. 과금정도는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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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로 나누었으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는 회사, 학교 및 각 기관
들의 근무 시간대인 오전 8:00부터 오후 8:00까지로 정하였다.
과금종류 UC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와 이외의 시간대별
로 종량제 요금을 적용하는 과금방식이다.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과금의 예로써, byte당 100원, packet당 0.1원, 분당 80원씩의 이용요금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의 절반
가격으로 byte당 50원, packet당 0.05원, 분당 40원씩의 요금을 적용한다.

과금
종류

요약

과금 예

적용 사례

BC 트래픽 과다 트래픽 과다 트래픽 과소 무선이동통신 3사 음성
발생 시간대 발생 시간대 발생 시간대
통신 요금
와 이외의
Belgacom의
ISDN 요
₩3000
₩1500
시간대별로
금
정액제 적용

UC 트래픽 과다 ₩100(/mb) ₩50(/mb)
발생 시간대 ₩0.1(/pkt) ₩0.05(/pkt)
와 이외의 ₩80(/min) ₩40(/min)
시간대별로
종량제 적용

표 10 이중과금 종류 (24시간을 기준)
과금종류 BA는 응용의 종류에 따라 일정액의 요금을 부과하는 과
금방식으로서 표 11에 나타내었다. 과금의 예를 두가지 경우로 나누었
으며 Web, Mail과 Interactive 등의 기본적이고 트래픽발생량이 상대적으
로 적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요금인 100원, 200원
을 적용한다. 그리고 FTP나 P2P처럼 많은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응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보다 비싼 요금인 600원,
1200원을 적용한다. 그리고 Game, Streaming, VoIP와 같이 real-time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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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특성을 가지고 QoS 보장이 요구되는 응용에 대해서는 가장 비싼
요금인 800원, 1600원을 적용한다.
과금종류 UA는 응용의 종류에 따라 종량제 형태의 요금을 부과
하는 과금방식이다. 역시 과금의 예를 두가지 경우로 나누었고, 기본적
인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에는 byte당 100원, 50원, packet당 0.1원, 0.05
원, 분당 80원, 40원으로 적용했다. FTP, P2P 이용시에는 byte당 200원,
100원, packet당 0.2원, 0.1원, 분당 160원, 80원으로 요금을 책정 하였다.
Game, Streaming, VoIP와 같은 응용은 byte당 600원, 300원, packet당 0.6원
0.3원, 분당 360원, 240원으로 적용 하였다.

과금
종류

요약

BA

응용별로
정액제 적
용

UA

과금 예

적용사례

Web,Mail, FTP,
Interactive P2P
₩100

Game,
Streaming,
VoIP
₩600
₩800

₩100

₩200

₩600

(/per)

₩0.1

₩0.2

₩0.6

(/min)

₩80

₩160

₩360

응용별로 (/mb)
종량제 적
용

없음

없음

표 11 이중과금 종류(24시간을 기준)
과금종류 BU는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료와 추가 이용료가 혼합된
형태로서 부분정액제로 불리우며 정액제, 종량제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에서 많이 쓰이는 과금방식이다. 과금정도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었으며
표 12와 같이, 기본료는 10000원, 5000원으로 설정을 하였다. byte의 양이
나 packet의 개수, 서비스 지속시간으로 기본료를 채우고 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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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e당 100원, 50원, packet당 0.1원, 0.05원, 분당 80원, 40원씩의 추가료가
적용된다. 이 과금방식은무선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통신요금과 호주
Telstra의 ADSL 요금, KT의 Netpot 요금, Belgacom의 ADSL 요금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과금
종류

요약

과금 예

적용 사례

BU

부분정액제
(정액제 + 종량
제)

기본료

무선이동통신 3사
데이터 통신 요금
Telstra의 ADSL
요금
KT Nespot의 요금
Blegacom의 ADSL
요금

₩10000
(100mb, 10000pkt,
125min)
추가료
₩100(/mb) ₩0.1(/pkt)
₩80(/min)

표 12 이중과금 종류(24시간을 기준)
3.3.3

과금종류 BUC, BUA, BAC, UAC, BUCA
세가지 이상 조합의 과금종류는 표 13에 나타나 있다. 과금종류

BUC의 경우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와 이외의 시간대별로 구
분을

하여

부분정액제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과금종류

BUA는

application의 종류에 따라 부분정액제 과금을 적용한 것이고 과금종류
BAC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와 이외의 시간대별로 구분을 하
여 응용별로 정액제 방식을 적용한 방식이다. 그리고 과금종류 UAC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와 이외의 시간대별로 구분을 하여 응용
별로 종량제 과금을 적용한 방식이며 끝으로 과금 요소 네가지를 모두
조합한 과금종류 BUCA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와 이외의 시간
대별로 구분을 하여 응용에 따라 부분정액제 요금을 적용한 과금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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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삼중, 사중과금의 과금의 예는 위의 단일, 이중 과금의 예를 그대
로 적용 하였다.

과금
타입

요약

과금 예

BUC

트래픽 과다발생 시간대와
이외의 시간대별로 부분정액
제 적용

적용 사례

무선이동통신
3사 음성통신
요금

BUA 응용종류에 따라 부분정액제
단일, 이중 과금의 예
적용
를 그대로 적용
BAC 트래픽 과다발생 시간대와
이외의 시간대에별로 응용종
류에 따른 정액제 적용
UAC 트래픽 과다발생 시간대와
이외의 시간대에별로 응용종
류에 따른 종량제 적용
BUCA 트래픽 과다발생 시간대와
이외의 시간대에별로 응용종
류에 따른 부분정액제 적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표 13 삼중, 사중과금 종류 (24시간을 기준)

3.4

과금데이터 생성 환경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과금방식을 정의, 분류 하였고 이

과금방식이 적용된 과금시스템은 네트워크 액세스망의 종류에 관계없
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과금
데이터의 발생 시나리오는 아래의 그림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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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Airport

2.3GHz

Router
Hot Zone
Apartment

ISP
Core network

Ethernet

Terminal
RAS

NAS
NAS
Hot Zone

RADIUS
RADIUS
DHCP
DHCP

그림 6 트래픽 기반의 과금 데이터 생성 환경
3.4.1

사용자 인증
사용자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각 네트워크 액세스

망(network access)의 액세스 장비(access device)에 접속을 시도한다. 여기
서 말하는 액세스 장비란 사용자와 인증서버간의 중계를 담당하는 장
비로서, xDSL에서는 NAS(Network Access Server), WLAN에서는 AP(Access
Point), WiBro에서는 RAS(Radio Access Station)나 ACR(Access Control
Router)를 말한다.
사용자의 ID(Identification)와 비밀번호(Password)정보를 인증프로토
콜에 실어 각 액세스 장비에 보내게 되면, 각 액세스 장비에서는 사용
자의 id, 비밀번호 정보를 인증 프로토콜에 실어서 인증서버로 전송하
게 되며 인증 확인을 요청한다. 인증서버로부터 인증 확인에 대한 응답
이 액세스 장비로 도착하면, 액세스 장비는 사용자에게 허락(accept)인지
거절(reject)인지에 대한 결과를 전송한다.
3.4.2

사용자에게 IP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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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증과정이 허락되면 액세스 장비는 사용자에게 ip를 할
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ip, id, 비밀번호, 인터넷 접속시간 정보를 인증서
버에게 알린다. 인증서버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
게 된다. 이때, 사용자의 과금유형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
3.4.3

인터넷 서비스 이용
사용자는 할당된 ip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이 종료 될때에는 액세스 장비에서 인증서버로
서비스 종료 매세지를 보낸다. 그러면 인증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
자의 서비스 종료시간을 추가로 기록하게 된다.
3.4.4

트래픽 수집
과금트래픽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액세스망과 ISP의 코어망의

연결 부분에서 사용자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트래픽들을 수집한다.
3.4.5

Mediation 및 Billing 과정
수집된 데이터는 플로우 단위로 발생 시키며 이 플로우는 응용의

판단을 위해서 FRM 알고리즘에 적용시킨다. 그리고 이 결과 데이터에
서 과금에 필요한 정보들만을 추출해서 과금을 위한 기초 데이터(IPDR)
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3.5

과금데이터 생성 알고리즘
위의 사용자 정보와 IPDR을 사용해서 ID별 과금을 위한 과금데이

터 생성 알고리즘을 그림 7에서처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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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billing
IR == IPDR Records
CR == Client Records

//과금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인증서버의 데이터베이스

for every row in IR do
read IR.src_ip, IR.dst_ip, IR.flow_start, IR.flow_end in the row
if (IR.src_ip || IR.dst_ip) == CR.c_ip then
if {(IR.flow_start_time ≥ CR.clogon_time) && (IR.flow_end_time ≤
CR.clogout_time)} then
insert IR.c_id = CR.c_id
insert IR.billing_type = CR.billing_type
read next row
aggregate by IR.c_id
for each aggregated records
apply to all billing type
Do billing
end

그림 7 트래픽 기반의 과금데이터 생성 알고리즘
IR은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트래픽을 과금 요
소들만 추출하여 저장 해놓은 데이터베이스이며, CR은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에 필요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 해놓은 데이터 베이스이
다.
IR Records의 모든 플로우들을 대상으로 한 플로우씩 source ip,
destination ip, flow start time, flow end time을 읽는다. 그리고 이 source ip와
destination ip를 CR records의 client ip와의 비교를 통해 source ip나
destination ip 둘중 하나라도 client ip와 일치되는지 비교를 한다. 하나라
도 일치하면 다음 단계로서 flow start time과 flow end time이 CR Records
의 client logon time과 client logout time사이에 존재 하는지 확인한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플로우에 대해서는 CR records의 client id와
billing type 필드의 값을 IR records의 client id와 billing type 필드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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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IR records의 다음 플로우로 넘어가서 위와같은 작업을 반복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IR Records의 ip와 CR Records의 id를 비교하는 과정이 모
두 끝난후, IR Records에서 client id별로 모든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수행
하고 각 id별 과금유형에 맞게 과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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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과금시스템 설계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제시된 트래픽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과금
방법과 과금시스템 시나리오, 알고리즘을 종합하여 과금시스템을 설계
한다. 우선 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조 및 설계 사항을 기술한다.

4.1

요구사항
과금시스템의 요구사항은 모두 다섯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번

째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기반의 트래픽 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두번
째로 IPDR 기반의 과금데이터를 생성해야 하며 세번째로 ID별, IP별 과
금을 생성해야 한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모든 과금방식에 따라 과금의
결과를 도출해야하며 마지막으로는 과금분석을 위한 시간단위의 세분
화가 필요하다.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절에서 기술한다.
4.1.1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기반의 트래픽 분석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액

세스망과 ISP의 코어망과의 연결된 회선으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발생된
모든 트래픽을 수집해야한다. 그 후 수집된 대용량의 트래픽을 모니터
링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하며 전송된 트래픽을 저장, 분석해서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따라서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과금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 또한 어려운 기술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과금을 결정하는 현행 과금방식의 특성을 참조하여 과금시스템 또한
오프라인 기반의 과금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DPNM 연구실에
서 개발한 NG-MON은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이므로, 이 시스
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과금시스템 구현 또한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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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IPDR 기반의 과금데이터 생성
IPDR은 앞서 관련연구에서 기술 하였듯이 ip를 기반으로 하는 모

든 서비스에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코드로서 IPDR.org에
서 제정하였으며, 과금을 위한 데이터 포맷 또한 정의하고 있다. 기술
적으로 검증된 IPDR을 이용하면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과금을 위한 모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4.1.3

ID별 과금생성, IP별 과금생성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고자할 때는 인증 서버로부터 인증과정

을 거치는데 이때 인증 서버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서비스 이
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으
로부터 수집된 트래픽들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과의 비교과정을 통해
서 사용자 id별 과금을 수행한다. IP별 과금을 위해서는 mediation 시스
템에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만으로도 source ip별, destination ip별로 과
금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4.1.4

정의된 과금종류에 따른 과금결과 도출
과금시스템에서 도출해내고자 하는 결과는 표 14, 표 15과 같이,

앞서 정의한 12가지의 과금분류 타입을 바탕으로 ID나 IP별 모든 과금
타입을 적용시키고 각 과금의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사용자 종류 종류
ID
B U
결과 결과
Hyungjo X 원 Y 원
rone E 원 F 원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BC UC UA BU BUC BUA BAC UAC BUCA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Z 원 W 원M 원 N 원 A 원 B 원 C 원 D 원
G 원 H 원 J 원

…

…

…

표 14 ID별 과금결과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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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원

사용자 종류
IP
B
결과
141.223 X 원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U
BC UC UA BU BUC BUA BAC UAC BUCA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Y 원

Z 원 W원 M원 N 원 A 원 B 원 C 원 D 원 R 원

F 원

G 원H 원J 원 …

.xxx.xxx

221.239 E 원

…

…

.xxx.xxx

표 15 IP별 과금결과 예제(source 측)
4.1.5

과금분석을 위한 시간 단위의 세분화
과금시스템에서는 하루동안 발생된 트래픽을 단위로 수집, 저장해

서 분석한다. 서비스 사용에 따른 결과는 하루동안의 과금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별, 분별 과금의 결과도 나타냄으로써, 서비스 이용
자는 자세한 과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수익을 위
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4.2

시스템 구조
그림 8에서는 앞서 정의된 과금방식들이 적용된 과금시스템에서

과금이 도출되기까지의 구조를 나타낸다. 다음 각 절에서는 앞절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와 시스템 각 구성 요소의 기
능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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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Basic
Usage
Usage ++
Basic++
Basic++
Usage++
co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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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pplication
congestion congestion
Application
Basic
Basic++
Usage
Usage ++
Co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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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Basic++
Usage
Usage

Accounting
Accounting

Basic
Basic
Usage
Basic ++
Basic++
Usage ++ Basic
Basic ++ Usage
Usage++
Usage
Usage++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 Congestion
Conges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Congestion
Congestion Co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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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how
Show
results
results

Apply all
Billing type
by ID or IP

Bil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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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ation system
syste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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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Generato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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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t head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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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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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트래픽 기반의 과금시스템 구조
4.2.1

사용자 인증, 접속 정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성
서비스 사용자의 인증, 접속정보는 사용자 id별 과금을 위해서 필

요한 과정이며 인증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자 정보가 인증서버로 전송
된다. 그리고 인증 서버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인증, 접속여부를 판단
하고 데이터베이스(Client records)에 저장을 시킨다. 서비스 이용자의 인
증, 접속 정보가 인증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될 때의 테이블 구
성은 그림 9와 같이 client id, client ip, log on time, log out time이 저장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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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id
Radius
Server

Client ip

Log on time

Log out time

Table의 구성

Client
Records

그림 9 서비스 이용자 인증, 접속정보의 데이터베이스
4.2.2

플로우 기반의 분석
플로우가 생성되기 까지는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모든 트

래픽을 수집하고 트래픽의 헤더정보만을 추출한 후 일정 단위의 플로
우로 변형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림 10과 같이 생성된 플로우에 대해
응용의 종류를 판별하기 위해 FRM(Flow Relationship Map)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후 각 플로우마다 응용의 종류가 판단되면 과금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완성된다. 플로우는 source ip, destination ip, byte의양, packet의개
수, flow start time, flow end time, application name, application type(응용 유형)
을 단위로 구성된다. application type은 표8에서 정의된 세가지 서비스 종
류중의 한가지를 뜻한다.

Packet
Capturer

Flow
Generator

Source
Source ip
ip
Destination
Destination ip
ip
Byte의
Byte의 양
양

Flow
Store

FRM
Flow
Relationship
Map
packet header information

Packet
Packet의
의 개수
개수
Flow
Flow start
start time
time
Flow
Flow end
end time
time
Application
Application name
name
Application
Application type
type

flow information

플로우의 구성

그림 10 과금을 위한 기초데이터로서의 플로우 구성
4.2.3

플로우 정보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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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에서 생성된 플로우들을 데이터베이스(IPDR records)에
업로드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테이블의 구성은 그림 11과 같이 source
ip, destination ip, byte의양, packet의 개수, application name, application type,
flow start time, flow end time, client id로 구성을 한다. 이때, 사용자 id는 각
플로우마다 null값으로 채우며, 이후에 ip와 id 비교작업이 수행된 이후
에 id값을 채우게 된다.

IPDR
Records

Source
ip

Destination
ip

Bytes

Packets

Application
name

Application
type

Flow start
time

Flow end
time

Client
id

Table의 구성

그림 11 플로우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4.2.4

IPDR 형태의 과금 데이터 생성
서비스 사용자 id별 과금 데이터 구성을 위해서는 그림 12와 같이

사용자 id와 ip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IPDR
records의 각 플로우별 source ip, destination ip, flow start time, flow end time
필드를 Client records의 client ip, log on time, log out time 필드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즉, source ip, destination ip 두개의 ip중에 하나라도 client ip와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일치하는 ip가 존재하면 flow start time과 flow
end time이 log on time과 log out time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비교 과정을 거쳐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flow가 있으면 Client
records의 client id 값을 IPDR records의 client id 필드에 삽입시킴으로서,
ip와 id의 비교과정이 완성되고 client id별로 묶는 작업을 시행한다.
IP별 과금 데이터 구성을 위해서는 IPDR records와 Client records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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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작업이 필요없이 IPDR records의 source ip나 destination ip별로 서
비스 이용 정보를 모아서 과금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다.

IPDR
Records

Source
ip

Destination
ip

Bytes

Client id

Radius
Server

Packets

Client ip

Application
name

Log on time

Application
type

Flow start
time

Flow end
time

Client
id

Log out time

Client
Records

그림 12 IPDR records와 Client records의 비교
표 16는 ID별 과금 데이터를 구성할 시에 IPDR의 5W 원칙을 참
조하여 과금데이터를 구성한 것이다.

Who
When

client id
flow start time, flow end time

What
Where
Why

bytes양, packets개수, application종류, 지속시간
source ip, destination ip
billing

표 16 ID별 과금을 위한 IPDR 데이터 포맷
그리고 표 17은 IP별 과금 데이터를 구성할 시에 IPDR의 5W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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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참조하여 과금데이터를 구성한 것이다.

Who
When

source ip or destination ip
flow start time, flow end time

What
Where
Why

bytes양, packets개수, application종류, 지속시간
source ip, destination ip
billing

표 17 IP별 과금을 위한 IPDR 데이터 포맷
4.2.5

과금 종류에 따른 과금결과 생성
위에서 정의된 과금을 위한 IPDR 데이터를 바탕으로 Billing 시스

템에서는 과금 결과를 도출한다. 서비스 사용자 id별,ip별로 앞서 정의
된 12가지의 과금 정책에 모두 적용을 시키며 아래의 그림 13과 같이
그 결과를 CLI(Command Line Interface)나 웹(Web)을통해 보여 준다.

Basic
Basic Usage
Usage
Basic
Usage
Basic
Usage
Usage++
Basic++
Basic++
Usage++
congestion
conges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congestion congestion
Application

Basic
Basic++
Usage
Usage

Accounting
Accounting

Basic
Basic
Basic
Usage
Basic++
Basic++
Usage++ Basic
Basic++Usage
Usage++
Basic++
Usage
Usage
Usage++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Congestion
Congestion++
Usage++
Congestion
Application
Congestion
Congestion
Application
Application
Congestion Application Congestion Congestion

Apply all
Billing type
by ID or IP

Biling type

그림 13 과금결과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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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results
through the
Web or CLI

V. 과금 시스템 구현
이 장에서는 4장에서 설계한 과금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고 적용
한 결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과금시스템은 대용량 트래픽 모니터링 시
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본 시스템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과금의 결과를 제시한다.

5.1

시스템 구조
과금시스템이 구현된 환경은 그림 14와 같다. 포항공대 DPNM연

구실에서 개발된 대용량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인 NG-MON을 이용하
여 트래픽을 수집, 저장, 플로우로 만드는 과정을 시행 하였다.

Usage
Usage

Basic
Usage
Basic
Usage
Basic ++
Usage++
Basic++
Usage++
congestion
congestion congestion
conges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Basic
Basic ++
Usage
Usage++
Congestion
Congestion

Basic
Basic++
Usage
Usage

Accounting
Accounting

Basic
Basic
Usage
Basic
Basic++
Basic ++
Usage++
Basic++Usage
Usage++
Usage
Application
Usage++
Application ++ Application
Application ++ Congestion
Conges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Congestion
Congestion Congestion
Congestion
Application

Apply all
Billing type
by ID or IP

Mediation system
system
Mediation

Packet
Capturer

Router

Bil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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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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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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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과금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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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과금 시스템의 실제 구현에 있
어서는 시스템 설계와 다른 내용으로 개발 하였다. 포항공대의 네트워
크 환경내의 각 호스트들은 B 클래스 단위의 고정 ip를 가지고 인터넷
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유선인터넷이나 무선랜, 와이브로 등의 네트워
크 환경에서는 인증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증 절차를 확인한 후, DHCP
서버로부터 유동 ip를 할당받아 인터넷을 사용하므로 포항공대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환경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의 과금시스템 개발은 인증 서버와의 사용자 인증과정과 DHCP
서버로부터의 ip 할당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포항공대의 각 호
스트의 ip별로 과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과금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포항공대에서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두개의 인터넷
라우터와 두개의 코어 스위치가 그림 14에서처럼 서로 연결 되어 있으
며 1Gbps의 속도로 트래픽을 전송하고 있다. 트래픽 수집을 위해서 인
터넷 라우터와 코어 스위치 사이의 두 지점에서 optical tap을 이용하여
오고가는 모든 트래픽을 복사하고 패킷 수집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패
킷 수집 시스템에서는 수집된 패킷들의 헤더정보만 추출하여 플로우
생성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플로우 생성 시스템에서는 패킷들의 헤더정
보들 중에 5-tuple(source ip, destination ip, source port number, destination port
number, protocol)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플로우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생
성된 플로우들은 플로우 저장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각각의 플로우는
파일 형태로 플로우 저장 시스템에 저장된다. 그리고 응용의 종류를 판
별하기 위해서 FRM 알고리즘을 각 플로우에 적용을 시킨 후 과금 데
이터가 완성되면 과금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과금 시스템에서는
앞서 정의된 다양한 과금방식을 기반으로 IPDR을 참조한 과금데이터를
이용하여 과금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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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구축 시스템 사양
표 18은 과금을 위해 구축된 각 시스템의 사양을 나타내고 있으
며, 과금 시스템의 상세한 구현사항은 아래에 기술한다.
5.1.1

플로우 정보 읽기
IPDR 기반의 과금데이터를 생성 시키기 위해서는 각 플로우로부

터 과금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해야 한다. 플로우 저장시스템에 저장
되어있는 각각의 플로우로부터 과금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한 후, 추
가적으로 응용의 종류를 판별하기 위해 각 플로우를

FRM 알고리즘에

적용되시키면 과금을 위한 데이터가 완성된다. 이를 위해 C 언어를 사
용하여 구현을 하였다.
결국, 과금 데이터는 source ip, destination ip, packets, bytes, flow start
time, flow end time, repport 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서 repport(대표 포트
번호)는 응용의 종류를 판별하기위해 각 응용들을 대표하는 포트번호를
뜻하는 것이다.
5.1.2

응용별 과금 데이터 적용 방법
과금데이터가 생성된 후, 각 플로우의 대표 포트번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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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의 이름과 서비스 종류를 판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 포트 번호, 응용의 이름, 서비스 종류를 xml 파일에 정의하였고,
과금데이터의 각 플로우에 있는 대표 포트번호를 xml 파일의 대표 포
트번호와 비교한다. 이 둘을 비교하여 같은 대표 포트 번호를 가지는
부분이 xml 파일에서 발견되면 이 파일의 대표 포트 번호를 이용하여
응용의 이름과 서비스 종류를 파싱한다. 이를 위해 C 언어와 xml을 이
용하여 구현 하였으며, xml 파일에는 1500여개의 응용들이 대표 포트번
호를 결정하여 분류되어 있다. 그림 15는 이 xml파일의 일부분을 나타
낸 것이다.

생략

그림 15 응용의 이름과 서비스 종류를 판별하는 xml 파일
5.1.3

데이터 베이스 및 테이블 구성
과금 데이터 생성을 완료한 후,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C 언어를 사용하여 파일 형태의 각 플로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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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후, MySQL 데이터 베이스의 과금 테이블에 삽입하게 된다.

아래

의 그림 16은 ip별 과금을 위한 과금 요소들이 저장 되어 있는 테이블
의 필드를 나타낸다.

그림 16 과금 테이블의 필드 구성
수집된 전체 데이터가 한 테이블에 저장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시간대별로 테이블을 구성하였다. 즉, 과금데이터는 24개의 테이블에
나누어 저장이 되어 있다.
5.1.4

호스트 IP별 과금
데이터 베이스에 각 ip별 과금정보가 모두 저장이 되었으면, 과금

방식을 적용하여 과금의 결과를 도출한다. 사용자로부터 과금을 입력
받아서 과금방식별 결과를 보여 주도록 한다.
5.1.5

프리젠트
과금방식별 과금의 결과정보는 웹을 통해서 보여준다. PHP를 이용

하여 웹을 구성 하였으며, 송신자 ip와 수신자 ip별로 과금의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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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그리고 과금의 세분화를 위해서 시간당, 분당 결과를 나타내
었다.

5.2

시스템 적용 결과
이 절에서는 과금시스템을 실제 구현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룬다.

과금시스템의 구현은 ip별 과금의 예를 적용하여 각 과금정책별 과금의
결과 정보를 제공한다.
5.2.1

과금입력 형태
그림 17은 사용자로부터 과금을 입력받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자는 확인하고 싶은 과금방식의 과금을 입력한 후, 결과확인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7에서는 과금입력의 예로써, 과금종류 B, U, BA, UA에
과금을 입력한 경우이다.

그림 17 과금입력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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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과금의 결과
그림 18에서는 과금방식별 입력된 과금의 결과를 송신자 ip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과금방식의 경우에는 0원으
로 출력을 하였다. ip별 트래픽 이용에 대한 상세정보를 알고 싶을 때에
는 해당 ip를 클릭한다.

그림 18 ip별 인터넷 서비스 과금결과
수신자 ip별 과금의 결과 또한 송신자 ip별 과금의 결과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9는 사용자가 ip의 트래픽 상세정보
를 알기 위해 해당 ip를 클릭한 결과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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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ip별 인터넷 서비스 이용 상세결과
즉, 그림 19는 송신자 ip에 대한 상세정보를 클릭한 결과이며, 송신자 ip와 연
결했던 수신자 ip 정보와 함께, 주고받은 packet의 개수, byte의 양, 이용한
응용의 종류, 응용을 이용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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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적용이 가
능하도록 다양한 과금방식에 대하여 제시를 하였으며, 다양한 과금방식
을 지원하는 과금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되고 있는 과금방식을
서비스별, 국내외별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정액제와 종량제 형태로
대표할 수 있는 현재의 단순한 과금방식으로 인하여 ISP와 서비스 이용
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과금방식이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과금방식을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응용별
과금을 과금요소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과금에 사용되는 과금요소들을
추출하여 가능한 모든 과금방식을 도출 하였다. 과금요소는 모두 네가
지로 정의 하였으며 기본량, 사용량, 시간대,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과금요소들 간에 조합을 통해서 열두가지의 과금방식을 도출 하
였다.
또한 다양한 과금방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과금방식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응용별 과금결과를 위해서는 서
비스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금을 결
정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대용량 트래픽 분석을 통하여 과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과
금방식별 결과를 도출 하였다.
그리고 과금을 위한 데이터 생성을 위해 IPDR을 이용하였다. 기
존의 CDR 기반의 과금시스템에서는 주로 사용자 접속시간과 종료시간
을 통해 과금을 결정하거나 발생된 트래픽양에 의해 과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응용별 과금을 지원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그래
서 IP 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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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레코드인 IPDR 형식을 이용하여 과금 데이터를 생성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과금을 위한 과금요소로써, QoS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는 QoS가 보장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상용화 된다면 과
금시스템에서도 QoS별 과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금시스템과 사용자 인증 서버간의 연동이 적용 되어야
한다. 포항공대와 같이 고정 IP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인증 서버가 필요없다. 그러므로 과금시스템의 구
현 또한 호스트의 IP가 변하지않는 고정 IP를 기반으로 과금을 결정하
였다. 하지만, 동적 IP를 사용하는 xDSL, 무선랜, 무선이동통신, 와이브
로 등의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 인증 서버가 필요하며 이러한 환경에
서는 서비스 사용자 ID별로 실제 사용한 IP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또한 응용의 과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 해야한다. 현재는 Basic 서
비스, Bulk 트래픽 서비스, QoS 보장 서비스별로 다른 수준의 과금을 정
의하고 있지만, 서비스 사용자와 ISP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는 응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과금의 수준을 더욱 세분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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