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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Tit le  of I nvent ion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및 방법 Cost  product ion apparatus and m ethod consider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요약요약요약요약 Abstract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자세
하게는 사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안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제는 사용자가 원하

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 양상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는 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하는 서비스 품
질 레벨 입력부 및 입력된 서비스 품질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
질 값 및 전송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

는 가격 산출부를 포함한다.  

I t  is about  an apparatus and m ethod for producing the 

cost  about  the service providing based on the service 

qualit y which is provided for the detailed user as the te

chnology which turns out  t he cost  about  the serv ice pr

oviding.  

 

One subject  which the proposed invent ion solves provi

des the desired service qualit y.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as to one aspect  com prises the qua

lit y of service level input  unit  input t ing the wireless co

m m unicat ion service quality level, the service quality v

alue according to the input ted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cost  product ion part  producing the service pro

viding cost  based on t ransm it 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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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 Scope of Claim s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항항항항: Claim  1 : 

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 입력

부;  

 
입력된 서비스 품질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 및 전송된 데

이터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가격 산출부;  
및 

 

상기 서비스 품질이 처리율인 경우,  

 
처리율을 일정한 상수로 나누어서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하는 

서비스 품질 값 산출부;  를 포함하되,  

 

상기 일정한 상수는 5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The data usage in which t he constant  constant  w it h  

 

the above is 500  

it  includ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output  unit  which p

roduc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it  div ides  

 

processing rat io into the f ixed constant  the cost  produ

ct ion par t  :   

 

of producing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data t

ransm it ted with the service qualit y value according to t

he input  inputs the wireless communicat ion service qual

it y level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service qualit y are 

the processing rat io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항항항항: Claim  1 : 

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 입력

부;  

 
입력된 서비스 품질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 및 전송된 데

이터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가격 산출부;  
및 

 

상기 서비스 품질이 처리율인 경우,  

 
처리율을 일정한 상수로 나누어서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하는 

서비스 품질 값 산출부;  를 포함하되,  

 

상기 일정한 상수는 5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The data usage in which t he constant  constant  w it h  

 

the above is 500  

it  includ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output  unit  which p

roduc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it  div ides  

 

processing rat io into the f ixed constant  the cost  produ

ct ion par t  :   

 

of producing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data t

ransm it ted with the service qualit y value according to t

he input  inputs the wireless communicat ion service qual

it y level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service qualit y are 

the processing rat io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2항항항항: Claim  2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은,  

 

처리율,  지연속도,  패킷 손실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As for  claim  1,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wherein the service qua

lit y includes at  least  one of  

 

processing rat io, the delay speed, and the packet  loss 

rate.   

 

청구 청구 청구 청구 2항항항항: Claim  2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은,  

 

처리율,  지연속도,  패킷 손실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As for  claim  1,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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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wherein the service qua

lit y includes at  least  one of  

 

processing rat io, the delay speed, and the packet  loss 

rate.   

 

청구 청구 청구 청구 3항항항항: Claim  3 : 

삭제 Delet ion. 

청구 청구 청구 청구 3항항항항: Claim  3 : 

삭제 Delet ion. 

청구 청구 청구 청구 4항항항항: Claim  4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 산출부는 

 

업 링크 전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값,  다운 링크 전송에 대한 서

비스 품질 값,  업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다운 링크 전송

된 데이터 비트 수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As for claim  1,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in which 

the cost  product ion par t   

 

produces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the servi

ce quality value about  the uplink t ransm ission, the serv

ice quality value about  the downlink t ransm ission, the d

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up- link, and the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down- link and which considers t

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4항항항항: Claim  4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 산출부는 

 

업 링크 전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값,  다운 링크 전송에 대한 서

비스 품질 값,  업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다운 링크 전송

된 데이터 비트 수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As for claim  1,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in which 

the cost  product ion par t   

 

produces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the servi

ce quality value about  the uplink t ransm ission, the serv

ice quality value about  the downlink t ransm ission, the d

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up- link, and the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down- link and which considers t

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5항항항항: Claim  5 : 

제 1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산출된 평균 처리량 및 처리량의 역치값
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를 판단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장치.  

 

As for claim  1, the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

ning unit  :   

 

determ ining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

ange about  the specified user through the threshold va

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and the average through

put  calculated according to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

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5항항항항: Claim  5 : 

제 1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산출된 평균 처리량 및 처리량의 역치값

As for claim  1,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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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를 판단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장치.  

 

 

determ ining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

ange about  the specified user through the threshold va

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and the average through

put  calculated according to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

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6항항항항: Claim  6 :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부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로의 변경

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As for claim  5,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y for form ing a judgement  on the 

ch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 ice level having th

e average throughput  which is greater than the thresh

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y it  is im possible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

it y  of service level.   

 

청구 청구 청구 청구 6항항항항: Claim  6 :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부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로의 변경

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As for claim  5,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y for form ing a judgement  on the 

ch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 ice level having th

e average throughput  which is greater than the thresh

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y it  is im possible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

it y  of service level.   

 

청구 청구 청구 청구 7항항항항: Claim  7 :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부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로의 변

경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As for claim  5,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y for form ing a judgement  on the 

ch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 ice level having th

e sm all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

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t  is possible the q

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

it y  of service level.   

 

 

 

청구 청구 청구 청구 7항항항항: Claim  7 :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부는 

 

As for claim  5,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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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로의 변

경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ing the service quality for form ing a judgement  on the 

ch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 ice level having th

e sm all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

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t  is possible the q

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

it y  of service level.   

 

 

 

청구 청구 청구 청구 8항항항항: Claim  8 : 

제 1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감소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감소시키는 정도

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장치.  

 

As for claim  1, the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reduc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t  reduces the service qualit y va

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

erage throughput  which is greater than the threshold v

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t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

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8항항항항: Claim  8 : 

제 1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감소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감소시키는 정도

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장치.  

 

As for claim  1,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reduc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t  reduces the service qualit y va

lue of the specif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lar

ge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t  produces the averag

e throughput  according to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

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9항항항항: Claim  9 : 

제 1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

스 품질 값을 증가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증가시키는 정

도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장치.  

 

As for claim  1, the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increasing according to th

e qualit y of service level it  increas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

e average throughput  sm all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t  produces the average thro

ughput  according to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

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9항항항항: Claim  9 : 

제 1 항에 있어서,  

 

As for claim  1,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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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

스 품질 값을 증가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증가시키는 정

도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장치.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increasing according to th

e qualit y of service level it  increas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

e sm all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

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t  produces the av

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

us consider ing t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0항항항항: Claim  1 0 : 

품질 레벨 입력부가 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하는 서

비스 품질 레벨 입력 단계;  

 
가격 산출부가 입력된 서비스 품질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 
및 전송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가

격 산출 단계;  및 상기 서비스 품질이 처리율인 경우,  처리율을 
일정한 상수로 나누어서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하는 서비스 품

질 값 산출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일정한 상수는 5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 cost  product ion m ethod com prising the steps of:  t he 

cost  product ion step:  of producing the service providin

g cost  based on data which are t ransm it ted with the s

ervice qualit y value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n which input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nput  s

t age :   

 

cost  product ion part  in which the qualit y level input  uni

t  inputs the wireless com m unicat ion service qualit y lev

el and service qualit y being the processing rat io  

;  including the service qualit y value product ion step of 

div iding the processing rat io into the fixed constant  an

d producing the service qualit y value;  and considering t

he data usage and the service qualit y in which the con

stant  which is constant  w it h  

 

the above is 500.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0항항항항: Claim  1 0 : 

품질 레벨 입력부가 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하는 서

비스 품질 레벨 입력 단계;  

 
가격 산출부가 입력된 서비스 품질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 
및 전송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가

격 산출 단계;  및 상기 서비스 품질이 처리율인 경우,  처리율을 
일정한 상수로 나누어서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하는 서비스 품

질 값 산출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일정한 상수는 5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 cost  product ion m ethod com prising the steps of:  t he 

cost  product ion step:  of producing the service providin

g cost  based on data which are t ransm it ted with the s

ervice qualit y value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n which input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nput  s

t age :   

 

cost  product ion part  in which the qualit y level input  uni

t  inputs the wireless com m unicat ion service qualit y lev

el and service qualit y being the processing rat io  

;  including the service qualit y value product ion step of 

div iding the processing rat io into the fixed constant  an

d producing the service qualit y value;  and considering t

he data usage and the service qualit y in which the con

stant  which is constant  w it h  

 

the above is 500.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1항항항항: Claim  1 1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은,  

 

처리율,  지연속도,  패킷 손실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s for claim  10,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wherein the service qua

lit y includes at  least  one of  

 

processing rat io, the delay speed, and the packet  lo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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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1항항항항: Claim  1 1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은,  

 

처리율,  지연속도,  패킷 손실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s for claim  10,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wherein the service qua

lit y includes at  least  one of  

 

processing rat io, the delay speed, and the packet  loss 

rate.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2항항항항: Claim  1 2 : 

삭제 Delet ion.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2항항항항: Claim  1 2 : 

삭제 Delet ion.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3항항항항: Claim  1 3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 산출 단계는 

 

업 링크 전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값,  다운 링크 전송에 대한 서

비스 품질 값,  업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다운 링크 전송

된 데이터 비트 수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s for claim  10,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in which t

he cost  product ion step  

 

produces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the servi

ce quality value about  the uplink t ransm ission, the serv

ice quality value about  the downlink t ransm ission, the d

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up- link, and the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down- link and which considers t

he ser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3항항항항: Claim  1 3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 산출 단계는 

 

업 링크 전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값,  다운 링크 전송에 대한 서

비스 품질 값,  업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다운 링크 전송

된 데이터 비트 수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s for claim  10,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in which t

he cost  product ion step  

 

produces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the servi

ce quality value about  the uplink t ransm ission, the serv

ice quality value about  the downlink t ransm ission,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up- link, and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down- link and which considers the serv

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4항항항항: Claim  1 4 : 

제 10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가 서비스 품질 레벨별
로 산출된 평균 처리량 및 처리량의 역치값을 통해 특정 사용자
에 대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방법.  

 

As for claim  10, the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

nat ion step :   

 

in which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determ ines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about  the specified user through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and the average throu

ghpu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 ice lev

el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g the s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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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4항항항항: Claim  1 4 : 

제 10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가 서비스 품질 레벨별
로 산출된 평균 처리량 및 처리량의 역치값을 통해 특정 사용자
에 대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방법.  

 

As for claim  10,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at i

on step :   

 

in which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determ ines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about  the specified user through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and the average throu

ghpu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 ice lev

el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g the serv

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5항항항항: Claim  1 5 :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
단 단계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로의 변경

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s for claim  14,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

g the service quality for form ing a judgem ent  on the ch

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l

arge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ho

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y it  is im possible the q

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at io

n step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

it y  of service level.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5항항항항: Claim  1 5 :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
단 단계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로의 변경

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s for claim  14,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

g the service quality for form ing a judgem ent  on the ch

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l

arge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ho

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y it  is im possible the q

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at io

n step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

it y  of service level.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6항항항항: Claim  1 6 :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
단 단계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로의 변

경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s for claim  14,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

g the service quality for form ing a judgem ent  on the ch

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erage throughput  sm all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t  is possible the qualit y of servi

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at ion step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

it y  of serv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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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6항항항항: Claim  1 6 :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
단 단계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로의 변

경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  

 

 

 

As for claim  14,  

 

data usage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

g the service quality for form ing a judgem ent  on the ch

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sm all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h

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t  is possible the qu

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at ion 

st ep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

it y  of service level.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7항항항항: Claim  1 7 : 

제 10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가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

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감소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감소시키는 정도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방법.  

 

As for claim  10, the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change step :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reduc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t  reduces the service qualit y va

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

erage throughput  which is greater than the threshold v

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produces the av

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

vel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g the ser

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7항항항항: Claim  1 7 : 

제 10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가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

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감소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감소시키는 정도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방법.  

 

As for claim  10,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change step :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reduc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t  reduces the service qualit y va

lue of the specif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lar

ge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produces the av

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

vel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g the ser

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8항항항항: Claim  1 8 : 

제 10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가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증가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증가시키는 정도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 단

계;  

As for claim  10,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change step :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increasing according to th

e qualit y of service level it  increas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

e sm all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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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방법.  

 

 

 

 

 

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produces the av

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

vel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g the ser

vice qualit y.   

 

 

 

 

 

청구 청구 청구 청구 1 8항항항항: Claim  1 8 : 

제 10 항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가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증가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증가시키는 정도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방법.  

 

 

 

 

 

As for claim  10, data usage which further includ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change step :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increasing according to th

e qualit y of service level it  increas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

e sm all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he thres

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produces the av

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

vel and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g the ser

vice qualit y.   

 

 

 

 

 

기술분야기술분야기술분야기술분야 Technical Field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자세
하게는 사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I t  is about  an apparatus and m ethod for producing the 

cost  about  the service providing based on the service 

qualit y which is provided for the detailed user as the te

chnology which turns out  t he cost  about  the serv ice pr

oviding. 

배경기술배경기술배경기술배경기술 Background Art  

많은 정적인 가격 전략,  동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혼잡 가격 전

략은 제안되었다.  전술한 가격 전략들은 정액제,  종량제,  시간 

기준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격 전략은 리소스 

사용을 최대화하고 혼잡을 줄이고,  오퍼레이터의 수익을 향상

시키는 것 등에 초점을 둔다.  정적 가격 전략은 간단하기 때문

에 최소한의 간접비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정적 가격 전략은 
사용자들에게 동적으로 더 나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  반면에 동적 가격 전

략은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하여,  네트워크 리소스를 더 많

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Many stat ic cost  st rategies ,  and the dynam ic pr ice 

st rategy and congest ion cost  st rategy were proposed. 

Above- descr ibed cost  st rategies include fixed charge, 

m easured rate system , and the t im e reference the etc. 

But  m ost  of cost  st rategies m axim ize the resource usin

g and congest ion is decreased and the profit  of the op

erator is im proved the focus is put  in the etc. The m ini

m um  overhead is generated because the st illness cost  

st rategy is sim ple. But  the m ot ivat ion for sat isfying the 

dem and in which the st illness cost  st rategy uses the n

etwork to users is unable to be done. On the other han

d, the dynam ic cost  st rategy m ore very m uch uses the 

network resource in considerat ion of the current  netwo

rk status. 

그러나,  대부분의 동적 가격 전략은 서비스의 품질(Qualit y of 

servise)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트워크 채널을 이용함
에 있어 차등적으로 부여된 가격 마다 다른 품질의 네트워크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But  m ost  of dynam ic cost  st rategies does not  consider 

the service qualit y (Qualit y of servise) . Therefore, in us

ing the network channel the network service of the oth

er qualit y need to be provided the different ially given c

ost .  

Page 11 of 23



 

 

 

 

 

 

 

 

 

 

 

 

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 Sum m ary of I nvent ion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해결하고자 하는 과제해결하고자 하는 과제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Problem  to be solved 

제안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제는 사용자가 원하

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One subject  which the proposed invent ion solves 

provides the desired service qualit y.

제안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하나의 과제는 사용자에
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에 기초하여 서비스 이용 가격을 산출하

는 것이다.

The service use pr ice is produced based on the service 

qualit y in which the other subject  which the proposed 

invent ion solves is provided for the user.

과제해결 수단과제해결 수단과제해결 수단과제해결 수단 Means to solve the problem  

일 양상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는 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하는 서비스 품
질 레벨 입력부 및 입력된 서비스 품질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
질 값 및 전송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

는 가격 산출부를 포함한다.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as to one aspect  com prise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nput  unit  input t ing the wireless 

com m unicat ion service qualit y level, the service qualit y 

value according to the input ted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cost  product ion part  producing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t ransm it ted data.

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은,  처리율,  지연속도,  

패킷 손실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As to the dissim ilar mode, the service quality may 

include at  least  one am ong the processing rat io, the 

delay speed, and the packet  loss rate.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이 처리율인 경우,  처
리율을 일정한 상수로 나누어서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하는 서

비스 품질 값 산출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As to another m ode, in case the service qualit y is the 

processing rat io the service qualit y value output  unit  

div iding the processing rat io into the fixed constant  

and produc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is further 

include m ight .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가격 산출부는 업 링크 전송에 대

한 서비스 품질 값,  다운 링크 전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값,  업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다운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 수

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As to another m ode, the cost  product ion par t  can 

produce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the 

service quality value about  the uplink t ransm ission, the 

service quality value about  the downlink t ransm ission,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up- link, and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down- link.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산출된 평균 처리량 및 
처리량의 역치값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As to another m ode,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in which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determ ine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about  the specified user through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and the 

average throughpu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s further include m ight .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
량의 역치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

로의 변경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s to another m ode,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at  it  is im possible the change to the 

specif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erage 

throughput  which is great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can be form ed a judgem ent  on.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
량의 역치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

벨로의 변경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s to another m ode,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at  it  is possible the ch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erage throughput  

sm all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y can be form ed a judgem 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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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

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감소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
로 감소시키는 정도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As to another m ode,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erage 

throughput  which is great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reduced. The service qualit y  

value Byeon GyeongBu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reduc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s 

further include m ight .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

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증가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
로 증가시키는 정도를 달리하는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As to another m ode,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erage 

throughput  sm all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increased. The service qualit y 

value Byeon GyeongBu different iat ing the extent  of 

increas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s 

further include m ight .

발명의 효과발명의 효과발명의 효과발명의 효과 Effects of the I nvent ion 

제안된 발명은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The proposed invent ion can provide the desired service 

quality.

제안된 발명은 사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에 기초하여 서

비스 이용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The serv ice use pr ice can be produced based on the 

service qualit y in which the proposed invent ion is 

provided for the user.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Descript ion of Em bodim ents 

전술한,  그리고 추가적인 양상들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

명하는 실시예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각 실시예들의 구성 요소
들은 다른 언급이나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한 실시예 내에서 다

양한 조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제안된 발명은 여
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

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I t  becom es concrete through above- descr ibed 

embodiments in which and, the addit ional modes is at ta

ched and which referr ing to the figure, it  illust rates. I t  i

s each other understood as the m ent ion in which the el

em ent  of each em bodim ents are different  that  it  is pos

sible for the various combinat ion in one embodiment  wit

hout  the cont radict ion. Furtherm ore, the proposed inve

nt ion is not  rest r icted to the em bodim ent  which here it  

illust rates while being implemented as the form  which t

he various disagrees.  

도면에서 제안된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

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

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그리고,  어떤 부분

이 어떤 구성 요소를 # 34# 포함# 34# 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
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The part  which had no concern with the descr ipt ion it  

specifically illust rated the proposed invent ion in drawin

g om it ted and the reference numeral which was sim ilar 

was adhered through the specif icat ion whole about  the 

part  which was sim ilar. And when any kind of part  any 

kind of element  the "  inclusion "  it  means the other ele

ment  without  the material in which this is specially opp

osed nots being excluded but  m aying further include th

e other elem ent .  

또한,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 34# 연결

# 34# 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 34# 직접적으로 연결# 34# 되

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 3

4# 전기적으로 연결# 34# 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아가,  
명세서 전체에서 신호는 전압이나 전류 등의 전기량을 의미한

다.  

Moreover, in the specificat ion whole, when it  becom es 

with the part  and the "  connect ion "  ,  any kind of part  i

s different  even in case of t he device different  in the c

enter  not  only the case, where this consists of the "  di

rect  with the connect ion "  being placed in the interval 

and consist ing of the "  elect r ical with the connect ion "  

it  includes. Furtherm ore, in the specificat ion whole, the 

signal m eans the quant it y of elect r icit y including the vo

lt age or  t he current  e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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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서 기술한 부란,  # 34#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변경이나 플러그인 가능하도록 구성한 블록# 34#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있어 특정 기

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 또는 블록을 의미한다.  

The block "  which it  configures in order to be the 

change but  can plug in the incubat ion descr ibed in the 

specif icat ion, and the system  of the "  hardware or soft

ware, is meant . One unit  or the block perform ing the sp

ecif ic applicat ion as to other words, hardware or  softw

are is meant .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

한 가격 산출 장치 의 전체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Figure 1 shows the whole configurat ion of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ccording 

to the em bodim ent  and service quality. 

일 양상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는 서비스 품질 레벨 입력부(110)  및 가격 산출부(1

20)를 포함한다.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as to one aspect  include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nput  unit  (110)  and the cost  product io

n part  (120)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입력부(110)는 무선 통

신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한다.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
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와 무선 통신하는 사용자 단말은 데이
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부터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사용자 단말은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하는 등의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전술

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사용자는 사용자 단

말을 통해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할 수 있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input  unit  (110)  inputs the wireless communicat ion serv

ice quality level. The wireless com m unicat ion service is 

received the provision from  the cost  product ion appara

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in which the user term inal w

hich wirelessly com m unicates considers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The wireless com m unicat ion service of 

the etc. in which the user term inal downloads the cont

ents or  * * * ed is received. The user can input  the quali

t y  of serv ice level t he above- described wireless commu

nicat ion service as to the provision receiving through t

he user term inal. 

서비스 품질 레벨은 예를 들어 골드 레벨,  실버 레벨,  브론즈 

레벨을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 레벨 별로 데이터 사용량
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및 사용자 단말은 다

른 채널을 통해서 통신한다.  서비스 품질 레벨은 전송되는 데이

터 비트의 품질 값인 Q값을 가지는데,  서비스 품질 레벨 별로 

Q값은 상이하다.  즉,  골드 레벨,  실버 레벨,  브론즈 레벨은 각

각 Qg, Qs, Qb라는 서로 다른 Q값을 각각 갖는데,  서비스 품

질은 Qg, Qs, Qb 순이다.  서비스 품질이 좋을수록 가격 또한 
올라가기에 사용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을 선

택할 수 있다.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for exam ple, can com prise 

the gold level, the silver level, and the bronze level. An

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and the user term inal 

which especially considers data usage and service quali

t y with qualit y of service level are in other words, the 

gold level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Q value is especia

lly different  it  com m unicates through the other channel 

it  has Q value which is the qualit y value of data bit  in 

which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s t ransm it ted, and th

e silver level, and the bronze level are the service quali

t y  is t he Qg, t he Qs, and the Qb net  it  has the respect

ive Qg, the Qs, and the different  Q value called the Q

b. Because of m oreover r ising to cost  as the service qu

alit y is good the user can choose the desired qualit y of 

service level.  

일 실시예에 있어서,  가격 산출부(120)는 입력된 서비스 품질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 및 전송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서비

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가격 산출부(120)는 전송된 데이터

에 기초해서만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
스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 또한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

격을 산출한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service providing cost  

is produced based on data t ransm it ted with the service 

qualit y value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n 

which the cost  product ion part  ( 120)  is input ted. The s

ervice providing cost  is not  produced based on data in 

which the cost  product ion part  (120)  is t ransm it ted. Bu

t  it  m oreover considers the service qualit y value accor

ding to the service level and the service providing cost  

is turned out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은 처리율,  지연속도,  패킷 손

실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처리율은 지정된 시간 내에 

전송된 전체 데이터량을 의미한다.  즉,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부터 사용자 

단말로 전송된 데이터량이다.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 단
말로부터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

치로 전송된 데이터량이다.  지연속도는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service quality 

com prises at  least  one of the processing rat io, the dela

y speed, and the packet  loss rate. The whole data am o

unt  t ransm it ted within the t im e when the processing ra

t io is designated is m eant . That  is, data am ount  t ransm

it ted to the user term inal from  the cost  product ion app

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fo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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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즉,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부터 
사용자 단말로 하나의 데이터 패킷을 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다.  또는 사용자 단말로부터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 하나의 데이터 패킷을 보내는데 소요

되는 시간이다.  패킷 손실율은 패킷이 망 내 전송 중에 장해 등

으로 손실되는 비율이다.  

he preset  t im e. Or it  is data am ount  t ransm it ted to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y for the preset  t ime from  the user term in

al.  I n the delay speed, one data packet  one spot ,  it  is 

the t im e to send to the other spot  but  be required. Th

at  is,  t he t im e to send one data packet  to the user  ter

m inal from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ing d

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but  be required. Or it  is t

he t im e to send one data packet  t o t he cost  product io

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from  the user term inal but  be required. The packet  loss 

rate is the rate in which the packet  is lost  am ong the i

nt raom entally t ransm ission to the obst ruct ion light . 

전술한 처리율,  지연 속도,  패킷 손실율 각각은 서비스 품질 값

으로 산출되고,  산출된 각각의 서비스 품질 값이 더해져서 최종

적인 서비스 품질 값이 산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이 산출된다.  

The above- descr ibed processing rat io, the delay 

speed ,  and the packet  loss rate are calculated to the 

service qualit y value and calculated each service qualit

y value is added and the service qualit y value which is 

the final is calculated. I n this way,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 ice level is calculate

d. 

일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

격 산출 장치는 서비스 품질 값 산출부(130)를 더 포함한다.  

I n a preferred em bodim ent ,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nd service quali

t y fur ther includ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output  unit  

(130)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산출부(130)는 서비스 품

질이 처리율인 경우,  처리율을 일정한 상수로 나누어서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한다.  서비스 품질 값 산출부(130)는 수식1에 

기초하여 처리율 R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한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in case the service quality 

the service qualit y value output  unit  (130)  is the proce

ssing rat io the processing rat io is divided into the fixed 

constant  and the service qualit y  value is produced. Th

e service qualit y value output  unit  (130)  produc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according to the processing rat io 

R based on the formula 1. 

(수식1)  ( formula 1)  

골드 레벨,  실버 레벨 및 브론즈 레벨에서의 처리율이 각각 

1.5Mbps, 1Mbps 및 500Kbps인 경우,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 

품질 값인 Qg는 3이고,  Qs는 2이고,  Qb는 1이다.  R의 값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Q값은 실시간으로 연산된다.  

I n case the gold level,  and the processing rat io at  the 

silver level and bronze level are the respect ive 1.5Mbp

s, and 1Mbps and 500Kbps the Qg which is the corresp

onding service quality value is 3 and the Qs is 2 and th

e Qb is 1. The value of R is changed according to t im e. 

Therefore Q value is com puted. 

일 실시예에 있어서,  가격 산출부(120)는 업 링크 전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값,  다운 링크 전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값,  업 링

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다운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 수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가격 산출부(120)는 

수식2에 기초하여 가격 P를 산출한다.  

I n a preferred em bodim ent , the cost  product ion part  

(120)  produces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the 

service quality value about  the uplink t ransm ission, the 

service quality value about  the downlink t ransm ission,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up- link, and data bit  co

unt  t ransm it ted with down- link. The cost  product ion pa

rt  (120)  produces the cost  P based on the form ula 2. 

(수식2)  ( formula 2)  

Qul 및 Qdl 이 업링크 및 다운링크 전송에서의 서비스 품질 값

인 Q값이고,  Bup 및 Bdown은 각각 업링크와 다운링크 네트워

크를 통해 전송된 비트 수이다.  

I t  is Q value which is the service qualit y value at  the 

Qul and Qdl this up- link and downlink t ransm ission and i

t  is the bit  number in which the Bup and Bdown are t ra

nsm it ted through the up- link and down- link network. 

사용자 단말과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장치 사이의 두 개의 방향들의 통신들은 통상적으로 다운링

크 및 업링크로 지칭된다.  다운링크(DL)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

Generally the com m unicat ion of two direct ions between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es consider ing the user t

erm inal,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y are called th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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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부터 사용자 단말로의 방

향으로서 이해될 수 있고,  업링크(UL)는 사용자 단말로부터 데
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의 방향

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own- link and up- link. I t  can be understood as the direc

t ion to the user term inal from  the cost  product ion appa

ratus in which the down- link (DL)  considers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and it  can be understood as the dir

ect ion to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in which the u

p- link (UL)  considers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y fro

m  the user term inal. 

서비스 품질이 포함하는 처리율,  지연속도,  패킷 손실률로부터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하는 과정은 전술하였고,  이러한 연산은 

업링크 및 다운링크 전송 각각에 대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업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및 다운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를 고려하여 수식2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service qualit y value from  

the processing rat io, which the service qualit y included 

the delay speed, and the packet  Loss rat io descr ibed in 

the above and such calculat ion is m ade on the up- link 

and downlink t ransm ission. Here, the service providing 

cost  is produced in considerat ion of data bit  count  t ran

sm it ted with up- link and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

h down- link through the formula 2. 

일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

격 산출 장치는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140)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I n a preferred em bodim ent ,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nd service quali

t y m ay further include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

bilit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140)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

(140)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산출된 평균 처리량 및 처리량
의 역치값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140)  determ ine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about  t

he specified user through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

atm ent  quant it y and the average throughput  calculate

d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

(140)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
량의 역치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

로의 변경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산
출된 평균 처리량은 서비스 품질 레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에 대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및 사용자 단말간의 평균 처리량이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140)  produces t

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

ce level and the ch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 i

ce level having the large average throughput  as com pa

red with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formed a judgement  on because of being impossible. 

I t  is the average throughput  of the user end- t o- end an

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

e and service qualit y about  all users in which the avera

ge throughpu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

rvice level use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평균 처리량이 기준값인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크면,  상기 평균 
처리량에 대응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은 

혼잡하다고 판단된다.  특정 채널이 혼잡하다는 것은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가 급증하여,  채널 상에 제공된 경로의 데이터 용량

을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 처리량이 기준값인 처리량

의 역치값보다 크면,  상기 평균 처리량에 대응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은 혼잡하기에,  상기 품질 레벨로 변
경하거나 새롭게 사용 신청을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필

요가 있다.  

I f it  is great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n which the average throughput  is 

the reference value because the channel for  providing 

the corresponding qualit y of service level to the averag

e throughput  is congested it  is determ ined. Data on th

e network rapidly increases that  the special channel is 

congested and it  m eans exceeding data capacit y  of t h

e route of being provided on the channel. I f it  is greate

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n 

which the average throughput  is the reference value th

e channel for providing the corresponding quality of ser

v ice level to the average throughput  is congested. The

refore it  changes into the qualit y level or the dem and o

f the user which news use requests need to be turned 

down.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부

(140)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
량의 역치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

벨로의 변경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평균 처리량이 기준값인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작으면,  상기 평균 처리량에 대응하는 서
비스 품질 레벨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은 혼잡하지 않다고 판단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ing unit  (140)  produces t

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

ce level and the ch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 i

ce level having the sm all average throughput  as com pa

red with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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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정 채널이 혼잡하지 않다는 것은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가 감소하여,  채널 상에 제공된 경로의 데이터 용량이 초과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평균 처리량이 기준값인 처리량의 역치값보

다 작으면,  상기 평균 처리량에 대응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은 혼잡하지 않기에,  상기 품질 레벨로 변경
하거나 새롭게 사용 신청을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 들일 필

요가 있다.  

is formed a judgement  on because of being possible. I f 

it  is sm all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n which the average throughput  is the refere

nce value because the channel for  providing the corres

ponding qualit y of service level to the average through

put  is not  congested it  is determ ined. Data on the net

work reduces that  the special channel is not  congested 

and it  m eans that  data capacit y  of t he route of being 

provided on the channel is not  exceeded. I f it  is sm all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n 

which the average throughput  is the reference value th

e channel for providing the corresponding quality of ser

v ice level to the average throughput  is not  congested. 

Therefore it  changes into the qualit y level or the dem a

nd of the user which news use requests is received an

d the user  need to cost .  

즉,  특정 채널이 혼잡하지 않은 한도에서는 사용자는 서비스 품

질 레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That  is, in the lim it  in which the special channel is not  

congested, t he user  freely can choose the qualit y  of s

ervice level.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150)는 서비스 품

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감소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감소시키는 정도를 달리한

다.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150)는 처리량을 감소시켜서 서비

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처리량을 

감소 시킬 때,  상위 품질의 레벨의 처리량은 하위 품질의 레벨

의 처리량보다 더 적은 비율로 감소시킨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150)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

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ser

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erage throughput  which is greater than t

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reduce

d. The extent  of reduc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

ervice level is different iated. The service qualit y value 

Byeon GyeongBu (150)  reduces the t reatm ent  quant ity 

and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qualit y of service l

evel can be reduced. When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d

ecreased ,  t he t reatm ent  quant it y  of the level of the hi

gh posit ion quality reduces to the rate of being m ore le

ss than those of t he t reatm ent  quant it y  of t he level of 

the low rank quality. 

예를 들어,  브론즈 레벨 및 실버 레벨인 하위 서비스 품질 레벨
의 데이터 처리량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골드 레
벨인 상위 서비스 품질 레벨의 데이터 처리량은 선형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다.  다른 예로,  브론즈 레벨 및 실버 레벨의 데이

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감소시키되,  브론즈 레벨인 하위 서비
스 품질 레벨의 경우 실버 레벨인 상위 서비스 품질 레벨의 경
우보다 더 큰 기울기로 데이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For exam ple, the data throughput  of the low rank 

qualit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bronze level and sil

ver level is reduced to the exponent ial on the other ha

nds the data throughput  of the high posit ion qualit 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gold level linearly can reduce. 

For example, the data throughput  of the dissim ilar silve

r level and bronze level is linearly reduced. The data th

roughput  can be linearly reduced in case of the low ran

k qualit 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bronze level to th

e inclinat ion which is greater than the high posit ion qua

lit 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silver level.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150)는 서비스 품

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작
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증가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증가시키는 정도를 달

리한다.  서비스 품질 값 변경부(150)는 처리량을 증가시켜서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  처리

량을 증가 시킬 때,  상위 품질의 레벨의 처리량은 하위 품질의 

레벨의 처리량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시킨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service quality value 

Byeon GyeongBu (150)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

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e ser

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erage throughput  sm aller than the thresh

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increased. The e

xtent  of increas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

evel is different iated. The service qualit y value Byeon 

GyeongBu (150)  increases the t reatm ent  quant ity and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can be increased. When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incre

ased ,  the t reatm ent  quant it y of the level of the high p

osit ion qualit y increases to the rate which is greater th

an the t reatm ent  quant it y of the level of the low rank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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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브론즈 레벨 및 실버 레벨인 하위 서비스 품질 레벨
의 데이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골드 레벨인 
상위 서비스 품질 레벨의 데이터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시킬 수 있다.  다른 예로,  브론즈 레벨 및 실버 레벨의 데이

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되,  브론즈 레벨인 하위 서비
스 품질 레벨의 경우 실버 레벨인 상위 서비스 품질 레벨의 경
우보다 더 작은 기울기로 데이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증가 시

킬 수 있다.  

For exam ple, the data throughput  of the low rank 

qualit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bronze level and sil

ver level is linear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s the da

ta throughput  of the high posit ion qualit y of service lev

el which is the gold level can increase exponent ially. Fo

r example, the data throughput  of the dissim ilar silver l

evel and bronze level is linearly increased. The data thr

oughput  can be linear ly increased in case of the low ra

nk qualit 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bronze level to t

he inclinat ion smaller than the high posit ion quality of s

ervice level which is the silver level. 

일 실시예에 있어서,  가격 산출부(120)는 시변하는 서비스 품
질 값과 시변하는 전송되는 데이터 비트수를 적분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가격 산출부(120)는 수식 3에 기초하

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t ransm it ted data bit  

count  varying in t im e with the service quality value in 

which the cost  product ion part  (120)  var ies in t im e is i

ntegrated and the service providing cost  is turned out .  

The cost  product ion part  (120)  produces the service pr

oviding cost  based on the form ula 3. 

(수식 3)  ( formula 3)  

도 2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

려한 가격 산출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2에 도시된 각 

단계의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품질 값 산

출 단계가 가격 산출 단계 이전에 수행될 수 있다.  

Figure 2 shows the f lowchart  of t 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ccording to the ot

her em bodim ent  and service quality. The order of the a

ngular step illust rated in Figure 2 can be changed. For 

exam ple, the service qualit y value product ion step can 

be perform ed in the cost  product ion before step. 

일 양상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법은 서비스 품질 레벨 입력 단계(S610)  및 가격 산출 

단계(S620)를 포함한다.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nd serv ice qualit y  as to one aspect  include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nput  stage (S610)  and the cost  

product ion step (S620)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입력 단계(S610)는 무

선 통신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한다.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와 무선 통신하는 사용자 단말은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부터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사용자 단말은 컨텐츠를 다운

로드 받거나 업로드 하는 등의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전술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을 통해 서비스 품질 레벨을 입력할 수 있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input  stage (S610)  inputs the wireless com m unicat ion s

ervice quality level. The wireless com m unicat ion servic

e is received the provision from  the cost  product ion ap

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an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in which the user term in

al which wirelessly com m unicates considers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The wireless com m unicat ion servic

e of the etc. in which the user term inal downloads the 

contents or  * * * ed is received. The user  can input  t he 

qualit y of service level the above- descr ibed wireless co

mmunicat ion service as to the provision receiving throu

gh the user term inal. 

서비스 품질 레벨은 예를 들어 골드 레벨,  실버 레벨,  브론즈 

레벨을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 레벨 별로 데이터 사용량
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및 사용자 단말은 다

른 채널을 통해서 통신한다.  서비스 품질 레벨은 전송되는 데이

터 비트의 품질 값인 Q값을 가지는데,  서비스 품질 레벨 별로 

Q값은 상이하다.  즉,  골드 레벨,  실버 레벨,  브론즈 레벨은 각

각 Qg, Qs, Qb라는 서로 다른 Q값을 각각 갖는데,  서비스 품

질은 Qg, Qs, Qb 순이다.  서비스 품질이 좋을수록 가격 또한 
올라가기에 사용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을 선

택할 수 있다.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for exam ple, can com prise 

the gold level, the silver level, and the bronze level. An

d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and the user term inal 

which especially considers data usage and service quali

t y with qualit y of service level are in other words, the 

gold level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Q value is especia

lly different  it  com m unicates through the other channel 

it  has Q value which is the qualit y value of data bit  in 

which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s t ransm it ted, and th

e silver level, and the bronze level are the service quali

t y  is t he Qg, t he Qs, and the Qb net  it  has the respect

ive Qg, the Qs, and the different  Q value called the Q

b. Because of m oreover r ising to cost  as the service qu

alit y is good the user can choose the desired qualit y of 

service level.  

일 실시예에 있어서,  가격 산출 단계(S620)는 입력된 서비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service provid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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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 및 전송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가격 산출 단계(S620)는 전송
된 데이터에 기초해서만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아

니라,  서비스 레벨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 또한 고려하여 서비

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is produced based on data t ransm it ted with the service 

qualit y value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in 

which the cost  product ion step (S620)  is input ted. The 

service providing cost  is not  produced based on data in 

which the cost  product ion step (S620)  is t ransm it ted. 

But  it  m oreover considers the service qualit y value acc

ording to the service level and the service providing co

st  is turned out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은 처리율,  지연속도,  패킷 손

실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처리율은 지정된 시간 내에 

전송된 전체 데이터량을 의미한다.  즉,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부터 사용자 

단말로 전송된 데이터량이다.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 단
말로부터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

치로 전송된 데이터량이다.  지연속도는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즉,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부터 
사용자 단말로 하나의 데이터 패킷을 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다.  또는 사용자 단말로부터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 하나의 데이터 패킷을 보내는데 소요

되는 시간이다.  패킷 손실율은 패킷이 망 내 전송 중에 장해 등

으로 손실되는 비율이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service quality 

com prises at  least  one of the processing rat io, the dela

y speed, and the packet  loss rate. The whole data am o

unt  t ransm it ted within the t im e when the processing ra

t io is designated is m eant . That  is, data am ount  t ransm

it ted to the user term inal from  the cost  product ion app

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for  t

he preset  t im e. Or it  is data am ount  t ransm it ted to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y for the preset  t ime from  the user term in

al.  I n the delay speed, one data packet  one spot ,  it  is 

the t im e to send to the other spot  but  be required. Th

at  is,  t he t im e to send one data packet  to the user  ter

m inal from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ing d

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but  be required. Or it  is t

he t im e to send one data packet  t o t he cost  product io

n apparatus consider 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from  the user term inal but  be required. The packet  loss 

rate is the rate in which the packet  is lost  am ong the i

nt raom entally t ransm ission to the obst ruct ion light . 

전술한 처리율,  지연 속도,  패킷 손실율 각각은 서비스 품질 값

으로 산출되고,  산출된 각각의 서비스 품질 값이 더해져서 최종

적인 서비스 품질 값이 산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이 산출된다.  

The above- descr ibed processing rat io, the delay 

speed ,  and the packet  loss rate are calculated to the 

service qualit y value and calculated each service qualit

y value is added and the service qualit y value which is 

the final is calculated. I n this way,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 ice level is calculate

d. 

일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

격 산출 방법은 서비스 품질 값 산출 단계(S630)를 더 포함한

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cost  product ion method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further i

ncludes the service qualit y value product ion step (S63

0)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산출 단계(S630)는 서비

스 품질이 처리율인 경우,  처리율을 일정한 상수로 나누어서 서

비스 품질 값을 산출한다.  서비스 품질 값 산출 단계(S630)는 

수식1에 기초하여 처리율 R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한

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in case the service quality 

the service qualit y value product ion step (S630)  is the 

processing rat io the processing rat io is divided into the 

fixed constant  and the service qualit y value is produce

d. The service qualit y value product ion step (S630)  pro

duces the serv ice qualit y  value according to the proce

ssing rat io R based on the formula 1. 

(수식1)  ( formula 1)  

골드 레벨,  실버 레벨 및 브론즈 레벨에서의 처리율이 각각 

1.5Mbps, 1Mbps 및 500Kbps인 경우,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 

품질 값인 Qg는 3이고,  Qs는 2이고,  Qb는 1이다.  R의 값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Q값은 실시간으로 연산된다.  

I n case the gold level,  and the processing rat io at  the 

silver level and bronze level are the respect ive 1.5Mbp

s, and 1Mbps and 500Kbps the Qg which is the corresp

onding service quality value is 3 and the Qs is 2 and th

e Qb is 1. The value of R is changed according to t im e. 

Therefore Q value is com puted. 

일 실시예에 있어서,  가격 산출 단계(S620)는 업 링크 전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값,  다운 링크 전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값,  

업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다운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 

I n a preferred em bodim ent , the cost  product ion step 

(S620)  produces the service providing cost  based on t

he service quality value about  the uplink t ransm 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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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가격 산출 단계

(S620)는 수식2에 기초하여 가격 P를 산출한다.  

the service quality value about  the downlink t ransm issi

on, the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up- link, and th

e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down- link. The cost  

product ion step (S620)  produces the cost  P based on t

he formula 2. 

(수식2)  ( formula 2)  

Qul 및 Qdl 이 업링크 및 다운링크 전송에서의 서비스 품질 값

인 Q값이고,  Bup 및 Bdown은 각각 업링크와 다운링크 네트워

크를 통해 전송된 비트 수이다.  

I t  is Q value which is the service qualit y value at  the 

Qul and Qdl this up- link and downlink t ransm ission and i

t  is the bit  number in which the Bup and Bdown are t ra

nsm it ted through the up- link and down- link network. 

사용자 단말과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
출 장치 사이의 두 개의 방향들의 통신들은 통상적으로 다운링

크 및 업링크로 지칭된다.  다운링크(DL)는 데이터 사용량과 서
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부터 사용자 단말로의 방

향으로서 이해될 수 있고,  업링크(UL)는 사용자 단말로부터 데
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로의 방향

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Generally the com m unicat ion of two direct ions between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es consider ing the user t

erm inal,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y are called the d

own- link and up- link. I t  can be understood as the direc

t ion to the user term inal from  the cost  product ion appa

ratus in which the down- link (DL)  considers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 y and it  can be understood as the dir

ect ion to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in which the u

p- link (UL)  considers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y fro

m  the user term inal. 

서비스 품질이 포함하는 처리율,  지연속도,  패킷 손실률로부터 

서비스 품질 값을 산출하는 과정은 전술하였고,  이러한 연산은 

업링크 및 다운링크 전송 각각에 대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업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및 다운 링크 전송된 데이터 비트수

를 고려하여 수식2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service qualit y value from  

the processing rat io, which the service qualit y included 

the delay speed, and the packet  Loss rat io descr ibed in 

the above and such calculat ion is m ade on the up- link 

and downlink t ransm ission. Here, the service providing 

cost  is produced in considerat ion of the data bit  count  

t ransm it ted with up- link and the data bit  count  t ransm i

t t ed with down- link through the formula 2. 

일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

격 산출 방법은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단계(S6

4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cost  product ion method 

considering data usage and service quality m ay further 

include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at ion step (S640)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단

계(S640)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산출된 평균 처리량 및 처리
량의 역치값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at ion step (S640)  determ i

ne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ab

out  the specified user through the threshold value of t

he t reatm ent  quant it y and the average throughput  cal

culated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 ice level.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단

계(S640)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로의 변경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서비스 품질 레벨별
로 산출된 평균 처리량은 서비스 품질 레벨을 사용하는 모든 사
용자에 대한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가격 산출 

장치 및 사용자 단말간의 평균 처리량이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at ion step (S640)  produc

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and that  it  is im possible the change to the 

specif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average thro

ughput  which is great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y is form ed a judgem ent  on. I t  is the 

average throughput  of the user end- t o- end and the co

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n

d service qualit y about  all users in which the average t

hroughpu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 ic

e level uses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평균 처리량이 기준값인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크면,  상기 평균 
처리량에 대응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은 

혼잡하다고 판단된다.  특정 채널이 혼잡하다는 것은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가 급증하여,  채널 상에 제공된 경로의 데이터 용량

을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 처리량이 기준값인 처리량

I f it  is great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n which the average throughput  is 

the reference value ,  that  the channel for  providing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corresponding to the average th

roughput  is congested it  is determ ined. Data on the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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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치값보다 크면,  상기 평균 처리량에 대응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은 혼잡하기에,  상기 품질 레벨로 변
경하거나 새롭게 사용 신청을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필

요가 있다.  

twork rapidly increases that  the special channel is cong

ested and it  m eans exceeding the data capacit y  of t he 

route of being provided on the channel. I f it  is great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n 

which the average throughput  is the reference value ,  

the channel for providing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co

rresponding to the average throughput  is congested. T

herefore it  changes into the qualit y level or the dem an

d of the user which news use requests need to be turn

ed down.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레벨 변경 가능 여부 판단 단

계(S640)는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

질 레벨로의 변경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평균 처리량이 기준

값인 처리량의 역치값보다 작으면,  상기 평균 처리량에 대응하
는 서비스 품질 레벨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은 혼잡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정 채널이 혼잡하지 않다는 것은 네트워크 상의 데

이터가 감소하여,  채널 상에 제공된 경로의 데이터 용량이 초과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평균 처리량이 기준값인 처리량의 역치

값보다 작으면,  상기 평균 처리량에 대응하는 서비스 품질 레벨

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은 혼잡하지 않기에,  상기 품질 레벨로 
변경하거나 새롭게 사용 신청을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 들

일 필요가 있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possibilit y of change determ inat ion step (S640)  produc

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 ice level and the change to the specif 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aving the sm all average throughput  as c

om pared with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

nt ity is formed a judgement  on because of being possib

le. I f it  is sm all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

m ent  quant it y in which the average throughput  is the r

eference value because the channel for  providing the c

orresponding qualit y of service level to the average thr

oughput  is not  congested it  is determ ined. Data on the 

network reduces that  the special channel is not  conges

ted and it  m eans that  data capacit y  of t he route of bei

ng provided on the channel is not  exceeded. I f it  is sm

all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n which the average throughput  is the reference val

ue the channel for providing the corresponding quality 

of service level to the average throughput  is not  conge

sted. Therefore it  changes into the qualit y level or  the 

dem and of the user which news use requests is receive

d and the user  need to cost .  

즉,  특정 채널이 혼잡하지 않은 한도에서는 사용자는 서비스 품

질 레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That  is, in the lim it  in which the special channel is not  

congested, t he user  freely can choose the qualit y  of s

ervice level.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변경 단계(S650)는 서비

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
다 큰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

질 값을 감소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감소시키는 정도를 

달리한다.  서비스 품질 값 변경 단계(S650)는 처리량을 감소
시켜서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감소시킬 수 있

다.  처리량을 감소 시킬 때,  상위 품질의 레벨의 처리량은 하위 

품질의 레벨의 처리량보다 더 적은 비율로 감소시킨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service quality value 

change step (S650)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 ice level and the servic

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

aving the large average throughput  as com pared with t

he threshol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reduce

d. The extent  of reduc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

ervice level is different iated. The service qualit y value 

change step (S650)  reduces the t reatm ent  quant it y  an

d the service qualit y value of the qualit y of service lev

el can be reduced. When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dec

reased the t reatm ent  quant it y of the level of the high 

posit ion qualit y reduces to the rate of being m ore less 

than those of t he t reatm ent  quant it y  of t he level of t h

e low rank quality. 

예를 들어,  브론즈 레벨 및 실버 레벨인 하위 서비스 품질 레벨
의 데이터 처리량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골드 레
벨인 상위 서비스 품질 레벨의 데이터 처리량은 선형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다.  다른 예로,  브론즈 레벨 및 실버 레벨의 데이

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감소시키되,  브론즈 레벨인 하위 서비
스 품질 레벨의 경우 실버 레벨인 상위 서비스 품질 레벨의 경
우보다 더 큰 기울기로 데이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For exam ple, the data throughput  of the low rank 

qualit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bronze level and sil

ver level is reduced to the exponent ial on the other ha

nds the data throughput  of the high posit ion qualit 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gold level linearly can reduce. 

For example, the data throughput  of the dissim ilar silve

r level and bronze level is linearly reduced. The data th

roughput  can be linearly reduced in case of the low ran

k qualit 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bronze level to th

e inclinat ion which is greater than the high posit ion qua

lit 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silv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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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 er 

본 문서는 특허 및 과학기술문헌 전용의 첨단 자동번역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
으로 오역의 가능성이 있으며,  본 문서를 자격을 갖춘 전문 번역가에 의한 번역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
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특성때문에 발생한 오역과 부분 누락,  데이터의 불일치등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값 변경 단계(S650)는 서비

스 품질 레벨별로 평균 처리량을 산출하여,  처리량의 역치값보
다 작은 평균 처리량을 갖는 특정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증가시키되,  서비스 품질 레벨별로 증가시키는 정도

를 달리한다.  서비스 품질 값 변경 단계(S650)는 처리량을 증
가시켜서 서비스 품질 레벨의 서비스 품질 값을 증가시킬 수 있

다.  처리량을 증가 시킬 때,  상위 품질의 레벨의 처리량은 하위 

품질의 레벨의 처리량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시킨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service quality value 

change step (S650)  produces the averag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 ice level and the servic

e qualit y value of the specific qualit y of service level h

aving the average throughput  sm aller than the threshol

d value of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increased. The ext

ent  of increasing according to the qualit y  of service lev

el is different iated. The service qualit y value change st

ep (S650)  increases the t reatm ent  quant it y and the se

rvice qualit y value of the qualit y of service level can be 

increased. When the t reatm ent  quant it y is increased , 

the t reatm ent  quant it y of the level of the high posit ion 

qualit y  increases to the rate which is greater  than the 

t reatm ent  quant it y of the level of the low rank qualit y. 

예를 들어,  브론즈 레벨 및 실버 레벨인 하위 서비스 품질 레벨
의 데이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골드 레벨인 
상위 서비스 품질 레벨의 데이터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시킬 수 있다.  다른 예로,  브론즈 레벨 및 실버 레벨의 데이

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되,  브론즈 레벨인 하위 서비
스 품질 레벨의 경우 실버 레벨인 상위 서비스 품질 레벨의 경
우보다 더 작은 기울기로 데이터 처리량을 선형적으로 증가 시

킬 수 있다.  

For exam ple, data throughput  of the low rank qualit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bronze level and silver level is 

linear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s data throughput  

of the high posit ion qualit 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gold level can increase exponent ially. For example, dat

a throughput  of the dissim ilar silver level and bronze lev

el is linearly increased. The data throughput  can be m o

re linearly increased in case of the low rank quality of s

ervice level which is the bronze level than the high posi

t ion qualit y of service level which is the silver level to t

he sm all inclinat ion. 

일 실시예에 있어서,  가격 산출 단계(S620)는 시변하는 서비
스 품질 값과 시변하는 전송되는 데이터 비트수를 적분하여 서

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가격 산출 단계(S620)는 수식 3

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산출한다.  

I n a preferred embodiment , the t ransm it ted data bit  

count  varying in t im e with the service quality value in 

which the cost  product ion step (S620)  var ies in t im e is 

integrated and the service providing cost  is turned out . 

The cost  product ion step (S620)  produces the serv ice 

providing cost  based on the formula 3. 

(수식 3)  ( formula 3)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

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

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보호 범위는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정해 져야 할 

것이다.  

For your reference, it  was the em bodim ent  shown in 

drawing in which the invent ion was at tached illust rated 

but  this is illust rat ive it  is nothing but  and if it  experien

ces and it  grows up under the technical f ield, it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at  it  changes and equal another a

ctual example is possible to be from this various. There

fore, it  determ ines with the claim s that  the scope of pr

otect ion calm ing oneself down of the invent ion is at tac

hed.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 Brief explanat ion of the draw ing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

한 가격 산출 장치 의 전체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도 2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고

려한 가격 산출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Figure 1 shows the whole configurat ion of the cost  

product ion apparatus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ccor

ding to the embodiment  and service quality.  

 

Figure 2 shows the flowchart  of the cost  product ion m

ethod consider ing the data usage according to the oth

er embodiment  and service quality. 

Page 22 of 23



에 대하여 본원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권한이 없는 일반 대
중을 위해 DB 및 시스템에 저장되어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he docum ent  produced by using the high- tech m achine t ranslat ion system  for  t he pate
nt  and science & technology lit erature. Therefore, the docum ent  can include the m ist rans
lat ion,  and it  should not  be used as a t ranslat ion by a professional t ranslator .  We hold n
o legal liabilit y  for  inconsistency of m ist ranslat ion,  par t ial om ission,  and data generated 
by feature of system  and network.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docum ent  canno
t  be regenerated, copied, and dist r ibuted by being stored in DB and system  for  unauthor i
zed general public without  our cons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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