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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과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호 발신을 수신하면 해당 이동 통신 단말로

IP 주소를 할당하고, 할당한 IP 주소를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IWF와, 상기 IP 주소를 수신하면 미리 저장된 과금 정보 중

상기 이동 통신 단말과 관련된 과금 정보를 검색하여 핑(ping)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상기 과

금 서버와, 데이터 호를 발신하고, 상기 IP주소를 할당받고, 할당 받은 IP주소를 이용하여 무선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고,

상기 핑메시지를 수신하면 핑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핑 메시지가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인지 확인하여,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이면 상기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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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이동 통신 단말의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과금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이

데이터 호를 발신하는 과정과,

IWF(Interworking Function)로부터 IP(Internet Protocol)주소를 할당받고, 할당 받은 IP주소를 이용하여 수신측 대상과

무선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과정과,

과금 서버로부터 핑(ping) 메시지를 수신하면 핑 응답 메시지를 상기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핑 메시지가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인지 확인하여,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이면 상기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이 사용자로부터 특정 과금 정보 요청 입력이 있으면 상기 특정 과금 정보에 대응하

는 과금 정보 종류를 나타내는 과금 코드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상기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이 상기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은

상기 핑 메시지의 데이터 필드의 핑 메시지 종류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가 상기 할당된 IP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단계

와,

상기 핑 메시지 종류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가 상기 할당된 IP주소와 일치하면 과금 정보가 포함된 핑 메시지로 판단하여,

상기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방

법.

청구항 4.

과금 서버의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과금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에 할당된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수신하는 과정과,

미리 저장된 과금 정보 중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과 관련된 과금 정보를 검색하여 핑(ping)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핑 응답 메시지가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핑 메

시지를 미리 정해진 횟수 만큼 반복해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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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 종류를 나타내는 과금 코드에 대응하는 과금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과,

상기 검색된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

징으로하는 과금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수신시 상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의

IP 헤더에 포함된 근원지 주소와 상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의 데이터 필드의 핑 메시지 종류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일치하면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로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수신하면 응답 핑 메시지를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과

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과금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9.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호 발신을 수신하면 해당 이동 통신 단말로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할당하고, 할당한 IP 주소를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IWF(Interworking Function)와,

상기 IP 주소를 수신하면 미리 저장된 과금 정보 중 상기 이동 통신 단말과 관련된 과금 정보를 검색하여 핑(ping) 메시지

에 포함시켜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상기 과금 서버와,

데이터 호를 발신하고, 상기 IP주소를 할당받고, 할당 받은 IP주소를 이용하여 무선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고, 상기 핑메시

지를 수신하면 핑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핑 메시지가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인지 확인하여,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이면 상기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은 사용자로부터 특정 과금 정보 요청 입력이 있으면 상기 특정 과금 정보에 대응하

는 과금 정보 종류를 나타내는 과금 코드를 포함하는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상기 과금 서버로 전송함을 특

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은 상기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 디스플레이시 상기 핑 메시지의 데이터 필드

의 핑 메시지 종류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가 상기 할당된 IP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상기 핑 메시지 종류 필드에 포함

된 데이터가 상기 할당된 IP주소와 일치하면 과금 정보가 포함된 핑 메시지로 판단하여, 상기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

보를 텍스트 형태로 디스플레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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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 서버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핑 응답 메시지가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핑 메시지를 미리 정해진 횟수 만큼 반복해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 서버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상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과금 정

보 요청 핑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과금 코드에 대응하는 과금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

지를 구성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함을 특징으로하는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 서버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수신시 상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의 IP 헤더에 포함된 근원지 주소와 상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의 데이터 필드의 핑 메시지 종류 필드에 포함

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일치하면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로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 서버는 상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수신하면 응답 핑 메시지를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함을 특징으로하는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과금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동 통신의 발달에 따라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 방식으로 비음성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 데이터 통

신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선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상기 무

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음성 통신은 시간 대비 과금을 정하지만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사용료는 통신료와 정보료로 구분된다. 통신료는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간 또는 무선 데이터 통신시 사용되는 패킷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비용이고, 정보료는 임의의 정보

를 이동 통신 단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이다. 그런데 시스템은 정보료의 경우 사용자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 다운로드시 실시간으로 과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신료에 대한 과금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통신료는 일반적으로 총 사용 패킷량에 따라 부과되지만, 무선 데이터 통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일정 단위 패킷에 대한 이용 과금이 다르게 설정된다. 현재, 정보의 형태는 텍스트 정보, 멀티미디어

정보, 동영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고, 과금 단위 패킷의 크기는 512바이트로 정해져 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서 정보 형

태별로 단위 패킷 당 설정된 과금을 예를 들어보면, 텍스트 정보의 경우 6.5원, 소용량 멀티미디어 정보의 경우 2.5원, 대

용량 멀티미디어 정보의 경우 1.3원, 무선 인터넷접속료는 1.5원이다. 텍스트 정보는 문자형식의 정보로 HDML

(Handhold Device Markup Language), WML(wireless Markup Language)을 기본어로 만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말

하고, 멀티미디어 정보는 음성, 화상, 문자, 데이터 중 2개 이상의 미디어를 결합하여 자바(Java), 가상 컴퓨터(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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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를 통해 제공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동영상 정보는 음성, 화상, 문자, 데이터중 2개 이상의 미디어를

결합하여 VOD/MOD(Video On Demand/Music On Demend )를 위한 MPEG4(Moving Picture Experts Group 4)등 일

정한 압축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과금 기준은 일예일 뿐, 실제 요금은 이동 통신 사업체 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가

가입한 요금제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등에 따른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과금 체계에 대해 미리 인지해야만 무선 데이터 통신시 부과되는 과금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복잡한 과금 체

계를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불편한 일이며,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선 데이터 통신시 마다 정확한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 더욱이 누적된 과금에 대한 계산은 더 어려울 것이다.

비록 통상적으로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이동 통신 시스템은 종료된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서 사용한

총 패킷량을 사용자에게 전송한다거나, 일정 금액 이상 무선 데이터 통신 요금이 누적되면 그에 대한 과금 정보를 사용자

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정확한 과금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수행 중에 실시간으로 과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에 따른 과금 정보를 편리하게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에 따른 정확한 과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 중에 실시간으로 과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의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과금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호를 발신하는 과정과, IP(Internet Protocol)주소를 할당받고, 할당 받은 IP주소를 이용하여 무선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

는 과정과, 과금 서버로부터 핑(ping) 메시지를 수신하면 핑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핑 메시지가 과금 정보

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인지 확인하여,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이면 상기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디스플

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과금 서버의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과금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에 할당된

IP 주소를 수신하는 과정과, 미리 저장된 과금 정보 중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과 관련된 과금 정보를 검색하여 핑

(ping)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과금 정보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호 발신을 수신하면 해당 이동 통신 단

말로 IP 주소를 할당하고, 할당한 IP 주소를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IWF와, 상기 IP 주소를 수신하면 미리 저장된 과금 정보

중 상기 이동 통신 단말과 관련된 과금 정보를 검색하여 핑(ping)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상기

과금 서버와, 데이터 호를 발신하고, 상기 IP주소를 할당받고, 할당 받은 IP주소를 이용하여 무선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고,

상기 핑메시지를 수신하면 핑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핑 메시지가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인지 확인하여,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핑 메시지이면 상기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

서는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

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도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시스

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1을 참조하여,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이동 통신 단말(10), 기지국(Base Transceiver

Station:이하, "BTS"라 함.)(20),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이하"BSC"라 함.)(30),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이하 "MSC"라 함.)(40), 홈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이하, "HLR"이라 함.)(50), 망 연동

장치(Interworking Function:이하 "IWF"라 함.)(60), 과금서버(70), IP(Internet Protocol)망(8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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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20)는 이동 통신 단말(10)과 무선 구간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며, BSC(30)의 제어에 따라 무선 링크 및 유선 링크

를 제어하고, 가입자가 이동 중에도 통화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핸드오프 기능을 수행한다.

HLR(50)은 이동 통신 단말 가입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중형급 컴퓨터로서, 가입자 정보와 이동 통신 단말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착신 호에 대한 경로 지정을 할수 있도록 한다.

MSC(40)는 이동 통신 단말(10)의 음성 통화 호 발, 수신 요구시 HLR(50)로 가입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MSC와 망 연동을 하여 음성 통화 호를 처리한다. 그리고 MSC(40)는 이동 통신 단말(10)의 데이터 호 발신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IWF(60)로 HLR(50)에서 조회한 가입자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호 발신 요구를 전송한다. 이후 IWF(60)로

부터 IP 주소를 할당 받아 해당 이동 통신 단말(10)로 전송하고, IWF(60)를 통해 IP 망(80)과 접속하여 이동 통신 단말

(10)로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IWF(60)는 이동통신망과 IP 망(80)을 연동하기 위한 망 연동 장치이다. IWF(60)는 교환기(40)를 통해 수신된 이동 통신

단말(10)의 데이터 호 발신 요구에 따라 IP 주소를 할당하고, 할당된 IP 주소를 MSC(40), BSC(30), BTS(20)를 통해 이동

통신 단말(10)로 전송한다. 그리고 할당한 상기 IP 주소를 과금 서버(70)로 상기 이동 통신 단말(10)의 식별 정보와 함께

전송한다.

과금 서버(70)는 IWF(60)와 IP 망(80)과 연결되며,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수행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 별로 과금을 부

과하고, 그에 따른 과금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이다. 과금 서버(70)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IWF(60)로부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의 식별 정보와 상기 임의의 이동 통신 단말에 할당된 IP 주소를 수신하면, 해당 이동 통신 단말의 누적된

과금 정보를 검색한다. 그리고 과금 서버(70)는 핑(ping) 메시지에 검색된 과금 정보를 포함시켜 과금 핑 메시지를 구성하

여 이동 통신 단말(10)로 전송한다. 그리고 과금 서버(70)는 이동 통신 단말(10)로부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가 수신되

면 상기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통해 요청된 과금 정보를 검색하고, 과금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이동 통신 단말(10)로

전송한다.

상기 핑은 유닉스(UNIX) 명령의 하나로, 지정한 IP 주소 통신 장비의 접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명령으로서, 대상이 되는 장

비가 가동하고 있는지,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한다. 통신 규약으로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

로토콜(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ICMP)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임의의 이동 통신 단

말로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제공시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의 정상적인 접속을 확인하기 위해 과금 서버(70)는 IWF(60)의

이동 통신 단말에 대한 IP 주소를 할당이 완료되면, 상기 할당된 IP 주소를 이용해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 핑 메시지를 전

송한다. 이후 과금 서버(70)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핑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 통신 단말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 사용되는 핑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포함되는 데이터 필드를

구비한다. 본 발명은 상기 데이터 필드의 포맷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정의된 데이터 필드에 과금 정보를 포함시켜 과

금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상기 핑은 이미 이동 통신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으며, 데이터 프로토콜에 속하

기 때문에, 별다른 자원의 할당 없이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며, 다른 계층을 통하지 않고도 이동 통신 단말의 사용자 어플

리케이션과 직접적으로 연동 가능하다. 때문에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수행에 따른 임의의 어플리 케이션을 이동 통신

단말이 수행 중이더라도, 수행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과금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핑 메시지의 구성을 도4에 도시하였다. 도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핑 메시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핑 메시지는 IP 헤더(210)와, ICMP 헤더(230)와,

데이터 필드(240)로 이루어진다.

IP 헤더(210)는 버전 정보가 저장되는 버전 필드(211)와, 헤더 길이 정보가 저장되는 헤더 길이 필드(212)와, 서비스 종류

정보가 저장되는 서비스 종류 필드(213)와, 전체 패킷 길이 정보가 저장되는 패킷 길이 필드(214)를 포함한다. 그리고 IP

헤더(210)는 식별자 정보가 저장되는 식별자 필드(215)와, DF 필드(216)와, M 필드(217)와, 조각 옵셋 필드(218)를 포함

한다. DF 필드(216)와, M 필드(217)와, 조각 옵셋 필드(218)는, 하나의 이동 통신 단말과 관련된 과금 정보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의 과금 핑 메시지(200)에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는 경우 서로 연관되는 다수의 과금 핑 메시지(200)를 구성하

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관련된 다수의 과금 핑 메시지(200)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메시지 필드이다. 또한 IP 헤더(210)

는 활동 시간 필드(219)와, 트랜스 포트 필드(220)와, 헤더 체크썸 필드(221)를 포함하며, 메시지의 발신지 주소 정보가

저장되는 근원지 주소 필드(223)와, 메시지의 목적지 주소 정보가 저장되는 목적지 주소 필드(224)를 포함한다. 이동 통신

단말(10)은 과금 서버(70)로부터 핑 메시지를 최초 수신할 때 상기 근원지 주소 필드(223)를 확인하여 과금 서버(70)의 주

소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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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P 헤더(230)는 유형 필드(231)와, 코드 필드(232), 체크썸 필드(233)와, 식별자 필드(234)와, 시퀀스 넘버 필드(235)

를 포함하여, ICMP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저장한다.

데이터 필드(240)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핑 메시지 종류 필드(241)와, 과금 정보 종류 필드(243)와, 데이터 길이

필드(243)와, 과금 정보 데이터 필드(244)를 포함한다. 상기 핑 메시지 종류 필드(241)는 해당 핑 메시지가 임의의 장비의

접속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 핑 메시지인지, 과금 정보가 포함되는 과금 핑 메시지인지를 구분하는 구분 정보가 저장

되는 필드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과금 정보와 관련된 이동 통신 단말의 IP 주소를 상기 구분 정보로 이용한다.

다시 말해 메시지 종류 필드(241)에 포함된 데이터가 IP헤더(210)의 근원지 주소 필드(223) 또는 목적지 주소 필드(224)

에 포함된 데이터와 일치한다면, 해당 핑 메시지는 과금 핑 메시지(200)인 것이다. 과금 정보 데이터 필드(244)는 실제 과

금 데이터가 저장되는 필드이고, 과금 정보 종류 필드(242)는 과금 정보 데이터 필드(244)에 저장된 과금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는 과금 코드가 저장되는 필드이다. 상기 과금 코드들의 일예를 하기 표1에 기재하였다.

[표 1]

과금 코드 정보 종류

0x01 사용자 이용중인 상품 정보

0x02 현재 접속 후 정보료

0x03 이번 달 납입하게 될 누적 정보료

0x04 현재 접속 후 통신료

0x05 이번 달 납입하게 될 누적 통신료

0x06 이번 달에 납입하게 될 정보료와 통신료의 합

과금 정보 종류 필드(242)에는 상기 표1에 기재된 과금 코드 중 하나가 저장되며, 과금 정보 종류 필드(242)에는 실질적인

과금 정보가 저장된 상태로 전송된다. 그리고 과금 정보 종류 필드(241)와 데이터 길이 필드(243)는 핑 메시지에 포함되는

과금 정보의 종류 개수에 대응하여 구비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핑 메시지가 일반 핑 메시지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핑 메시지 종류 필드(241)와, 과금 정보 종류 필드

(242)와, 과금 정보 데이터 필드(244)에 무작위의 데이터가 포함되거나, 어떤 데이터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구성의 핑 메시지가 과금 핑 메시지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핑 메시지 종류 필드(241)에 핑 메시지에 포

함될 과금 정보와 관련된 이동 통신 단말의 IP주소가 저장된다. 과금 코드와 실질적인 과금 정보 각각을 과금 정보 종류 필

드(242)와 과금 정보 데이터 필드(244)에 저장한 과금 핑 메시지는 과금 정보 핑 메시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며, 주로 과

금 서버(70)가 과금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동 통신 단말(10)로 전송한다. 실질적인 과금 정보 없이 과금 코드만 과금 정

보 종류 필드(242)에 포함한 과금 정보 핑 메시지는 과금 정보 요청 메시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며, 주로 이동 통신 단말

(10)이 특정 과금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과금 서버(70)로 전송한다.

도1로 돌아가서, 이동 통신 단말(10)은 BTS(20)와 무선 구간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을 수행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10)은 사용자 요청에 대응하여 데이터 호를 발신하고, 과금 서버(70)로부터 이동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일반 핑 메시지 또는 과금 핑 메시지를 수신하면 핑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이동 통신 단말(10)은 수신한 과

금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 요청에 따라 무선 데이터 통신 중에 특정 과금 정보를 요

청하는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이동 통신 시스템을 통해 과금 서버(70)로 전송한다.

상기와 같이 동작하는 이동 통신 단말(10)의 구성을 도2에 도시하였다. 도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단말의 구성

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동 통신 단말은 제어부(11), 디스플레이장치(12), 메모리부(13), 키입력부(14), 음성처리부(15), 베

이스밴드처리부(16), RF(Radio Frequency) 모듈(17)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어부(11)는 이동 통신 단말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12)는 각종 화상 정보와 기지국으

로부터 수신 또는 메모리부(13)에 저장되어 있는 화상을 제어부(11)의 제어에 의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키 입

력부(14)는 *, #키, 그리고 이동 통신 단말이 구비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응되게 메뉴(menu), 선택, 통화, 지움, 전원/종

료, 볼륨(volume), 촬영 등 다수 기능 키들을 구비하며 사용자가 누르는 키에 대응하는 키 입력 데이터를 제어부(11)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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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그리고 키 입력부(14)는 0 ~ 9의 각 숫자가 할당되고, 각 숫자가 할당된 키에 다수의 한글 또는 영문자가 할당된

문자키를 구비한다. 상기 RF 모듈(17)은 안테나를 통해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베이스밴드 처리

부(16)를 통해 제어부(11)로부터 입력되는 송신할 신호를 변조하여 RF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신하고, 안테나를 통해 수

신되는 RF신호를 복조하여 베이스밴드 처리부(16)를 통해 제어부(11)에 제공한다. 베이스밴드 처리부(16)는 RF 모듈(17)

과 제어부(11)간에 송,수신되는 베이스밴드 신호를 처리 한다. 제어부(11)와 연결된 상기 음성처리부(15)와, 음성처리부

(15)에 접속된 마이크(MIC) 및 스피커(SPK)는 전화 통화 및 음성 녹음에 사용된다. 상기 메모리부(13)는 제어부(11)의 처

리 및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참조 데이터, 갱신 가능한 각종 보관용 데이터 등을 저장하며, 제어부(11)의 워킹 메모리

(working memory)로 제공된다. 메모리부(13)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핑 메시지 포맷과 상기 표1과 같은 과금 코

드가 저장하며, 과금 요청 메뉴와 관련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이동 통신 단말(10)은 본 발명에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 데이터 호를 발신한다. 그리고 이동 통신 단말

(10)은 IWF(60)로부터 IP 주소를 할당받고, 과금 서버(70)로부터 핑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동 통신 단말(10)의 제어부

(11)는 핑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할당된 IP 주소를 이용하여 무선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그리고 제어부(11)는 수신된

핑 메시지의 핑 메시지 종류 필드(241)에 할당받은 상기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과금 핑 메시지로 판단한다. 만약 핑 메시지 종류 필드(241)에 이동 통신 단말(10)의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수

신된 핑 메시지는 일반 핑 메시지이다. 이후, 제어부(11)는 수신된 과금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추출하여 텍스트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이동 통신 단말(10)은 임의의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중이

더라도,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유지하면서,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는 과금 정보는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만큼만 디스플

레이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된 과금 정보는 임의의 키 입력이 있으면 디스플레이를 중단하도록 설정

할 수도 있다.

무선 데이터 통신 수행 중에 사용자로부터 특정 종류의 과금 정보를 요청하는 입력이 있으면 제어부(11)는 상기 특정 종류

의 과금 정보를 요청하는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이동 통신 시스템을 통해 과금 서버(70)로 전송한다. 과금

정보 요청 입력은 미리 설정된 과금 정보 요청키의 입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

다. 상기 과금 정보 요청키는 이동 통신 단말(10)에 구비된 다수의 키 중 임의의 키로 미리 설정되는 것으로, 무선 데이터

통신 중에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면, 제어부(11)는 현재 수행 중인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금 정

보 요청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과금 서버(70)로 전송한다. 이때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과금 정보

에 대응되는 과금 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떠한 과금 코드를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에 포함시킬지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중에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 전송 직전에 설정

할 수도 있다. 이동 통신 단말(10)은 과금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수신한 과금 정보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는 상

기한 설명에서와 같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상기 도1과 같이 구성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본 발명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10)과, IWF(60)와, 과금 서버(70)가 동작

하는 과정을 도3에 도시하였다.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3을 참조하여, 이동 통신 단말(10)은 101단계에서 사용자 요청이 있으면 데이터 호를 발신한다. 이동 통신 단말(10)의

데이터 호 발신을 수신한 BTS(20)는 BSC(30)를 통해 MSC(40)로 전송하여, IWF(60)로 이동 통신 단말(10)이 데이터 호

를 발신하였음을 알린다. IWF(60)는 데이터 호를 발신한 이동 통신 단말(10)에 IP 주소를 할당하여, MSC(40), BSC(30),

BTS(20)를 통해 이동 통신 단말(10)로 할당한 IP 주소를 103단계에서 전송한다. 그리고 IWF(60)는 105단계에서 이동 통

신 단말(10)에 할당한 IP 주소를 과금 서버(70)로 전송한다. 이동 통신 단말(10)의 IP 주소를 수신한 과금 서버(70)는 107

단계에서 해당 이동 통신 단말(10) 가입자의 과금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된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과금 핑 메시지를 구성

하고 109단계로 진행한다. 109단계에서 과금 서버(70)는 구성한 과금 핑 메시지를 MSC(40), BSC(30), BTS(20)를 통해

이동 통신 단말(10)로 전송한다. 핑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통신 단말(10)은 핑 응답 메시지를 111단계에서 과금 서버(70)

로 전송하고 113단계로 진행한다. 이때, 과금 서버(70)는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상기 111단계에서와 같이 이동 통신 단말

(10)로부터 핑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과금 핑 메시지를 재전송한다. 113단계에서 이동 통

신 단말(10)은 상기 111단계에서 수신한 핑 메시지의 핑 메시지 종류 필드(241)를 확인하여 과금 핑 메시지임을 확인하

고, 과금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이후, 사용자로부터 특정 과금 정보를 요청하는 입력이 있으면,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115단계에서 과금 서버(70)로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를 전송한다. 117단계에서

과금 서버(70)는 핑 응답 메시지를 이동 통신 단말(10)로 전송하고 119단계로 진행한다. 119단계에서 과금 서버(70)는 상

기 115단계에서 수신한 핑 메시지의 근원지 주소 필드(223)와 핑 메시지 종류 필드(241)를 확인하여 과금 핑 메시지임을

확인하고, 수신된 과금 정보 요청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코드를 검출하여, 해당 가입자의 과금 정보 중 대응하는 과금

정보를 검출한다. 그리고 과금 서버(70)는 검출한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과금 핑 메시지를 구성하여 121단계에서 이동 통

신 단말(10)로 과금 핑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121단계에서 과금 핑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통신 단말(10)은 123단계에

서 핑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신한 과금 핑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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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이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때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 따라 발생한 과

금 정보를 핑 메시지에 포함시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의 과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핑 메시지를 이

용해 과금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중에도 편리하게 과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CDMA 방식에 따른 구성을 일 예로 하였으나, 본 발명은

GSM 방식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이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때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 따라 발생한 과

금 정보를 핑 메시지에 포함시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의 과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핑 메시지를 이

용해 과금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중에도 편리하게 과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단말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핑 메시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면

등록특허 10-074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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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74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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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74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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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74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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