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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세션에서 활성화되는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정보를 정보 수신 구성요소에 송신

요약

본 발명의 장치는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통신 세션과 통신 디바이스의 연계(engagement)시에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및 통신 디바이스의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기 구
성요소들에 송신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통신 디바이스, 식별 정보, 통신 세션, 애플리케이션 서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자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장치의
전형적인 구현을 도시한 도면.

도 2 내지 4는 도 1의 장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기 구성요소들에 대한 통신 디바이스에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
들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송신하는 전형적인 메시지 흐름들을 기술한 도면.

도 5는 도 1의 장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기 구성요소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송신하는 전형적인 메시지 흐름을 기술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장치 102, 104, 106: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

108, 110, 112: 통신 디바이스 202: 호출 셋업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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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특히 다중 당사자 통신 세션들에서 식별 정보의 교환에 관한 것이다.

호출하는 당사자 통신 디바이스 및 호출된 당사자 통신 디바이스 간의 통신 세션(communication session)을 초기화하기
위하여, 호출하는 당사자 통신 디바이스는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호출된 당사자 통신 디바이스에 초대장
(invitation)을 송신한다. 예컨대, 호출하는 당사자 전화는 음성 대화를 초기화하기 위하여 호출된 당사자 전화를 호출한다.
호출된 당사자 전화는 일 실시예에서 호출하는 당사자 전화 및/또는 호출하는 당사자 전화의 사용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호출자 식별 서비스(caller identification service)를 사용한다. 호출된 당사자 전화의 사용자는 호출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식별 정보를 채용할 수 있다.

호출하는 당사자 전화는 일 실시예에서 다중 당사자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호출된 당사자 전화를 초대하기 전에 다
중 당사자 통신 세션에 포함된다. 예컨대, 호출하는 당사자 전화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활성 통신 디바이스들과 전화
회의한다. 호출하는 당사자 전화가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연결하기 위하여 호출된 당사자 전화를 호출할 때, 호출
자 식별 서비스는 호출하는 당사자 전화의 식별 정보를 호출된 당사자 전화에 지시한다. 그러나, 호출자 식별 서비스는 호
출된 당사자 전화로의 전화회의시에 다른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를 지시하지 못한다. 한가지 결점으로서, 호출된 당
사자는 전화회의시에 다른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를 알지 못한다.

또한, 전화회의에 호출된 당사자 전화를 추가할 때, 전화회의시의 다른 활성 통신 디바이스들은 호출된 당사자 전화의 식
별 정보를 수신하지 못한다. 일예에서, 전화회의시에 활성화되는 다른 통신 디바이스들은 새로운 당사자가 전화회의 추가
된 통지 및 당사자가 화상회의를 종료하는 통지를 수신한다. 일예에서, 통지는 멤버의 추가 또는 종료를 지시하는 가청 톤
(audible tone)을 포함한다. 한가지 단점으로서, 전화회의시 다른 활성 통신 디바이스들은 전화회의에 추가되는 멤버 또는
전화회의를 종료하는 멤버의 식별 정보를 알지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중 통신 세션들에서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한 구현에서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통신 세션과 통신 디바이
스의 연계(engagement)시에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중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 및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
보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기 구성요소들에 송신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은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통신 세션에서 통신 디바
이스의 접속상태가 변화할 때,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에 송신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
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은 방법을 포함한다. 통신 디바이스에서 활성화된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는 통신 디
바이스가 통신 세션을 연결하거나 또는 종료할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 구성요소들에 송신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은 물품을 포함한다. 물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신호-베어링 미디어를 포함한
다. 물품은 통신 디바이스가 통신 세션을 연결하거나 또는 종료할 때 통신 세션에서 활성화된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 구성요소들에 송신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미디어의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구현의 특징들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들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장치(100)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 구성요소들과 같은 다수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수는 장치(100)에서 결합 또는 분리될 수 있다. 장치(100)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는 당업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바와같이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 일부로 기록되거나 실행되는 컴퓨터 명령 세트 및/또는 일련의 컴퓨터 명
령을 사용하고 및/또는 포함한다.

장치(100)는 일례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기 구성요소들을 포
함한다.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들 및/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들의 식별 정보를 정보 수신기 구성요소들에 송신한다. 예컨대, 식별 정보는 통신 디바이스들
의 사용자들과 연관된 이름정보, 통신 디바이스들과 연관된 번호, 및 통신 디바이스들과 연관된 표시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의 전형적인 실시예들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 및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다. 정보 수신기 구성요소들의 전형적인 실시예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
(102, 104, 106),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114)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다. 예컨대,
통신 디바이스(112)의 사용자는 다중 당사자 통신 세션의 모든 활성 멤버들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제공된 다중 당사자 호출자 식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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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호출 서버들")은 일 실시예에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을 지지하는
원격통신 스위치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은 회로 스위치들, 소프트 스위치들,
이동교환국(MSC)들, 호출상태 제어 기능들(CSCF), 서비스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들(SGSN) 및 게이트웨이 일
반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GGSN)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은 단일 네트워크내에 배치되거나 또는 다수의 네트워크들사이에서 분리될 수 있다. 예컨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
들(102)은 제 1 네트워크에서 통신 디바이스(108)를 지지하며,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4)은 제 2 네트워크에서 통
신 디바이스(110)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6)은 제 3 네트워크에서 통신 디바이스(112)를 지원
할 수 있다. 다수의 네트워크들은 공중 교환 전화망(PSTN), 인터넷들 및 인트라넷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
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은 통신 세션들 또는 호출들상에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을 접속한다.
예컨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 및 토인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신호 메시지들을 교환하며 통신 디바이스
(108) 및 통신 디바이스(110)간의 호출을 위한 베어러 트래픽을 제어한다. 그 다음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은 신호 메시지들로부터의 식별 정보 및 베어러 트래픽으로부터의 통신정보를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에 송신한
다. 예컨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은 신호 메시지로부터 식별 정보를 송신하고 베어러 트래픽으로부터 통
신 디바이스들(108, 110)에 통신정보를 송신한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출 레코드들을 포함한다. 호출 레코드들은 통신 세션
에서 활성화된 임의의 통신 디바이스들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저장한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모두를 활성
적으로 포함하는 통신 세션동안, 각각의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의 호출 레코드들은 통신 디바이스들
(108, 110, 112)의 각각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저장할 것이다. 예컨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의 호출 레코드는 비
록 원격 네트워크 엘리먼트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을 통신 세션에 추가할지라도 통신 세
션상에서 각각의 통신 디바이스(108, 110, 112)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은 통신 세션에서 활성화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운반하는 호출
셋업 메시지들을 송신한다. 호출 셋업 메시지들은 일 실시예에서 통합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ISDN) 기본속도 인터페이
스(PRI),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SIP), SIP-I, ISDN 사용자 부(ISUP), 아날로그, H.323, GR-303, 코드분할 다중접속
(CDMA), 시분할 다중접속(TDMA),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 또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SM) 프로토콜들을 포
함한다. 호출 셋업 메시지는 일실시예에서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운반할 수 있다.

일례에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은 통신 세션에 포함되고,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에 의하여 지원되는 통신 디
바이스(110)는 통신 세션에 통신 디바이스(112)를 추가한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에 송신한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는 호출 레코드에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저장한다.

통신 세션에 통신 디바이스(112)를 연결할 때,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통신 디바이스(112)와 연관된 식별 정보
를 포함하기 위하여 그것의 호출 레코드를 업데이트한다. 그 다음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
요소(102)의 호출 레코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통신 디바이스(112)와 연관된 식별 정
보를 송신한다. 따라서,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의 각각의 호출 레코드는 통신 세션의 활성 멤버들의
각각에 대한 식별 정보의 복사를 저장한다.

그 다음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 1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식
별 정보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 2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에 송신할 수 있다. 예컨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
(102)는 통신 세션에서 활성 통신 디바이스들(110, 112)을 통신 디바이스(108)에 지시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들(110,
112)의 식별 정보를 통신 디바이스(108)에 송신한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사용자들은 다중 당사자 통신 세
션을 연결하기 위한 활성 개입 또는 초대장을 결정하고 다중 당사자 통신 세션에 참여하는 모든 활성 통신 디바이스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예컨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108, 110, 112)에 다중 당사자 통신 세션 식별 정보를 송신한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은 일례
에서 랜드라인 전화들, 이동 전화들, 소프트전화들, 개인휴대단말(PDA) 및 퍼스널 컴퓨터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함
한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은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사용자에게 통신 세션에서 다른 활성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은 일실시예에서 통신 세션에서 다른 활성 통신 디
바이스들의 식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를 포함한다. 예컨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호출자 식별
박스, 전화 디스플레이 또는 팝업 윈도우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은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및/또는 통신 디바이스들의 사용자들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은 일례에서 다중 당사자 통신 세션 식별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서버(114)에 송신한다. 애플리케이
션 서버(114)는 부가 프로세서들, 서비스 제어 포인트들(SCP)들 및 홈 위치 레지스터(HLR)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114)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식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애플리케이션 서버(114)는 식별 정보와 관련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114)는 식별 정보가 서비스를 제
공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식별 정보를 해석한다.

일례에서, 통신 디바이스(112)는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예컨대,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을 포함하는 입력 호출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버(114)에게 요구한다. 다른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의 수신시에, 애플리케이션 서
버(114)는 이하 이상의 토인장치가 호출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통신 디바이스(112)로의 호출의 송신을 차단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114)는 통신 디바이스(112)가 다중 당사자 호출의 송신을 허용하지 않는 호출에 활성적으로
포함된 통신 디바이스(108, 110)로의 안내를 플레이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5-0036713

- 3 -



애플리케이션 서버(114)는 웹 포털(116)과 인터페이싱한다. 웹 포털은 일례에서 정보를 컴퓨터(118)에 제공한다. 컴퓨터
(18)는 일례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과 연관된다. 예컨대 통신 디바이스(112)의 사용자
는 호출에 활성적으로 포함된 통신 디바이스들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컴퓨터(118)를 사용한다. 웹 포털
(116)은 컴퓨터(118)에 식별 정보를 송신하며, 컴퓨터는 통신 디바이스(112)의 사용자에게 식별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호출을 허용하는지 또는 거절하는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식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장치(100)의 전형적인 동작이 예시적으로 기술된다. 메시지 흐름(201)은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을
활성적으로 포함하는 통신 세션과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형적인 연결을 나타낸다. 메시지 흐름(201)은 통신 세션을 연
결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112)를 초기화하는 통신 디바이스(108)를 나타낸다. 메시지 흐름(201)은 통신 세션에의 연
결을 허용하기전에 통신 디바이스(112)로의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의 식별 정보의 전형적인 송신을 나타낸다. 일례
에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사용자들은 통신 세션에 활성적으로 포함된 임의의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다중 당사자 호출자 식별 서비스에 가입한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사용자들은 일례에서
메시지 흐름(201)의 초대전에 다중-당사자 호출자 식별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메시지 흐름(201)은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중 하나 및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의 각 구성요
소간의 통합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ISDN) 신호의 전형적인 사용을 기술한다. 또한, 메시지 흐름(201)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산의 ISDN 사용자부(ISUP) 신호화의 전형적인 사용을 기술한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 및/또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은 H.323 또는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SIP)과 같은 다른 신호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통신 디바이스(110)과의 통신 세션을 초기화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108)는 호출 셋업 메시지(202)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송신한다. 셋업(CdPN=CD2)은 일례에서 호출 셋업 메시지(202)를 나타낸다. 호출 셋업 메시지(202)는
통신 디바이스(110)의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예컨대 "CdPN=CD2"는 통신 디바이스(110)의 전화번호로 셋업된 호출된 당
사자 전화번호를 나타낸다.

호출 셋업 메시지(202)의 수신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IAM)(204)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에 송신한다.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204)는 통신 디바이스(110)의 전화번호 및 통신 디바이스(108)의 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예컨대, "CgPN=CD1, "CdPN=CD2"는 통신 디바이스(108)의 전화번호로 세팅된 호출하는 당사자 번호
및 통신 디바이스(110)의 전화번호로 세팅된 호출된 당사자 전화번호를 나타낸다.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204)의 수신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호출 셋업 메시지(206)를 통신 디바이스(110)
에 송신한다. "SETUP(CgPN=CD1, "CdPN=CD2)"는 일례에서 호출 셋업 메시지(206)를 나타낸다. 호출 셋업 메시지
(206)는 통신 디바이스(108)와의 통신 세션의 통신 디바이스(110)를 변경한다. 호출 셋업 메시지(206)는 통신 디바이스
(108) 및/또는 통신 디바이스(108)의 사용자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예컨대, "CgPN=CD1"은 통신 디바이스
(108) 및/또는 통신 디바이스(108)의 사용자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나타낸다.

만일 통신 디바이스(110)가 통신 세션을 연결하면, 통신 디바이스(110)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에 연결 메시지
(208)를 송신한다. 연결 메시지(208)의 수신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응답
메시지(210)를 송신한다. "ANM(CoPN=CD2)"는 응답 메시지(210)을 나타낸다. "CoPN=CD2"는 통신 디바이스(110)의
전화번호로 셋업된 연결된 당사자 번호를 나타낸다. 연결된 당사자 전화번호는 통신 디바이스(110)의 프리젠테이션 지시
자를 포함한다. 예컨대, 프리젠테이션 지시자는 통신 디바이스(110)와 연관된 식별 정보의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하여 셋업
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지시자는 통신 디바이스(110)와 연관된 식별 정보가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하지 않고
예컨대 통신 디바이스(110)와 연관된 식별 정보가 개인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연결된 당사자 번호는 통신 세
션에 연결된 통신 디바이스의 전화번호를 나타낸다. 일례에서, 만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가 연결된 당사자 번호
의 인식전에 응답 메시지(210)을 송신하면, 연결된 당사자 번호의 결정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개별 정보 메
시지에서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연결된 당사자 번호를 송신한다.

응답 메시지(210)의 수신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연결 메시지(212)를 통신 디바이스(108)에 송신한다. 연
결 메시지(212)는 통신 디바이스가 통신 세션을 연결했다는 것을 통신 디바이스(108)에 지시한다. 그 다음에, 통신 디바이
스(108) 및 통신 디바이스(110)는 투-웨이 호출(214)로 통신을 시작한다.

통신 디바이스(108)의 사용자는 일례에서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112)를 초대할 것을 결정한다. 예
컨대, 통신 디바이스(108)의 사용자는 3-웨이 호출 또는 회의 호출로 2-웨이 호츨(214)를 변경한다. 통신 디바이스(112)
의 초대를 초기화하여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108)는 회의 메시지(216)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
(102)에 송신한다. "CONF(DdPN=CD3)"은 회의 메시지(216)를 나타낸다. "CdPN=CD3"는 호출된 당사자 번호, 예컨대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화번호를 나타낸다. 회의 메시지(216)는 예컨대 통신 디바이스(112)로 회의하도록 통신 세션 제
어 구성요소(102)에게 지시하는 특징 버튼 지시 메시지를 포함한다.

회의 메시지(216)의 수신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에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
(IAM)(218)를 송신한다.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218)는 통신 디바이스(108)의 전화번호, 통신 디바이스(110)의 전화번호
및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예컨대, "CgPN=CD1", 다른 CgPN=CD2, CdPN=CD3"은 통신 디바이스
(108)의 전화번호로 세팅된 호출하는 당사자 번호, 통신 디바이스(110)의 전화번호로 세팅된 다른 호출하는 당사자 번호
및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화번호로 세팅된 호출된 당사자 번호를 나타낸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응답 메시
지(210)에서 수신된 정보로부터 다른 호출하는 당사자 번호를 결정한다.

만일 통신 디바이스(110)의 식별 정보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
소(102)는 미지의 다른 호출하는 당사자 번호, 예컨대 "다른 CgPN=미지"를 세팅한다. 미지의 다른 호출하는 당사자 번호
의 세팅은 다른 당사자가 호출을 활성화하나 당사자의 식별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통신 디바이스(112)의 사용자를 변
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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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디바이스에 호출을 전달하기 위하여,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는 셋업 메시지(220)를 통신 디바이스(112)에 송
신한다. 셋업 메시지(220)는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와
연관된 식별 정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들이 통신 세션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통신 디바이스(112)의 사
용자에게 지시한다.

만일 통신 디바이스(112)가 통신 세션을 연결하면, 통신 디바이스(112)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에 연결 메시지
(222)를 송신한다. 연결 메시지(222)의 수신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응답
메시지(224)를 송신한다. "ANM(CoPN=CD3)"은 응답 메시지(224)를 나타낸다. "CoPN=CD3"는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화번호로 세팅된 연결된 당사자 번호를 나타낸다.

응답 메시지(224)의 수신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에 정보 메시지(226)를 송
신한다. 정보 메시지(226)는 통신 디바이스(112)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일단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가
정보 메시지(226)를 수신하면, 토인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 104)는 통신 세션에서 활성화된 당사자들(예컨대, 통신 디
바이스들 108, 110, 112)와 연관된 식별 정보의 완전한 리스트를 가진다. 예컨대, 만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중 하나가 통신 세션으로 추가 통신 디바이스를 초대하면,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은 추가 통신 디바이
스에 대한 식별 정보의 완전한 리스트를 나타낼 수 있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정보 메시지(228)에서 통신 디바이스(110)에 통신 디바이스(112)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송신한다. 정보 메시지(228)는 통신 디바이스(112)가 통신 세션을 연결한 통신 디바이스(110)의 사용자를 변경한다. 정보
메시지(228)는 통신 디바이스(112)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통신 디바이스(110)의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통신 디바이스(108)에 연결 메시지(230)를 송신한다. 연결 메시지(230)는 통신 디바이
스(112)가 통신 세션을 연결했다는 것을 통신 디바이스(108)에 지시한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응답 메시지
(224)의 수신후 임의의 시간에 연결 메시지(230)를 송신할 수 있다.

도 3에는 장치(100)의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가 예시적으로 기술된다. 메시지 흐름(301)은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을
활성적으로 포함하는 통신 세션과의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형적인 연결을 나타낸다. 연결 장치(108, 110)는 메시지 흐
름(201)로 기술된 바와같이 2-웨이 호출(214)을 셋업한다. 메시지 흐름(301)은 메시지 흐름(201)고 유사하다. 그러나, 메
시지 흐름(301)은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112)의 초대를 초기화하는 통신 디바이스(110)를 기술한
다. 예컨대, 통신 디바이스(110)는 통신 디바이스(112)로의 초대를 초기화하기 위하여9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에
회의 메시지(216)를 송신한다.

메시지 흐름(301)에서,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218)는 통신 디바이스(110)가 초대를 초기화하고 통신 디바이스(108)가 통
신 세션에서 활성화된다는 지시를 포함한다. 예컨대, "CgPN=CD2, 다른 CgPN=CD1, CdPN=CD3"은 통신 디바이스(110)
의 전화번호로 세팅된 호출하는 당사자 번호, 통신 디바이스(108)의 전화번호로 세팅된 호출하는 당사자 번호, 및 통신 디
바이스(112)의 전화번호로 세팅된 호출된 당사자 번호를 나타낸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초기 어드레스 메시
지(204)에서 수신된 정보로부터 다른 호출하는 당사자 번호를 결정한다.

통신 디바이스(112)와 통신 세션의 접속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는 응답 메시지(224)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
요소(104)에 송신한다. 그 다음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정보 메시지(226)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송신한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통신 디바이스(108)의 사용자에게 통신 디바이스(12)의 식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 메시지(228)를 통신 디바이스(108)에 송신한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통신 디바이스(112)가 통
신 세션을 연결했다는 것을 통신 디바이스(110)에 지시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110)에 연결 메시지(230)를 송신한다.

일례에서,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정보 메시지(226)를 송신한후에 연결 메시지(230)를 송신한다. 다른 예에서,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연결 메시지(230)에 송신한후에 정보 메시지(226)를 송신한다. 양 예에서, 통신 세션 제
어 구성요소(102)는 정보 메시지(226)의 수신후에 정보 메시지(228)를 송신한다.

도 4에는 장치(100)의 또 다른 실시예가 예시적으로 기술된다. 메시지 흐름(401)은 통신 디바이스(108, 110)를 활성적으
로 포함하는 통신 세션과의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형적인 연결을 나타낸다. 메시지 흐름(401)은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들(110, 112)를 개별적으로 초대하고 통신 세션에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모두를 연
결하는 통신 디바이스(108)를 기술한다.

메시지 흐름(401)은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 및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의 각 구성요소간의
아날로그 신호의 전형적인 사용을 기술한다. 또한, 메시지 흐름(201, 310)에 도시된 바와같이, 메시지 흐름(401)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간의 ISUP 신호의 전형적인 사용을 기술한다. 통신 디바이스(108, 110, 112) 및/또
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는 H.323, SIP,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SM), 잠정 표준-95(IS-95), 범용 이
동 원격통신 시스템(UMTS) 및 시분할 다중접속(TDMA)와 같은 다른 신호 프로토콜들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통신 디바이스(108, 110)는 메시지 흐름(201)으로 기술된 바와같이 2-웨이 호출(214)에서 활성화된다. 통신 세션으로의
통신 디바이스(112)의 추가를 초기화하기 위하여(예컨대, 2-웨이 호출(214)), 통신 디바이스는 플래시 메시지(402)를 통
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송신한다. 그 다음에, 통신 디바이스(108)는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한
다. "FLASH(DdPN=CD3)"는 플래시 메모리(402)를 나타낸다. "CdPN=CD3"는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화번호를 나타낸
다. 플래시 메시지(402)는 일례에서 호출이 다중 당사자 호출을 포함한다는 것을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지시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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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402)의 수신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에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
(204)를 송신한다.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204)는 통신 디바이스(108)와 연관된 식별 정보 및 통신 디바이스(112)와 연관
된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204)는 일례에서 다중 당사자 회의가 통신 디바이스(110, 112)를 연결하
기 위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통신 디바이스(110)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204)의 수신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는 셋업 메시지(206)를 통신 디바이스(112)에 송
신한다. 셋업 메시지(206)는 호출하는 당사자(예컨대, 통신 디바이스(108)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호출에 응답할 때, 통
신 디바이스는 연결 메시지(208)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에 송신한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는 응답 메시지
(210)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송신한다. 응답 메시지(210)는 통신 디바이스(112)의 연결된 당사자 번호와 같
은 통신 디바이스(112)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통신 디바이스(108)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플래시 메모리(404)를 송신한다. 플래시 메모리(404)는 통신 디
바이스들(108, 110, 112)간의 3-웨이 호출을 설정한다. 예컨대, 플래시 메모리(404)는 통신 디바이스들(108, 112)간의
2-웨이 호출과 함께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간의 2-웨이 호출(114)을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
(102)를 트리거링한다. 따라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은 3-웨이 호출에 활성적으로 포함된다.

3-웨이 호출의 설정시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통신 디바이스(112)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통신 세션 제어 구
성요소(104)에 통지한다. 예컨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통신 디바이스(112)가 호출을 연결했다는 것을 지시하
기 위하여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에 정보 메시지(414)를 송신한다. 그 다음에,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통
신 디바이스(110)에 대한 정보 메시지(416)중 통신 디바이스(112)의 식별 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통신장(110)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에 통지한다. 예
컨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는 통신 디바이스(110)가 호출을 연결했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통신 세션 제어 구
성요소(106)에 정보 메시지(418)를 송신한다. 그 다음에, 토인 세션 제어 구성요소(104)는 통신 디바이스(112)에 대한 정
보 메시지(420)중 통신 디바이스(110)의 식별 정보를 제시한다.

도 5에는 장치(100)의 또 다른 예시적인 동작이 예시적으로 기술된다. 메시지 흐름(501)은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을
활성적으로 포함하는 통신 세션을 가진 통신 디바이스(112)의 전형적인 연결을 나타낸다. 메시지 흐름(501)은 애플리케이
션 서버(114)로의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식별 정보의 송신을 기술한다.

메시지 흐름(501)은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간의 차세대 인텔리젠트 네트워크(AIN)의 전형적인 사용
을 기술한다. 또한, 메시지 흐름(501)은 애플리케이션 서버(114), 웹 포털(116) 및 컴퓨터(118)간의 SIP 가입/통지 신호의
전형적인 사용을 기술한다.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은 메시지 흐름(201)에 기술된 바와같이 2-웨이 호출(214)에서 활성화된다. 통신 세션으로의
통신 디바이스(112)의 부가를 초기화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2)에 회의 메시지(216)를
송신하며 이에 응답하여 토인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은 메시지 흐름(201)에 기술된 바와같이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
소들(106)에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218)를 송신한다.

초기 어드레스 메시지(218)는 일례로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6)에서 트리거를 활성화한다. 트리거는 호출에 활성화
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식별 정보를 송신하기 위하여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6)에 지시한다. 일례
로,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는 애플리케이션 서버(114)에 종료 시도 질문(502)을 송신한다. 다른 예에서,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106)는 무선 인텔리젠트 네트워크(WIN) 질문을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송신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 112)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 디바이스들
(108, 110, 112)의 식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일례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114)는 웹 포털(116) 및 컴퓨터(118)과 상
호작용한다. 예컨대, 애플리케이션 서버(114)는 웹 포털(116)에 통지 메시지를 송신한다. 통지 메시지(504)는 통신 디바
이스(112)에 대하여 호출이 이루어지고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제시하는 지시를 포함한다.

통지 메시지(504)의 수신시에, 웹 포털(116)은 통지 메시지(506)를 컴퓨터(118)에 송신한다. 통지 메시지(506)는 통신 디
바이스(112)에 대하여 호출이 이루어지는 지시 및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컴퓨터
(118)는 일례로 통신 디바이스(112)의 사용자에 대한 통신 디바이스들(108, 110)과 연관된 식별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컴퓨터(118)는 통지 메시지(506)의 수신을 지시하기 위하여 웹 포털(116)에 확인 메시지(508)를 송신한다. "200 OK"는
확인 메시지(508)를 나타낸다. 웹 포털(116)은 통지 메시지(504)의 수신을 지시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확인 메
시지(510)을 송신한다. "200 OK"는 확인 메시지(510)를 나타낸다. 일례에서, 컴퓨터(118)는 웹 포털(116)이 확인 메시지
(510)를 송신한다. 다른 예에서, 웹 포털(116)은 컴퓨터(118)가 확인 메시지(508)를 송신하기전에 확인 메시지(510)를 송
신한다.

확인 메시지(510)의 수신시에, 애플리케이션 서버(114)는 통신 디바이스(112)에 호출을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6)에 지시하는 허가 메시지(512)를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6)에 송신한다. "Auth_Tem"은 일례에서
허가 메시지(512)를 나타낸다.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6)은 메시지 흐름(201)에 기술된 바와같이 셋업 메시지
(220)의 송신, 연결 메시지(222)의 수신, 및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로의 응답 메시지(224)의 송신을 가진 통신
세션과 통신 디바이스(112)를 연결한다.

장치(100)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신호 베어링 미디어를 사용한다. 장치(100)에 대한 컴퓨터 판독가능 신
호 베어링 매체의 일례는 통신 세션 제어 구성요소들(102, 104, 106)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들의 판독가능한 데
이터 저장 매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스턴스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기록가능한 데이터 저장 매체는 자기, 전기, 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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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및 원자 데이터 저장 매체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다. 다른 예에서, 장치(100)에 대한 컴퓨터 판독가능 신호 베어
링 매체는 장치(100)를 포함하거나 또는 장치(100)와 연관된 네트워크, 예컨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화 네트워크, 근거
리 통신망(LAN), 인터넷 및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된 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포함한다.

여기에 기술된 단계들 및 동작들은 예시적으로 기술된다.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상기 단계들 또는 동작들에 대
한 많은 변형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단계들은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 있거나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의 전형적인 구현들이 여기에서 상세히 기술될지라도, 다양한 수정, 추가, 및 삭제등이 본 발명의 사상으로부
터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며 따라서 이하의 청구범위내에서 한정된 본 발명의 범
위내에서 고려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다중 통신 세션들에서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통신 세션과 통신 디바이스의 연계(engagement)시에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디바
이스들, 즉: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및

상기 통신 디바이스에 대한 식별 정보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기 구성요소들에 송신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
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은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제 2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 디바이
스는 제 3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연계는 상기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 중 하나로부터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로의 초대(invitatin)를 포함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은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
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는: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들과 연관된 이름 정보;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와 연관된 번호 정보; 및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와 연관된 표시 정보(presentation information)를 포함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은 통신 세션 셋업 메시지내의 상기 제 3 통신 디바
이스에 상기 이름 정보 및 상기 번호 정보를 송신하는,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격통신 스위치들
(telecommunication switches)을 포함하고,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 구성요소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 2
원격통신 스위치들을 포함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 1 원격통신 스위치들은 제 1 원격통신 스위치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원격통신 스위치는 상기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에의 초대를 송신한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
바이스 중 하나를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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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 2 원격통신 스위치들은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를 지지하는 제 2 원격통신 스위치를 포함하
며;

상기 제 1 원격통신 스위치는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상기 제 2 원격통신 스
위치에 송신하며;

상기 제 2 원격통신 스위치는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
스에 전달하며;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상기 통신 세션을 연결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
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채용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은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제 2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 디바이
스는 제 3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는 상기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를 초대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은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은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제 2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 디바이
스는 제 3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기 구성요소들은 애플리케이션 서버(application
server)를 포함하며;

상기 연계는 상기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 중 하나로부터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로의 초대를 포함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은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상기 제 2 통신 디바
이스 및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 중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식별 정보를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송신하며;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상기 통신 세션에서 활성화되는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및 상기 통신 디바이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식별 정보를 채용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세션으로부터의 이탈(departure)시에,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은 상기 이탈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식별 정보에 대한 통신 세션에서 활성화를 유지하는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중 하나 또는 그 이
상을 통지하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세션은 제 1 통신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은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제
2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 디바이스는 제 3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는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와 제 2 통신 세션을 초기화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송신기 구성요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은 상기 제 1 통신 세션과 상기 제 2 통신 세션의
접속시에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에 송신하며,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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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디바이스가 통신 세션을 연결 또는 종료할 때, 통신 세션에서 활성화된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 구성요소들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은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제 2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 디바이
스는 제 3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통신 디바이스가 상기 통신 세션을 연결 또는 종료할 때, 상기 통신 세션에서 활성화된 상기 복수의 통신 디바이스들
의 식별 정보를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수신 구성요소들에 송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통신 세션을 연결하기 위하여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의 초대시에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 및 상기 제 2 통신 디바
이스의 식별 정보를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통신 디바이스는 상기 초대를 초기화하며;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와 상기 통신 세션의 접속시에 상기 제 3 통신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상기 제 2 통신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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