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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및 상기 과금 방법에 사용되는 통신 시스템, 이용자 장비, 네트워크 엔

티티, 및 과금 엔티티

(57) 요약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용자에게 과금하는 방법은 제 1 과금 엔티티와 연관된 당사자로부터 제 2 과금 엔티티와 연관된 상

대방으로 상대방을 통신 세션에 조인하도록 초대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서의 통신 세션의 셋

-업을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메시지로 응답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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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기 응답에 근거하여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제 1 과금 엔티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마지

막으로, 상기 방법은 상기 응답으로부터의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제 1 및 제 2 과금 엔티티들 사이에서의 통신 인터페이스

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스템은 또한 상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개시된다. 상기 응답은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을

사용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으로서:

상대방을 통신 세션에 조인하도록 초대하는 메세지를 당사자로부터 상기 상대방에 전송함으로써 상기 당사자와 상기 상대

방 사이에 상기 통신 세션의 셋업을 개시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당사자는 제 1 과금 엔티티에 의해 서비스되고 상기 상

대방은 제 2 과금 엔티티에 의해 서비스되며;

상기 메세지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응답은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응답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과금 엔티티에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응답에 포함된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과금 엔티티와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 사이에 통신 인터페이스를 설

정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상대방에게 과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하는 단계는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저장된 상기 상대방의 선지불 잔고를 감액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하는 단계는 상기 제2 과금 엔티티에 보유되는 상기 상대방의 가입자 계정에 과금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대방을 서비스하는 제어기 엔티티에서, 상기 응답에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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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대방이, 상기 제 1 과금 엔티티와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 사이에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최소한 일부분을 상기 응답에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최소한 2개의 네트워크들 상에서의 상기 응답의 시그널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대방을 통신 세션에 조인하도록 초대하는 상기 메세지 내에, 상기 상대방에게 상기 통신 세션에 대한 과금의 최소

한 일부분을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표시를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상대방이, 지불을 위한 최소한 하나의 조건을 상기 응답에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당사자와 상기 상대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을 통해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

금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과금 엔티티에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당사자를 서비스하는 호 상태 제어

기능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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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의 주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

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메세지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세션 개시 프로토콜 메세지내에 상기 응답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

청구항 13.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통신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 자원들의 사용에 대해 제 1 이용자 장비에 과금하도록 된 제1 과금 엔티티와;

상기 통신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 자원들의 사용에 대해 제 2 이용자 장비에 과금하도록 된 제2 과금 엔티티와;

상기 제 1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도록 된 제 1 제어기 엔티티와; 그리고

상기 제 2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도록 된 제 2 제어기 엔티티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여기서, 상기 제어기 엔티티들 중 최소한 하나는 상기 다른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자신과 관련된 과금 엔티티에 제공

하고, 이러한 정보를 수신함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과금 엔티티와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 사이에 통신 인터페이스의 셋-업

이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4.

청구항 제13항에 따른 통신 시스템용 이용자 장비로서,

통신 세션에 조인해달라는 초대에 응답하여 발생된 메세지에 상기 통신 세션의 과금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기능을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용자 장비.

청구항 15.

청구항 제13항에 따른 통신 시스템용 네트워크 엔티티로서,

제 1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기능을 가짐과 아울러, 제 2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제 2 제어기 엔티티로부터 상기 제

2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수신함에 응답하여, 상기 정보를 상기 제 1 이용자 장비를 서

비스하는 제1 과금 엔티티에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엔티티.

청구항 16.

청구항 제13항에 따른 통신 시스템용 네트워크 엔티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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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기능을 가짐과 아울러, 제 2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상

기 제 2 이용자 장비로부터 제 1 과금 엔티티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포함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엔티티.

청구항 17.

청구항 제13항에 따른 통신 시스템용 과금 엔티티로서,

상기 과금 엔티티는 제 1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기능을 가짐과 아울러, 제 2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제 2 과금 엔티

티와 통신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기 통신은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련되고 상기 통신 시스템의 제어기로부터 수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금 엔티티.

청구항 18.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과금(charging)에 관한 것으로, 특히 통신 세션들(sessions)의 과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신 시스템은 시스템과 관련된 이용자 장비들 및/또는 다른 노드들과 같은 2개 이상의 엔티티들 사이에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설비로서 보여질 수 있다. 통신은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 등의 통신으로 구성될 수 있다.

기본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자 장비의 사용자들이 통신 세션 동안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2개의 사용자 장비를 함께 연결

하기 위한 간단한 통신 네트워크가 제공된다. 상기 세션은 또한 용어, 호(call)로 호칭된다. 전형적으로, 통신 세션을 셋업

하기 위해 최소한 일부 셋-업 시그널링(set-up signalling)이 요구된다. 상기 이용자 장비 및 통신 네트워크의 객체들과 셋

-업 시그널링 사이의 통신은 적절한 통신 프로토콜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종래에는, 네트워크에서의 지정된 과금 엔티티는 저장된 요금표를 이용하여 세션 기간에 근거하여 호 또는 다른 세션에 대

한 과금을 결정한다.

전형적으로 각 이용자는 최소한 몇개의 종류의 과금 체계(arrangement) 예를 들면, 네트워크의 운영자와의 거래를 위한

과금 계정(account)을 가진다. 이러한 사용자는 가입자로서 언급될 수 있다. 한 세션을 발신 즉, 개시한 이용자들의 과금

계정에 세션의 과금이 할당된다.

통신 세션이 진행중일 때, 네트워크는 세션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지불기일이 정해진 과금을 할당하기 위해 요

금표를 사용하게 된다. 후 지불 체계에서, 이 통신 서비스들은 전형적으로 예컨대 월 단위의 특정 기간을 두어 요금이 청구

된다. 선 지불 계정(pre-paid account)에서는 사전에 지불된다.

상기 선 지불 통신 계정이 점점더 대중화되고 있다. 상기 선 지불 계정 방식하에서, 사용자는 통신 서비스들을 위해 미리

지불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이들 서비스들에 대한 과금은 잔고(balance)로부터 공제된다. 그 후 네트워크는

계정이 채워질 때까지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들의 사용을 차단한다. 선 지불 서비스들은, 후 지불 계정들(post paid

account)의 경우처럼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용자들이 서비스들에 대해 지체하여 지불할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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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갖는다. 이용자들이 또한 선지불 계정들을 선호할 수도 있는바, 이는 선지불 계정들이 통신 서비스들의 사용 요금

을 제어하기 위한 용이한 방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기 선지불 계정은 또한 이용자들에게 익명성(anonymity)을

제공한다.

다양하면서도 더욱 증가하는 서비스들이 통신 시스템의 이용자들에게 이용가능하다.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들의 한 예는 이른바,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이다. 이용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들의 일

예로 IP(internet protocol)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들이 있다. IP 멀티미디어(IM) 기능들은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

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어프리케이션에서 통신되는 데이타는 다양한 타입의 데이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

면, 음성, 비디오 또는 기타 이미지 데이타, 스트리밍 데이타, 텍스트 데이타 및 다른 컨텐츠 데이타들이 통신 시스템을 통

해 통신 당사자들 사이에 통신되게 된다.

상기 IMS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의해 도입되는 많은 서비스들의 다양성과 통신 타입들은 과금 기능들의 개선된

유연성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선 지불의 사용은 과금 책임이 통화를 발신하는 이용자에게 반드시 놓일 필요가 없는 경우

서로 다른 과금 엔티티들 간에 온라인 통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종래의 IMS 네트워크들에서는 과금 엔티티들이 서로 통신하기가 불가능 하였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과금 엔티티

들 간에 통신이 가능한 메카니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일부 IMS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착신 당사자가 최소한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과금 체계인 이른바, 콜렉트-콜

(collect call) 타입 과금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금 타입은 역 과금(reverse charging)으

로 알려져 있다.

전형적인 역 과금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착신 당사자가 역 과금을 위한 모든 요구 메세지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

서, 과금과 관련된 정보는 호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들)이 아닌, 당사자들(parties)간에 전송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종

단간 과금 메커니즘(end-to-end charging mechanism)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

브시스템 네트워크들과 같은 일부 통신 설비들은 역 과금을 위해 요구되는 이러한 메세징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신 네트워크에서 개선되고 더 유연한 과금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하나 또는 다수의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르면, 상대방을 통신 세션에 조인하도록 초대하는 메세지를 당사자로부터 상기 상대방에 전송함으

로써 상기 당사자와 상기 상대방 사이에 상기 통신 세션의 셋업을 개시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당사자는 제 1 과금 엔티

티에 의해 서비스되고 상기 상대방은 제 2 과금 엔티티에 의해 서비스되며; 상기 메세지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응답은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응답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과금 엔티티에 상기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응답에 포함된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과금 엔티티와 상

기 제 2 과금 엔티티 사이에 통신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상대방에게 과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과금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통신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통신 자원들의 이용에대해 제 1 이용자 장비에 요금을 부과하

도록 구성된 제 1 과금 엔티티; 상기 통신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통신 자원들의 이용에 대해 제 2 이용자 장비에 요금을 부

과하도록 구성된 제 2 과금 엔티티; 상기 제 1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도록 구성된 제 1 제어기 엔티티; 및 상기 제 2 이용

자 장비를 서비스하도록 구성된 제 2 제어기 엔티티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 엔티티들 중 최소한 하나는 다른 과금 엔티

티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과금 엔티티에 제공하고, 상기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과금 엔티티들 사이에 통

신 인터페이스의 셋-업을 개시하도록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세션에 조인하도록 초대하는 메세지에 응답하여 발생된 메세지에서 세션의 과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성된 이용자 장비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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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제 1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고, 그리고 상기 제 2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제어기로

부터 정보를 수신함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제 1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제 1 과금 엔티티에 제공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 엔티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고, 그리고 상기 이용자 장비로부터 또 다른 네트워크 엔티티로

의 메시지 내에 상기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는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 엔티티를 제공하

게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통신 시스템용 과금 엔티티가 제고오디는바, 상기 과금 엔티티는 제 1 이용자 장비를 서

비스하고 그리고 제 2 이용자 장비에 서비스하도록 구성된 다른 과금 엔티티와 통신하며, 상기 통신은 통신 시스템의 제어

기로부터 수신되는 제 2 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에 근거한다.

본 발명의 더 특별한 실시예에서, 상대방은 과금 엔티티들간의 통신 인터페이스 상에서 통신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요금이

부과된다.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메시징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 2과금 엔티티에 관한 정보는 상대방을 서비스하는 제어기 엔티티에서 포함되게 된다. 제 1 및 제 2 과금 엔티티들 간에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의 설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최소한 일부는 상기 상대방에 의한 응답내에 포함된다.

시그널링은 최소한 2개의 네트워크에서 발생된다.

상대방에 통신 세션에 조인할 것을 초대하는 메세지는, 상대방이 상기 세션의 과금 중 최소한 일부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

고 있다는 표시를 포함한다. 상기 상대방에 의한 최소한의 지불 조건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통신 시스템에서 과금을 위한 더욱 유연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상기 실시예는 선 과금

과 함께, 분할된 과금 책임, 역 과금, 스폰서가 있는 과금등과 같은 과금 방법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장점은 온

라인 협상을 통한 역 과금 또는 분할 과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해 임의의 B-번호 분석 또는 사전 정의를 사용할 필요성이 회피될 수 있다. 만약 선 지불 과금을 사용하면, 실시예들은 발

신진영 즉, A 당사자가 착신진영 즉, B-상대방이 비용들 중 최소한 일부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B-상대방의 일반 전화번호

를 사용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실시예

본 발명은 예로서 3세대(3G) 이동통신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임의의 다른 적당

한 형태의 네트워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발명이 구현되는 통신 시스템(38)의 일부 구성요소들의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통신 시스템(38)의 이용자 장비와 각각의 베이스 스테이션(34 및 44) 사이의 무선 인터페이스 통해 복수의 이동

통신 이용자 장비(A, B)를 서비스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통신 시스템은 최소한 하나의 이동통신망으로 구성된다.

이동통신 이용자 장비는 다른 스테이션들(전형적으로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베이스 스테이션(BS))

과 함께 무선 통신을 위해 구성된다. 모바일 이용자 장비(mobile user equipment)(이동국으로도 호칭될 수 있음)의 기본

동작 원리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사용자는 전화를 주고 받고, 네트워크로/으로부터 데이타를 송신 및 수신하고 그

리고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컨텐츠 송수신을 위한 그러한 태스크를 위해 상기 모바일 이용자 장비를 사용한다.

상기 모바일 이용자 장비는 이동통신망의 베이스 스테이션(BS)으로/으로부터 신호들을 무선으로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요소를 포함한다. 상기 모바일 이용자 장비에는 또한 상기 모바일 이용자 장비의 이용자에게 이미지들과 기타 그래

픽 정보를 표시는 표시부(dispaly)를 제공한다. 스피커 수단이 역시 전형적으로 제공된다. 모바일 이용자 장비의 동작은 제

어 버튼, 음성 명령등과 같은 적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어된다. 더욱이, 이동 스테이션에는 전형적으로 프로세

스 엔티티와 메모리 수단이 제공된다. 상기 이용자 장비와 통신망의 객체들 간의 통신은 적절한 통신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프로토콜의 예로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이 있다.

등록특허 10-0687309

- 7 -



인터넷 프로토콜(IP) 통신에 적응되는 임의의 모바일 이용자 장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에 연결되어 사용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PC, 개인 휴대 단말기(PDA), 이동 스테이션(MS) 등을 사용하여 상기 IMS에 액세스 할

수 있다.

비록 도 1에는 명료성을 위해 베이스 스테이션 당 하나의 이용자 장비가 도시되어 있지만 많은 이용자 장비가 각 베이스

스테이션과 동시에 통신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또한 무선 접속 네트워크(RAN)과 코어 네트워크(CN)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분리된다. 개략적으로 도

시된 도 1에서,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34, 44)은 각각의 무선 접속 네트워크들에 속한다. 다수의 이용자 장비가 무선 접속

네트워크(RAN)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도 1이 명료성을 위해 2개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

크들의 베이스 스테이션들을 도시하였지만, 전형적인 통신망 시스템은 다수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로 구성될 수 있음

이 또한 인식될 것이다.

3세대(3G) 무선 접속 네트워크(RAN)는 패킷 교환 장치(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와 호 상태 제어 기능들

(CSCF: Call State Control Functions) 등의 적절한 제어기 엔티티들과 같은 그러한 적절한 코어 네트워크 엔티티(들)에

연결된다. 도 1은 명료성을 위해 이용자 장비(A,B)를 각각 서비스하는 단지 2개의 코어 네트워크 제어기 엔티티들(36, 46)

을 도시한다.

통신 시스템들의 최근 발전은 종래의 스위치들이나 교환기들이라기 보다 서버들(servers)로 알려진 네트워크 엔티티들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제어 기능들의 제공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3세대(3G) 무선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p개

의 서로 다른 서버들이 서로 다른 제어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호 상태 제어 기능들(CSCFs)과 같은 그러

한 제어 기능을 포함한다.

상기 호 상태 제어 기능 엔티티들은 프록시 호 상태 제어 기능(P-CSCF), 질의 호 상태 제어 기능(I-CSCF), 그리고/또는

서비스 호 상태 제어 기능(S-CSCF) 등의 여러가지의 기능들을 제공한다. 상기 CSCF들은 호 세션 제어 기능들(call

session control functions)과 같은 서로 다른 명칭들로 인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상기 서빙 호 상태 제어 기능은

가입자가 상기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요청(request) 할 수 있도록 상기 가입자가 등록될 필요가 있는 엔티티를 형

성한다. 서비스 제어기 엔티티(serving control entity)에 부가적으로, 이용자는 하나 이상의 프록시 및 질의하는 제어기

엔티티들과 연관될 필요가 있다.

도 1은 또한 2개의 과금 엔티티들(30, 40)을 도시한다. 상기 과금 엔티티(30)는 상기 이용자 장비(A)에 대한 과금을 위한

것이고, 과금 엔티티(40)는 상기 이용자 장비(B)의 과금을 위한 것이다. 각각의 과금 엔티티(30, 40)는 사용자 A, B를 위한

선지불 계정(prepaid accounts)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데이타베이스(31, 41)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되어있다. 또한, 실

시예에 의해 과금 엔티티들(30, 40) 사이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50)가 도시된다.

도 3 및 5를 참조하여 하기에 설명되는 더 자세한 실시예에서, 제어기 엔티티들(36,46)은 이용자 장비(A, B)를 위한 서빙

호 상태 제어 기능들을 각각 제공한다.

이제 도 2의 흐름도와 도 3의 시그널링 흐름도를 참조하여 일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상기 이용자 장비 A 즉, A-

당사자가 단계 100에서 B-상대방이 세션에 참여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상기 이용자 장비 B(B-상대방)와 함께 세션의 셋업

처리를 개시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만약 A-당사자가 세션에 대해 역 과금(reverse charging)이 적용되길 원한다면, 즉

A-당사자가 세션 유지 동안 발생되는 최소한 비용의 일부를 B-상대방이 지불하기를 원한다면, 상기 A-당사자는 상기 세

션의 초기 요구에서 역 과금을 요청할 수 있다.

도 3은 상기 이용자 장비(A, B)가 각각 2개의 다른 네트워크(35, 45)에 위치되는 것을 도시한다. 따라서, 이용자 A와 B의

과금에 대해 책임을 가진 과금 엔티티들이 또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에 위치될 수 있다. 선 지불 시스템(pre-paid

system)에서, 이용자의 선지불 계정의 잔고가 0으로 떨어질때 그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서, 이는 진행중인 세션에 대해 추정 금액 또는 실제 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상기 호에 대해

부과될 선 지불 계정의 잔고와 비교하여, 만일 상기 금액이 잔고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세션을 중단시킴으로써 행해진다.

더 복잡한 통신 시스템, 예를 들면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또는 UMTS(Universi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표준, 혹은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위한 기타 표준에 따른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운영

자의 네트워크들이 호(call)를 운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네트워크들의 운영자들은 호를 지원함에 있어 제공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은 단일 세션에 대해 수많은 운영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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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들어진 과금을 올바른 계정에 신뢰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스템이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면, 상기 세션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이용자의 네트워크는 비록 상기 세션의 과금이 수많은 운영자로부터 야기될지라도

진행중인 세션의 부과금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상기 세션은 그 비용이 이용자의 선지불 잔고를 초과

한 때에도 계속 허용되고 그리고/또는 다른 네트워크들로부터의 모든 요금들이 적절한 선지불 계정으로부터 부과될 수 없

게 된다.

다수의 네트워크들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의 확장에 의해 역 과금(reverse charging)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도 2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은 상기 세션 개시 프로토콜의 초기 시그널링 단계 동안의 시그널

링 흐름을 나타낸다. 특히 도 3은 실제 음성 호 세션(voice call session)이 셋업되기 전의 세션 셋-업 메시징 시그널링 동

안, 각각 2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35, 45)에 연결된 이용자 장비 A와 B 사이에서의 메시지 1, 2, 4 내지 6, 8 내지 10,

12 및 13의 시그널링을 보여준다.

콜렉트 콜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면 특정 과금 정보 요소(CIE: charging information element)로서 SIP 메시지들에 삽입

될 수 있다. 상기 정보는 또한 확장된 마크-업 언어 XML 다큐먼트 바디(document body)에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온라인

계정 세션(들)(A-당사자 그리고/또는 B-상대방)은 SIP 메시지들로부터의 정보에 근거하여 갱신된다.

특히, SIP 시그널링에 의해 역 과금을 협의할 때, 과금 정보 요소(CIE)에는 호 상태 제어 기능 서버들(call state control

function servers) 등의 네트워크 엔티티들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역 과금에 대한 요청은 A-당사

자 이용자 장비에 의해 발생되어 SIP 'INVITE' 메시지1에 삽입된다. 요청의 표시는 INVITE 메시지의 서브젝트 필드

(subject field)에 포함된다. 다른 가능성으로서, 메시지 바디(message body)에 내재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요청은 이후 SIP 'INVITE' 메시지와 함께 B-당사자에게 전송된다. 상기 INVITE 메시지는 프록시 및 서비스 호 상태

제어 기능들(37, 56, 36, 및 46) 등의 적절한 네트워크 엔티티들을 통해 B-당사자의 이용자 장비에 메시지 2 및 4 내지 6

으로서 전송된다. 서비스 호 상태 제어 기능(36)은 제어 단계 3에서 서비스 제어 동작을 실행한다.

상기 메시지 6은 도 2의 단계 101에서 B-당사자의 이용자 장비에서 수신된다(또한, 도 3의 메시지 7을 참조할 것). 이 단

계에서 상기 표시는 B-상대방의 이용자 장비에 의해 역 과금에 대한 요청으로서 해석되고 그리고 적절한 응답이 발생된

다.

만약 요구된 세션비용의 최소한 일부가 B-상대방의 선지불 계정(41)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과금을 가능하

게 하는 정보는 바람직하게 접속의 개시시로부터 이미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접속의 개시시로부터 실시

간으로 정확하게 B-상대방에게 과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된다. B-상대방의 선지불 계정(41)이 비용을 커버하

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실제로, 임의의 유효한 계정이 존재한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장점이다.

상기 B-상대방의 이용자 장비는 도 3의 응답 메시지(8)에 최소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표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정보

는 B-상대방의 이용자 장비로부터 B-상대방과 관련된 네트워크 엔티티들로 전송된다. 도 2에서, 이것은 단계 102에서 수

행된다.

네트워크 엔티티들 중 하나, 예를 들면 B 네트워크(45)의 S-CSCF(46)는 이후 역 과금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음을 검출할

수 있다. 이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네트워크 엔티티는 응답 메시지에 추가의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도 2의 단계 103 참

조). 도 3에서, 상기 CSCF(46)가 CSCF(36)로의 메시지 10에 상기 추가의 정보를 포함시킨다.

상기 추가의 정보는 바람직하게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40)의 주소를 포함한다. 상기 주소는 예를 들면, IP 주소 또는 과

금 엔티티(40)의 SIP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이다. 이 정보는 전형적으로 이용자 장비를 서비스하도록 할당된

제어기 요소에서 이용가능하다.

상기 B-상대방은 예컨대 SIP '183'(진행중인 세션) 메시지 8을 반송함으로써 SIP 'INVITE' 메시지 6과 함께 수신된 역 과

금에 대한 요청을 수락한다. 다른 가능성으로서, SIP 시그널링이 사용되는 경우, SIP '200 OK'메시지에서 상기 요청된 과

금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 요청은 또한 예컨대 응답으로서 SIP 'BYE/CANCEL'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B-상대방

에 의해 거절될 수 있다.

상기 A-당사자를 서비스하는 상기 네트워크 제어기 엔티티(36)는 도 2의 104 단계에서 메시지 10에서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에 관련된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105에서 상기 정보는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30)로 포워딩된다(도 3의 서비스

제어 단계 11 참조). 서비스 CSCF(36)에서 SIP '183' 메시지 10의 수신은 가입자 A의 과금 엔티티(30)에 도 3의 제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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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에서 과금을 위한 메시지 요청을 트리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요청 메시지는 예컨대 디아메터 프로토콜

(Diameter Protocol)에 따른 'INTERRIM RECORD' 또는 'UPDATE REQUEST'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상기 요청 메시지

는 '콜렉트 콜 파라메터들' 요청 및 B-상대방 과금 엔티티의 주소를 포함한다.

이후, 상기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는 수신된 주소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와 접촉할 수 있다. 이

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A-당사자와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들(30, 40) 사이에 과금 정보를 전송하도록 단계 106에서 도

1의 인터페이스(50)를 셋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B-상대방은 단계 107에서 상기 인터페이스(50)를 통해 전송된 정보

에 근거하여 상기 세션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과금된다.

상기 과금 엔티티(30) 및 상기 A-당사자를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구성요소들 그리고 상기 과금 엔티티(40) 그리고/또는 상

기 B-상대방을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구성요소들 사이에 계정은 임의의 적절한 방식으로 셋업 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기

본적인 것은, 과금 엔티티(30)가 과금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40)에서 수행되도록 상기 과금 엔티

티(40)와 함께 과금 세션을 시작하는 것이다.

상기 A-당사자의 네트워크 요소(36)와 상기 B-상대방의 네트워크 요소(46) 사이 뿐만아니라 상기 과금 엔티티들 사이에

서의 주소 정보의 전송은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또는 디아메터 프로토콜 등의 임의의 적절한 프로토콜에 근거한다.

상기 디아메터(Diameter)는 계정과 신용-제어 등의 과금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한다. 'Accounting-Request'(ACR),

'Accounting-Answer'(ACA), 'START_ RECORD', 'INTERIM_RECORD','STOP_RECORD' 및 'EVENT_RECORD'등의

메시지들이 또한 정의된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후 지불 과금의 경우에 사용된다. 상기 신용-제어 어플리케이션들은

'Credit-Control-Request'(CCR), 'Credit-Control-Answer'(CCA), 'INITIAL_REQUEST', 'UPDATE_REQUEST',

'TERMINATION_REQUEST' 및 'EVENT_REQUEST'과 같은 메세지들을 사용할 것이며, 특히 선지불 과금을 위해 사용

될 것이다.

도 4는 세션에 대한 과금을 셋업하기 위한 협상 및, A-당사자와 B-상대방의 네트워크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또

다른 예시적인 시스널링 흐름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시지 8에서 B-상대방의 지불 승낙에 응답하여, B-상대방을 서

비스하는 제어기(46)는 적절한 A-당사자의 네트워크 엔티티(36)에 전송되는 SIP '183' 메시지 11에 B-상대방의 과금 엔

티티 주소 정보를 추가한다. 다른 정보도 또한 전달된다. 예를 들면, 상기 B-상대방의 이용자 장비는 메시지 8에 '콜렉트

콜'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다.

실시예에서, 제 1 계정 요청 메시지 2는 상기 호 상태 제어 기능(36)이 SIP 'INVITE' 메시지 1을 수신할 때 이미 상기 A-

당사자를 서비스하는 과금 엔티티(30)로 전송될 수 있다. 메시지 2는 예를 들면 디아메터 계정 요구 메시지('START

RECORD') 또는 디아메터 신용 제어 요청 메시지('INITIAL REQUEST')로 될 수 있다. 상기 메시지는 SIP 'INVITE' 메시

지 1에 의해 트리거된다. 이러한 타입의 동작에 의해, SIP 'INVITE' 메시지가 시스템에서 추가로 포워딩되기 전에 과금 데

이타의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사하게, 상기 B-상대방의 서비스 호 상태 제어 기능(46)이 A-당사자로부터 상

기 SIP 'INVITE' 메시지를 수신할 때, 적절한 과금 요청 메시지 5를 상기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40)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SIP 'INVITE' 메시지 7에 응답하여, 상기 B-상대방은 SIP '183' 응답 8을 전송한다. 이 메시지는 승낙과 가능한 승낙

조건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도 4는 서비스하는 제어기(46)와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40) 사이에서의 가능한 메시지 5, 6, 9, 및 10를 나타낸다. 메시

지 5 및 6은 "정상적인(normal)" 과금 동작에 관한 것이다. 메시지 9 및 10은 B-상대방이 호에 대해 과금될 것임을 과금

엔티티들(charging entity)에 통보하는 갱신(update)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하다. 상기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40)는 세션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B-상대방이 지불하기로 동의한다는 확인(confirmation)

메시지를 서비스 제어기(46)로부터 수신하지 않는 한, 다른 과금 엔티티들로부터의 요청 메시지에 근거하여 과금을 시작

하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다.

메시지 11을 수신할 때, 상기 A-당사자의 S-CSCF(36)는 과금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30)에 새

로운 과금 요청 메시지(12)를 전송한다. 갱신된 과금 정보는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의 주소를 포함한다. 상기 주소는 2개

의 과금 엔티티들 사이에 통신 인터페이스를 셋업하기 위해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30)에 의해 사용된다(메시지 14 및

15참조).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30)는 예를들면 디아메터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40)와 함께 세

션에 대한 새로운 과금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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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불 방식의 경우, 콜렉트 콜 정보는 상기 세션의 개시시로부터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 3과 4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이것은 상기 정보가 세션 셋-업 시그널링 단계에서 이미 전송된 때 달성될 수 있다. 상기 SIP는 종단간(end-to-end)

방식 시그널링을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시스템(IMS)에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정보는 SIP 메시지들에서 운반될

수 있다.

콜렉트 콜 정보는 A-당사자에 의해 요청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상기 B-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도 3 및 4에서,

B-상대방으로부터의 콜렉트 콜 정보가, 제1 SIP '183' 메시지가 B-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될 때, 이용가능함을 볼 수 있다.

만약 과금 요청(예를들면, 'START RECORD' 또는 'INITIAL REQUEST')이 A-당사자로부터의 SIP 'INVITE' 메시지에

근거하여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로 이미 전송되었으면, A-당사자가 역 과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SIP '183' 메시

지는 콜렉트 콜 파라메터를 구비한 요청(즉, 'INTERIM RECORD' 또는 'UPDATE REQUEST')의 갱신을 트리거할 수 있

다. 이것은 예컨대 무료전화 타입 서비스(free phone type services)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B-상대방이 상기 A-당사자로부터 상기 SIP 'INVITE' 메시지를 수신할 때 B-상대방은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 단

계에서 B-상대방은 역 지불(reversed payment) 조건들에 관한 정보를 응답 메시지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B-상대방

은 과금이 분리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누가 액세스에 대한 지불을 하는가와 같은 과금 계층 특정 조건 정보, IMS 부분들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B-상대방이 비용의 반을 지불하거나, 혹은 B-상대방이 전체 과금에 대해 지불하는

지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Shared-Charging-Information', 'Shared-Percentage', 'Sponsor-Identity'(B-상대방

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과금 정보 요소들에 의해 구현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과금 엔티티에 적절히 지시하도록 A-당사

자의 S-CSCF에 의해 사용된다.

A-당사자의 S-CSCF는 또한 상기 세션의 부과금이 무료(free of charge)임을 A-당사자에 알린다. 예를 들면, '무료 과금'

정보는 상기 A-당사자로 전송되는 상기 SIP '183' 메시지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예를 들면, 메시지의 서브젝트

필드내에 포함될 것이다.

지능적 협상 메커니즘(intelligent negotiation mechanism)이 또한 사용될 것이다. SIP '183' 메시지가 수신될 때 상기 A-

당사자는 비용 지불 혹은 비용 분담에 대한 B-상대방의 제안(offer)을 승인하거나 거절한다. 만약 A-당사자 과금이 제1

SIP 'INVITE'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SIP 200 OK' 또는 'UPDATE' 메시지는 새로운 계정 요구를 트리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NTERIM RECORD' 또는 'UPDATE REQUEST' 메시지는 필요한 '콜렉트 콜' 파라메터들과 함께 상기 과금 엔

티티로 전송될 수 있다. 상기 B-상대방은 또한 상기 A-당사자가 그 다음 승인해야하는 SIP 응답 메시지 내에 승인(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승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로부터의 비용 정보가 또한 B-상대방에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상기 B-상대방으로

전송되는 상기 SIP 메시지들에 포함될 것이다.

도 5는 실시예를 도시하며, 여기서 3개의 네트워크(35, 45, 및 55)의 엔티티들이 A-당사자와 B-상대방 사이에서의 세션

의 준비에 포함된다. 상기 A-당사자는 홈 공중 육상 이동통신망(HPLMN: Home Public Land Mobile Network)(35)(즉,

A-당사자가 승인하는 네트워크)에 의해 서비스된다. 도 5에서 세션 셋-업을 위한 시그널링이 점선으로 도시된다. 셋-업

시그널링에 기초한 실제 세션 셋-업은 실선(52)으로 도시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용자 장비(A, B)간의 실질적인

통신은 네트워크들(35,55)을 인터페이스하는 게이트웨이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지원 노드들(39, 59) 사

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세션 셋-업은 복수의 호 상태 제어 기능 엔티티들(CSCFs)(36, 37, 42, 46 및 56)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프록시 CSCFs 및 질의(interrogate) CSCFs의 기능은 선행 기술에 잘 알려져 있으므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다.

상기 호 상태 제어 기능 엔티티(36)는 상기 A-당사자를 서비스한다(즉, 상기 A-당사자는 상기 엔티티(36)에서 최소한 하

나 이상의 아이덴티티(identity )를 등록한다). 상기 A-당사자 이용자 장비로 및 상기 A-당사자 이용자 장비로부터의 통

신은 서빙 GPRS 지원 노드(38)에 의해 처리된다.

그 다음, 상기 B-상대방은 홈 네트워크(45)로부터 방문 네트워크(45)로 로밍되어 있다. 상기 B-상대방의 이용자 장비로

및 상기 B-상대방의 이용자 장비로부터의 통신은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서빙 GPRS 지원 노드(58)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

나, 상기 B-상대방이 등록되는 상기 서비스 호 상태 제어 기능(46) 뿐만 아니라 상기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40)는 상기

B-상대방의 홈 네트워크(45)에 위치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과금 엔티티(30, 40)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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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위치한 네트워크들에 종속되지 않는다. 수집된 과금 데이타는 상기 당사자들에 의해 제공된 주소 정보에 근거하여

적당한 과금 엔티티로 통신된다. 그러므로, 실시예는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하나가 방문 네트워크로 로밍되는 경우에도 상기

과금 엔티티(30, 40) 사이에서의 과금 세션(50)을 설정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들은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가 상기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의 세부 사항을 인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또한, 예컨대, SIP 'INVITE' 메시지에 상기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30)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

고, 그 다음 이러한 정보를 상기 B-상대방을 서비스하는 S-CSCF로부터 상기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40)로 전송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것은 상기 B 이용자 장비로부터 승인 메시지를 받은 후 이루어진다. 과금 엔티티들(30, 40) 사이에서의 인

터페이스는 그 다음 상기 B-상대방 과금 엔티티(40)에 의해 셋업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들은 분리 또는 역 과금(divided or reversed charging)을 위한 온라인 과금이 가능할 것이다. 상기 실시예

들은 A-당사자의 과금 엔티티(30)와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40)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분리 과금 또는 해당 정

보와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 주소가 셋업 시그널링 동안에 적절한 메시지들에 삽입될 수 있다. 상기 A-당사자 과금 엔티

티가 상기 B-상대방 과금 엔티티의 클라이언트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상기 B-상대방의 이용자 장비는 과금 정보 요소(CIE)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정보 컨텐츠 요소를 생성하도록 구성될 것이

다. 상기 B-상대방의 서빙 호 상태 제어 기능 엔티티(46)와 같은 상기 네트워크 엔티티들은 응답 메시지에 요구되는 데이

타를 더 포함시키도록 구성될 것이다.

상기 요청된 정보가 B-상대방의 이용자 장비에 이미 입력된 구성이 또한 가능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과금 엔티티

(30, 40)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의 셋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상기 B-상대방의 이용자 장비에 대해 이용가능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예컨대 이용자 장비의 메모리 내에 서빙 과금 엔티티와 연관된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서빙 제어기

(46) 등의 네트워크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제공될 것이다.

전술한 솔루션은 후지불 과금 및 선지불 과금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후지불 과금과 선지불 과금의 주요한 차이는 선지불

잔고(prepaid balance)를 모니터링하고 공제하는 대신에, 상기 후지불 과금에서의 과금은 상기 A-당사자 및 B-상대방의

과금 엔티티들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상의 통신에 기초하여 상기 B-상대방의 과금 레코드들을 축적할 것이라는 데 있다.

비록 예시는 SIP 'INVITE' 메시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정할지라도, 이것은 단 하나의 옵션이 아님을 이해할 것이다. 예

를 들면, 과금은 SIP '200 OK' 메시지의 응답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다른 SIP 메시지들 사이에서의 갱신이 필

요하지 않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이동국(mobile station)과 같은 이용자 장비에 관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임의의

다른 적합한 타입의 이용자 장비에 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3세대 이동통신 및 세션 개시 프로토콜(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관련해서 기술되었다. 본 발명

은 또한 적절한 임의의 다른 통신 시스템들 및 프로토콜들에 응용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3개의 과금 엔티티들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를 논의하였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적용가능한 다른

네트워크 구성요소에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메커니즘은 2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세션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 품

질(QoS) 레벨의 협상과 같은 다른 제어 특성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하는 동안, 첨부한 특허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개시된

솔류션을 만들도록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을 할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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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및 도4는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의 동작을 예시한 시그널링 흐름도이다.

도 5는 발명이 구현되는 멀티-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을 나타낸다.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87309

- 13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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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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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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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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