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8

     H04L 12/1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2월03일

10-0549501

2006년01월27일

(21) 출원번호 10-2003-0071727 (65) 공개번호 10-2005-0036132

(22) 출원일자 2003년10월15일 (43) 공개일자 2005년04월20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8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43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72) 발명자 나지현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동한빛아파트133동1505호

노현석

대전광역시서구둔산2동둥지아파트111동202호

정윤원

대전광역시서구도마동137-23번지

김영진

대전광역시서구월평3동누리아파트107동1401호

안지환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149-7번지

(74)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심사관 : 양찬호

(54)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 및 방법

등록특허 10-0549501

- 1 -



요약

본 발명은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서비스

시작과 함께 서비스 세션에 따른 과금 시작을 한 후,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간 과금을 하며, 과금 종료에 따라 마지막 과금 데이터 수집을 하고 해당 서비스 세션을 종료하는 시작 과금, 중간 과금,

종료 과금 절차에 따라 과금 데이터 수집을 하여 세밀한 과금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동성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 간의 핸드오프가 발생할 경우에도 패킷 액세

스 라우터가 일괄적으로 과금 데이터를 핸드오프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와 핸드오프 후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집하여

인증 및 과금서버로 전송함으로써, 과금 신호 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과금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휴대 인터넷 시스템, 패킷 액세스 라우터, 액세스 포인트, 과금 서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인터넷 과금 클라이언트의 동작 상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초기 과금 정보 전송을 위항 동작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중간 과금 정보 전송을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종료 과금 정보 전송을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 간의 핸드오프시 과금 전송을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속 휴대 인터넷 시스템(High-

speed Personal Internet System)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별, 서비스별,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

고 수집된 정보를 전송 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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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인터넷 시스템은 무선 랜 시스템이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인터넷 시스템으로 기존의 무선 인터넷과 달리

여러 개의 서비스 클래스로 정의되어 사용자별로 여러 개의 서비스 연결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 설정별로 다양

한 서비스 클래스를 지원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시스템이다.

이러한, 휴대 인터넷 시스템은 각각의 서비스 클래스별 과금 데이터 전송 및 수집 방식이 새로 요구되며, 기존의 유선 혹은

무선 인터넷망에서 사용하는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서버와 동일한 방식을 통신을 통해

과금을 한다.

또한, 종래의 AAA 서버와 네트워크 액세스망 사이의 프로토콜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래디우스

(RADIUS; 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혹은 다이어메터(Diameter)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각 네트워

크 접속 디바이스에서 과금 정보를 수집하여 AAA 서버로 전송한다.

이때 측정되는 과금 정보는 사용자 별 패킷 송수신량, 사용시간 정보 등이며 서비스의 시작, 중간 전송, 종료시의 과금 정

보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 간의 핸드오프시 과금 정보는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에 의한 종료 후 새로운 액세

스 포인트에 대한 접속 시작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어 작은 핸드오프 발생시 과금 메시지 전송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은 기존의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랜 시스템의 수집 항목

을 복합한 것으로, 아직까지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개념에 맞는 과금 데이터 항목이 정의되어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사용자별로 여러 개의 연결 설정을 할 수 있고, 각각의 연결 설정별 다양한 서

비스 클래스를 지원할 수 있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의 사용자별, 서비스별 과금 데이터

를 수집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확장된 프로토콜을 제시하여 과금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금 데이터 전송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는,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 사업자망과 연결되어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의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휴대

인터넷 접속을 위하여 일정 범위의 통신범위를 가지고, 해당 단말의 휴대 인터넷 시스템 이용에 따른 데이터 이용량 정보

를 수집하는 액세스 포인트; 패킷 접속 라우팅 기능 및 모바일 IP의 외부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수집하는 상기 단말의 데이터 이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데이터 이용량 정보 및 상기 단말을 사용하는 가입자

별 과금 수집 정보를 포함하는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패킷 액세스 라우터; 및 상기 단말의 사용자의 인증 및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수집하는 과금 데이터를 이용한 과금 기능을 수행하는 인증 및 과금 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방법은,

다수의 단말과 접속하여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기능을 수행하는 액세스 포인트, 상기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되

어 상기 단말로부터 송수신되는 패킷 라우팅 및 모바일 IP의 외부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패킷 액세스 라우터 및 상기

단말 사용자의 인증 및 과금 기능을 수행하는 인증 및 과금서버를 포함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

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상기 단말 사용자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라, 해당 사용자별 과

금 세션을 생성하고, 상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해당 사용자의 과금정책 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패킷 액

세스 라우터가 수신된 해당 사용자의 과금 정책에 따라 중간 과금 타이머를 설정한 후, 과금 시작 요구 메시지를 상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전송하여 서브 세션의 과금 시작을 알리는 단계; (c) 상기 중간 과금 타이머에 의한 중간 과금 시간이 되어,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해당 사용자가 접속되어 있는 액세스 포인트로 중간 과금 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하고, 상기 수

집된 과금 데이터와,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수집한 과금 데이터를 상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

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까지의 과금정보를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집하고,

수집된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부터의 과금정보와,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수집한 과금정보를 상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세션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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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과금 데이터는, 상기 단말의 사용자 별로 수집되는 사용자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 및 상기 사용자가 이

용하는 서비스 별로 생성되는 서브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사용자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은, 상기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세션의 ID 정보를 나타내는 세션

ID, 수집된 과금정보를 시작, 중간, 종료로 구분하는 레코드 유형, 상기 레코드 유형에 따라 수집된 과금 정보의 순서를 나

타내는 레코드 번호, 상기 사용자의 IP 주소를 나타내는 사용자 IP 주소,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인 사용자 ID와,

사용자의 소속 집단으로 구성되는 이-메일(E-mail) 주소 형태의 사용자 NAI, 상기 사용자가 접속해 있는 홈에이전트를

나타내는 HA(Home Agent) 주소, 상기 사용자의 모바일 IP 특성을 나타내는 모바일 IP 특성 정보, 상기 휴대 인터넷망에

서 측정되는 무선 링크 상에서 주고받는 입출력 옥탯수 및 패킷 수를 나타내는 무선 링크 입출력(IN/OUT) 옥탯과 무선 링

크 입출력 패킷,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일반 IP 패킷의 입출력 옥탯수 및 패킷 수를 나타내는 입출력(IN/OUT)

옥탯과 입출력 패킷, 및 상기 서비스 사용시간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과금 데이터 전송 시간정보를 나타내는 이벤트 발생

시간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서브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은, 상기 사용자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은, 상기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세션의 ID 정보를 나타내는 세션 ID, 해당 서브 세션이 ID를 나타내는 서브 세션 ID, 수집된 과금정보를 시작, 중간,

종료로 구분하는 레코드 유형, 상기 레코드 유형에 따라 수집된 과금 정보의 순서를 나타내는 레코드 번호, 해당 서브 세션

의 서비스 특성을 대표하기 위해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부여되는 문자열 유형을 나타내는 서비스 유형,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밴드폭 정보 및 서비스 최소 지연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서비스 특성, 상기 휴대 인터넷망에서 측정되는 무

선 링크 상에서 주고받는 입출력 옥탯수 및 패킷 수를 나타내는 무선 링크 입출력(IN/OUT) 옥탯과 무선 링크 입출력 패킷,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일반 IP 패킷의 입출력 옥탯수 및 패킷 수를 나타내는 입출력(IN/OUT) 옥탯과 입출력

패킷, 및 상기 서비스 사용시간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과금 데이터 전송 시간정보를 나타내는 이벤트 발생 시간을 포함한

다.

특히, 상기 단말의 이동으로 인해 상기 액세스 포인트 간의 핸드오프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상기 단

말의 이전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핸드오프 이전까지 수집한 과금 데이터를 포함한 과금 정보 수집 종료 통지 메시지를 수신

하는 단계;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상기 이전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되는 세션 및 서브 세션 정보와 과금 데이터를

저장하고, 핸드오프에 의한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가 해당 단말의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및 상기 중간 과금 시간이

되어,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로 과금 데이터를 요청하여 수신하고, 상기 이전 액세스 포인트로

부터 수집된 과금 데이터와,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집된 과금 데이터와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수집한 데이터를 상

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

도록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

는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의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

하였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120)은, 인터넷망(110)과, 서비스 제공을 하는 다른 사업

자망과 연결되며 AAA 서버(121), PAR(Packet Access Router)(122, 123), AP(Access Point)(124~127) 및 단말(128)

을 포함한다.

단말(128)은 휴대 인터넷 시스템(120)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AP(124~127)는 단말과 휴

대 인터넷 시스템(120)간의 기지국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PAR(122, 123)는 패킷 접속 라우팅 기능과 이동 IP(Mobile Internet Protocol)의 외부 에이전트 기능과 함께 과금

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하며, AAA 서버(121)는 인증, 권한 검증 및 과금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이다.

상기한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은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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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상기 도 1의 AAA 서버(121)가 수집 저장하는 과금 데이터 수집항목은 기본으로 사용자 별로 수집되며,

휴대 인터넷 시스템(120)의 서비스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최소 지연시간 및 밴드폭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 서비스

별로 세션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한 도 2에는 사용자 세션별로 수집되는 과금 데이터 수집항목(210)과, 서비스에 따른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

집 항목(220)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 중에서 사용자의 세션별로 수집되는 과금 데이터 수집항목은 세션 ID(211), 레코드 유형

(212), 레코드 번호(213), 사용자 IP 주소(214), 사용자 NAI(Network Access Identifier)(215), HA(Home Agent) 주소

(216), MIP(Mobile IP) 특성 정보(217), 무선 링크 In/OUT 옥탯(218), 무선 링크 IN/OUT 패킷(219), IN/OUT 옥탯

(210a), IN/OUT 패킷(210b) 및 이벤트 발생 시간(210c) 항목을 가진다.

세션 ID(211)는 사용자의 세션별 수집되는 항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ID이며, 레코드 유형(212)은 수집된 과금 정보

의 시작, 중간 과금 또는 종료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이고, 레코드 번호(213)는 수집된 과금 정보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리고, 사용자 IP 주소(214)는 사용자의 IP 주소 정보를 나타내며, 사용자 NAI(215)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인

사용자 ID와 사용자이 소속 분야로 구성된 이-메일 주소 형태를 나타내고, HA 주소(216)는 사용자가 접속해 있는 HA의

주소 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MIP 특성 정보(217)는 멀티 IP 주소 특성 정보를 나타내고, 무선 링크 IN/OUT 옥탯(218)과 무선링크 IN/OUT 패킷

(219)은 휴대 인터넷 시스템(120)에서 측정된 무선 링크 상에서 주고받는 IN/OUT 옥탯수와 패킷 수를 나타낸다.

IN/OUT 옥탯(210a)과 IN/OUT 패킷(210b)은 일반 IP 패킷의 입력(INPUT)과 출력(OUTPUT) 옥탯수와 패킷 수를 나타

내며, 이벤트 발생시간(210c)은 서비스 사용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과금 데이터를 전송한 시간 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도 2에 나타낸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서비스에 따른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항목(220)은 상기한 사용자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210)과 유사하며, 세션 ID(221), 서브 세션 ID(222), 레코드 유형(223), 레코드 번호(224), 서비스

유형(225), 서비스 특성(226), 무선링크 IN/OUT 옥탯(227), 무선링크 IN/OUT 패킷(228), IN/OUT 옥탯(229), IN/OUT

패킷(220a) 및 이벤트 발생시간(220b)을 포함한다.

또한 서비스에 따라 생성되는 서브 세션별 과금정보는 휴대 인터넷 사용자의 서비스 발생 개수만큼 생성된다.

상기한 서비스에 따른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220)은 사용자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210)과 같은 이름의 항

목은 같은 정보를 나타내며, 서브 세션 ID(222)는 서비스별로 생성되는 서브 세션의 ID를 나타낸다.

그리고, 서비스 유형(224)은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들에 의해 부여되는 문자열 유형을 나타내고, 서

비스 특성(225)은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밴드폭 정보 및 서비스 최소 지연시간 정보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서비스에 따른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220)은 상기 도 1의 AP(124~127)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는 무선링크 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IN/OUT 옥탯수, 일반 IP패킷의 IN/OUT 옥탯수이며, 나머지

정보는 PAR 1, 2(122, 123)에 의해 수집되고, 이는 사용자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210)도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을 가지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120)의 PAR(122, 123)이 수행하는 과금 클라이언트 기능이

동작 상태는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인터넷 과금 클라이언트의 동작 상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과금 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하는 PAR(122, 123)은 각 AP (124~127)가 수집한 과금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과, 이를 PAR(122, 123) 자체가 수집한 과금 정보와 결합하여 AAA 서버(121)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PAR(122, 123)의 상태로는 휴지(310), AP 대기(320), AAA 대기(330), 활성화(340), 핸드오프(350) 및 서브세션

생성 대기(360)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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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122, 123)는 처음에 휴지(310)상태에서 단말(128)의 접속으로 인한 과금 시작 요청 이벤트가 발생하면, 과금 시작을

알리고 과금 정책을 얻기 위한 다이어메터 메시지인 과금 시작 요구(Accounting Request) 메시지를 AAA 서버(121)로 전

송하고(S301), 응답을 받기 까지 AAA 대기(330)상태로 변경된다.

그리고, PAR(122, 123)가 AAA 서버(121)로부터 과금 정책에 대한 과금 응답 메시지(Accounting Answer)를 받으면

(S302), 해당 과금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과금 정책 정보에 따라 임시 타이머를 설정하고 과금 정책을 저장한 후 활성화

(340)상태로 변경된다.

PAR(122, 123)은 활성화(340) 상태에서 휴대 인터넷 서비스 생성에 따라 서브 세션이 생성되고(S303) 서브 세션 생성 대

기(360)상태가 되며, 서브 세션 생성이 완료되면, 해당 서브 세션에 대한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S304), 활성화(340)상태

로 다시 변경된다.

또한, PAR(122, 123)은 단말(128)의 이동으로 인하여 AP(124~127)간의 핸드오프가 발생하면(S305) 핸드오프(350)상

태로 변경되어, 이전에 생성된 AP (124~127)에 대한 과금 정보를 변경하고, 이 전 AP(124~127)로부터의 과금 정보를

수신하여 수집된 과금 정보의 접속 정보를 변경한 후(S306), 다시 활성화(340)상태로 변경된다.

그리고, 활성화(340)상태의 PAR(122, 123)은 상기 단계 S302에서 설정한 임시 타이머가 만료되면, 중간 과금 정보 전송

요청을 AP(124~127)로 전송하고(S307), AP 대기(320)상태로 변경한 후, AP(124~127)에 대한 과금정보를 수집하면 수

집된 정보를 통합하여 AAA 서버(121)로 전송하고(S308) AAA 대기(330)로 변경되어 다시 과금 정책을 수신하는 단계

S302를 거쳐 활성화(340)상태로 변경된다.

이때, PAR(122, 122)이 활성화(340)상태에서 단말(128)로부터 서비스 종료 또는 접속 종료 요청을 수신하면, 종료에 대

한 과금 정보를 AP(124~127)로부터 수신하고(S307), AP 대기 상태로 변경된 후(S320), 다시 과금 정책 요구를 AAA 서

버(121)로 하여 AAA 대기(330)상태로 변경된 후, 더 이상의 과금이 필요 없다면 휴지(310)상태로 변경된다.

상기한 상태 변이를 하는 PAR(122, 123)의 과금 클라이언트 기능에 따라 초기 과금 정보가 전송되는 동작은 다음과 같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초기 과금 정보 전송을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AAA 서버(121)와, PAR(122)과, AP(124)간의 초기 과금 정보 전송 동작 흐름도를 나타낸 것으로, 휴대

인터넷 접속 및 모바일 IP 등록이 일어나면(S401), PAR(122)은 과금 세션을 생성하고(S402) 생성된 세션에 대한 정보를

다이어메터 메시지인 과금 시작 요구 메시지(Accounting Request)를 AAA 서버(121)로 전송한다(S403). 이때, 과금 시

작 요구 메시지에는 과금 유형 및 세션 ID정보가 포함된다.

AAA 서버(121)는 새로운 과금 정보가 생성되었음을 과금 유형 및 세션 ID 정보에 의해 해당 가입자의 과금 정책을 판단하

고, 상기 판단된 과금 정책 정보를 포함하는 과금 응답 메시지(Accounting Answer)를 PAR(122)로 전송한다(S404).

과금 정책을 수신한 PAR(122)은 과금 정책을 저장하고(S405), 중간 과금 전송을 위한 타이머를 세팅한다(S406).

상기한 과정을 거친 후, PAR(122)은 AP(124)로부터 사용자의 서비스 플로우 생성이 일어나면(S407), 해당 세션에 대한

서브 세션을 생성하고(S408), 서브 세션에 대한 서비스 유형 정보 및 특성 정보를 포함하여 서브 세션의 시작을 알리는 서

브 세션 과금 시작 요구 메시지(Accounting Request)를 AAA 서버(121)로 전송한다(S409). 이때, 서브세션 과금 시작 요

구 메시지에는 세션 ID 정보와, 서브세션 ID 정보 및 서비스 특성 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AAA 서버(121)는 해당 버스 세션에 대한 과금정책 정보를 포함한 과금 응답 메시지를 PAR(122)로 전송하여

(S410) 과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과금 시작에 이어 중간 과금 정보의 전송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중간 과금 정보 전송을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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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상기 도 4의 단계 S406에 세팅된 중간 과금을 위한 타이머에 의해 중간 과금 시간이 되면(S501),

PAR(122)은 AP(124)로 과금 정보를 전송해 줄 것 요청하기 위한 과금정보 전송 요청 메시지(Accounting Gathering

Information request)를 전송하고(S502), AP(124)로부터 과금정보 응답 메시지(Accounting Gathering Information

response)를 수신하여 중간 과금 정보를 수집한다(S503).

이때, 상기 AP(124)로부터 PAR(122)로 수집되는 중간 과금 정보는 관련 가입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인 무선링크 IN/

OUT 정보 및 IP 계층의 송수신 패킷량 및 옥탯수 정보를 포함한다.

PAR 1(122)은 AP(124)로부터 수집한 과금정보와, PAR(122)이 수집한 정와 함께 AAA 서버(121)로 과금 시작 요구 메

시지를 통해 전송한다(S504). 이때, 과금 시작 요구 메시지에는 해당 과금 정보가 중간 과금 정보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과

금 유형 정보에 중간과금 정보 표시를 한다.

AAA 서버(121)는 PAR(122)이 전송한 과금정보를 저장하고, 응답 메시지를 PAR(122)로 전송한다(S505).

상기한 과정은 사용자의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과금 정보 전송을 위해 모든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절차가 일어나며, 상기

단계 S505의 응답 메시지에는 전체 세션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중간 과금이 모두 끝나면 다음 중간 과금을 위한 타이

머 시간 설정을 한다(S506).

또한, 상기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작 과금과 중간 과금 방법에 이은 종료 과금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종료 과금 정보 전송을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단말(128)의 접속 종료에 따라 AP(124)과 PAR(122)에 휴대 인터넷 접속 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S601), PAR(122)은 중간 과금을 위해 설정했던 타이머를 해제하고(S602), 이제까지의 과금정보 수집을 위한 과금정보

전송요청 메시지를 AP(124)로 전송하여(S603), 과금정보 응답 메시지로 정보 수집을 한다(S604). 이때, 상기 과금정보

전송 요청 메시지에는 과금 종료를 뜻하는 플래그를 포함하여 AP(124)에 알린다.

PAR(122)이 AP(124)로부터 수집한 과금정보는 PAR(122)이 수집한 과금정보와 함께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로 AAA 서버

(121)로 전송하고(S605), AAA 서버(121)가 응답 메시지를 PAR(122)로 전송하면(S606), PAR(122)은 해당 세션 정보를

삭제하여 과금수집을 종료한다(S607).

이때, 상기 종료 과금 수집은 서비스 플로우 별로 상기 단계 S603 내지 단계 S607의 절차에 의해 과금정보 전송을 하여 모

든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세션을 종료 처리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AP 변경에 대한 핸드오프에 대한 과금정보 전송은 다음과 같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 간의 핸드오프시 과금 전송을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단말(128)이 AP(124)에서 AP(125)로 이동하여 핸드오프가 발생하면(S701), AP(124)은 지금까지 수집

된 과금정보를 포함한 과금정보 수집 종료 통지 메시지(Accounting Gathering Information Indication)를 PAR(122)로

전송하고(S702), PAR(122)은 응답 메시지를 AP(124)로 전송한다(S703).

상기 PAR(122)은 상기 단계 S702에서 수집된 과금정보를 세션 및 서브 세션 정보에 포함되어 저장하고(S704), 단말

(128)이 이동한 다음 AP(125)는 AP(124)이 수집하던 과금정보를 이어서 수집한다(S705).

이때, PAR(122)은 중간 과금 시간이 되었거나, 과금 종료 이벤트가 발생하면(S706), AP(125)로 과금정보 전송 요청 메시

지를 전송하여(S707), 응답 메시지로 과금정보를 수집한다(S709).

그리고, 상기 PAR(122)은 수집된 AP(124)로부터의 과금정보와, AP(125)로부터 수집된 과금정보 및 PAR(122) 자신이

수집한 과금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과금정보를 생성하고(S709), 이를 AAA 서버(121)로 전송한다(S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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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절차를 통해서 핸드오프가 일어나도 PAR(122)은 과금 서브 세션 정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음 과금 정보 전송시

핸드오프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AAA 서버(121)로 전송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에 다

양한 변경이나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 및 방법은 사용자별 여러 개의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과금을 위한 항목을 보다 세밀한 과금정보에 의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 인터넷 시스템이 PAR가 과금 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하여 보다 적은양의 과금 정보 전송을 통해 일괄적인 과

금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과금 신호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단말과 접속하여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 기능을 수행하는 액세스 포인트, 상기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되

어 상기 단말로부터 송수신되는 패킷 라우팅 및 모바일 IP의 외부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패킷 액세스 라우터 및 상기

단말 사용자의 인증 및 과금 기능을 수행하는 인증 및 과금서버를 포함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

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상기 단말 사용자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라, 해당 사용자별 과금 세션을 생성하

고, 상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해당 사용자의 과금정책 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수신된 해당 사용자의 과금 정책에 따라 중간 과금 타이머를 설정한 후, 과금 시작 요구 메

시지를 상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전송하여 서브 세션의 과금 시작을 알리는 단계;

(c) 상기 중간 과금 타이머에 의한 중간 과금 시간이 되면,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해당 사용자의 단말이 접속되어 있

는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중간 과금 데이터를 수신하고, 가입자별 수집 정보를 포함한 PAR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기

수집된 중간 과금 데이터와, 상기 PAR 과금 데이터를 상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상기 단말 사용자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 종료에 따라,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최종 과금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상기 최종 과금 정보와,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수집한 PAR 과금 데이터를 상기 인증 및 과

금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세션을 종료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전송하는 과금 데이터는,

상기 단말의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무선 링크 상에서 주고받는 입출력 옥탯수, 일반 IP 패킷의 입출력 옥탯수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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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단말의 사용자가 휴대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종료함에 따라,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중간 과금을 위한 타이머 설정을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

이터 수집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 데이터는,

상기 단말의 사용자 별로 수집되는 사용자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 및

상기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별로 생성되는 서브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은,

상기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세션의 ID 정보를 나타내는 세션 ID,

수집된 과금정보를 시작, 중간, 종료로 구분하는 레코드 유형,

상기 레코드 유형에 따라 수집된 과금 정보의 순서를 나타내는 레코드 번호,

상기 사용자의 IP 주소를 나타내는 사용자 IP 주소,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인 사용자 ID와, 사용자의 소속 집단으로 구성되는 이-메일(E-mail) 주소 형태의 사용자

NAI,

상기 사용자가 접속해 있는 홈에이전트를 나타내는 HA(Home Agent) 주소,

상기 사용자의 모바일 IP 특성을 나타내는 모바일 IP 특성 정보,

상기 휴대 인터넷망에서 측정되는 무선 링크 상에서 주고받는 입출력 옥탯수 및 패킷 수를 나타내는 무선 링크 입출력(IN/

OUT) 옥탯과 무선 링크 입출력 패킷,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일반 IP 패킷의 입출력 옥탯수 및 패킷 수를 나타내는 입출력(IN/OUT) 옥탯과 입출력

패킷,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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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사용시간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과금 데이터 전송 시간정보를 나타내는 이벤트 발생 시간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은,

상기 사용자 세션별 과금 데이터 수집 항목은,

상기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세션의 ID 정보를 나타내는 세션 ID,

해당 서브 세션이 ID를 나타내는 서브 세션 ID,

수집된 과금정보를 시작, 중간, 종료로 구분하는 레코드 유형,

상기 레코드 유형에 따라 수집된 과금 정보의 순서를 나타내는 레코드 번호,

해당 서브 세션의 서비스 특성을 대표하기 위해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부여되는 문자열 유형을 나타내는 서비스 유형,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밴드폭 정보 및 서비스 최소 지연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서비스 특성,

상기 휴대 인터넷망에서 측정되는 무선 링크 상에서 주고받는 입출력 옥탯수 및 패킷 수를 나타내는 무선 링크 입출력(IN/

OUT) 옥탯과 무선 링크 입출력 패킷,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일반 IP 패킷의 입출력 옥탯수 및 패킷 수를 나타내는 입출력(IN/OUT) 옥탯과 입출력

패킷, 및

상기 서비스 사용시간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과금 데이터 전송 시간정보를 나타내는 이벤트 발생 시간

을 포함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이동으로 인해 상기 액세스 포인트 간의 핸드오프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상기 단말의 이전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핸드오프 이전까지 수집한 중간 과금 데이터를 포함한

과금 정보 수집 종료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상기 이전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되는 세션 및 서브 세션 정보와 중간 과금 데이터를 저장

하고, 핸드오프에 의한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가 해당 단말의 중간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및

상기 중간 과금 시간이 되어,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로 중간 과금 데이터를 요청하여 수신하고,

상기 이전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집된 중간 과금 데이터와,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집된 중간 과금 데이터와 패킷

액세스 라우터가 수집한 PAR 과금 데이터를 상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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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방법.

청구항 9.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 사업자망과 연결되어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의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휴대 인터넷 접속을 위하여 일정 범위의 통신범위를 가지고, 해당 단말의 휴대 인터넷 시스템 이용에 따른 데

이터 이용량 정보를 수집하는 액세스 포인트;

패킷 접속 라우팅 기능 및 모바일 IP의 외부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서 수집된 상기 단말의 데이

터 이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데이터 이용량 정보 및 상기 단말에 대한 가입자별 과금 수집 정보를 포함하는 과

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패킷 액세스 라우터; 및

상기 단말의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에서 수집된 과금 데이터를 이용한 과금 기능을 수행하는 인

증 및 과금 서버

를 포함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는, 상기 단말의 핸드오프가 발생하면,

핸드오프 이전의 액세스 라우터와 핸드오프된 액세스 라우터에서 수집된 데이터 이용량 정보를 이용한 중간 과금 데이터

를 모두 수집하고, 상기 패킷 액세스 라우터에서 직접 수집된 PAR 과금 데이터와 상기 중간 과금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과금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인증 및 과금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과금 데이터 수집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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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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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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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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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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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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