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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단문 메시지에 의한 대화 기능을 이
용하여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이동 단말기에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무선 통신망 가입자들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동 단말기에 WAP 프로토콜과 브라우저 기
능이 제공되어야 함에따라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의 웹 문서에 대한 TTL(Time To Live)과 만기 
시간 및 마지막 수정 시간을 이용하여 URL 메모리에 최근의 URL 웹 문서를 저장, 관리함으로써, WAP 표준을 지원하
지 않는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URL 정보 요구시 해당 URL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URL 정보에 대해서만 직접 인터넷
을 접속해서 URL의 웹 문서를 제공함에 따라 최근의 웹 문서에 대한 신속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며, 가입자가 
정의한 북마크된 URL 정보가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URL 정보를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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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무선 인터넷 접속 구조도.

도 2는 WAP 표준에 따른 종래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처리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접속 구조도.

도 4는 도 3에 있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처리 동작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처리를 위한 URL 메모리 관리 동작 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0 : 이동 단말기 40 : 게이트웨이 시스템

41 : 서비스관리수단 42 : 문서관리수단

43 : 자원관리수단 44 : 푸쉬서비스수단

45 : 인터넷관리수단 50 : 웹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단문 메시지에 의한 대화 기능을 이
용하여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이동 단말기에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무선 통신망에서의 통신 서비스는 음성 서비스를 시작으로 메시지 단위의 통신을 경유하여 데이터 통신에 이
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보의 보고라고 일컫는 인터넷과의 결합을 통해 진일보된 인터넷 서
비스를 해당 무선 통신망 가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입자들에게 제한없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추세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외에 이동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입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 단말기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

또한, 무선 통신망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초기 부가 서비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부가 서비스
가 공존하고 있는데, 종류가 다른 각 이동 단말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부가 서비스를 수용하기에는 해당 이
동 단말기의 기능이 부족하여 서비스가 진화되어도 진화된 서비스를 수용하지 못하고 특정 서비스만을 수용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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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무선 통신망에서의 이동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는 WAP 포럼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
재도 많은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종래의 무선 통신망 가입자가 이동 단말기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
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 단말기로 교체해야만 가능했다.

즉, WAP 포럼에서 주도하고 있는 WAP 표준 즉, WAP 프로토콜과 WAP 브라우저 기능을 이동 단말기에서 제공해야 
하므로, 해당 WAP 표준이 지원되지 않는 기존의 이동 단말기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망 가입자들은 현재 사용중인 이동 
단말기를 교체해야만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했다.

    
이를 첨부된 도면 도 1에 도시된 무선 인터넷 접속 구조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해당 WAP 포럼에서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WAP 브라우저 기능을 제공하는 이동 단말기(11)가 무선 통신망 및 인터넷(인트라넷)을 
통해 웹(WEB) 서버(14, IP 서버)와 접속하기 위해서는 WAP을 지원하는 SMS(Short Message Service) 인터페이
스와 HTTP를 지원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WAP-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간의 프로토콜 변
환 기능과 무선 통신망과의 통신을 위한 WML(Wireless Markup Language) 문서(Contents)를 인코딩/디코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WAP 게이트웨이 시스템(13)이 필요하다.
    

또한, WTA(Wireless Telephony Application) 서버(12)의 경우 WAP 게이트웨이 시스템(13)과 HTTP 통신을 하
면서, 전화 통신과 밀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WTA 서버(12)는 웹 서버처럼 취급되지만, 특별히 무선 통신
망과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특수 응용 프로세스가 탑재되어 이동 단말기(11)의 WAP 브라우저에 WTA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동작시킨다.

한편, 상술한 WAP 포럼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에 따른 무선 인터넷 서비스 처리 절차를 첨부된 도면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무선 통신망 가입자가 이동 단말기(11)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위한 항목(item)을 선택하면(스텝 S21), WA
P 게이트웨이 시스템(13)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초기 메뉴를 이동 단말기(11)에 제공하게 되고(스텝 S22), 제공
된 초기 메뉴에 따라 해당 가입자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입력 또는 선
택하게 된다(스텝 S23). 이때, 해당 이동 단말기(11)와 WAP 게이트웨이 시스템(13) 간에는 2진(binary) WML 문
서를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WAP 게이트웨이 시스템(13)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2진 WML 문서를 디코딩하여 HDML(Handheld Device Markup Language) 또는 WML로 구성되어진 웹 서버
(14)에게 요구한 후(스텝 S24), 해당 정보 요구에 따라 웹 서버(14)로부터 다운로드되는 WML 문서를 2진 WML 문
서로 인코딩하고(스텝 S25), 인코딩한 2진 WML 문서를 WA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망을 통해 이동 단말기
(11)로 전송하게 된다(스텝 S26).
    

그러면, 해당 이동 단말기(11)에서는 인코딩된 2진 WML 문서를 WAP 게이트웨이 시스템(13)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해당 2진 WML 문서 즉, 가입자가 요구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단말기의 표시부에 표시
해 주게 되는데(스텝 S27), 이때, 해당 이동 단말기(11)는 WAP 프로토콜과 WAP 브라우저 기능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 요구 및 표시 기능을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무선 통신망 가입자들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동 단말기에 WAP 프로
토콜과 브라우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에따라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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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 URL의 웹 문서에 대한 
TTL과 만기 시간 및 마지막 수정 시간을 이용하여 URL 메모리에 최근의 URL 웹 문서를 저장,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WAP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URL 정보 요구시 최근의 웹 문서에 대한 신속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
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URL의 웹 문서에 대한 TTL과 만기 시간 및 마지막 수정 시간을 이용하여 URL 메모리에 최근
의 URL 웹 문서를 저장,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가 정의한 북마크된 URL 정보가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URL 정
보를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단문 메시지에 의한 대화 기능을 갖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RL의 웹 문서에 대한 TTL과 만기 시간 및 마지막 수정 시간을 이용하여 UR
L 메모리에 최근의 URL 웹 문서를 저장, 관리하는 과정과;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URL 웹 문서
를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한 URL 웹 문서를 I-SMSC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여기서, 상기 URL 메모리에 최근의 URL 웹 문서를 저장, 관리하는 과정은, 상기 URL 메모리의 각 레코드를 순차적으
로 검색하여 만기 시간이 경과하거나 TTL이 유효하지 않은 레코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만기 시간이 경과
하거나 TTL이 유효하지 않은 레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URL 접속을 수행하여 상기 레코드의 URL 웹 문
서를 최근 URL 웹 문서로 갱신하는 단계와; 갱신한 URL 웹 문서에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만기 시간이 지정된 웹 문서가 저장되는 레코드의 만기 시간을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URL 웹 문서를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하는 과
정은, 연결 요구한 서비스 세션의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단계와; 요구된 데이터의 URL 식별번호를 분석하여 내부 메뉴 
처리를 위한 요구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내부 메뉴 처리를 위한 요구가 아닌 경우 요구된 데이터에 포함된 액션키인 
URL 웹 문서 요구 명령을 검색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되는 URL 웹 문서가 URL 메모리에 존재하는지를 확
인하는 단계와; URL 메모리에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되는 URL 웹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대응하는 레코드에 저
장된 URL 웹 문서를 판독하는 단계와; 판독한 URL 웹 문서를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되, 상기 요구된 데이터에 포함된 액션키인 URL 웹 문서 요구 명령을 검색한 결과, 상기 이동 단말기
로부터 요구되는 URL 웹 문서가 URL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URL 접속을 수행하여 대응하는 U
RL 웹 문서를 수집하는 단계와; 수집한 URL 웹 문서를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요구된 데이터의 URL 식별번호를 분석한 결과 내부 메뉴 처리를 위한 요구인 경우 상기 URL 식별번호에 
따라 상기 내부 메뉴 처리에 속하는 북마크 처리, 시스템 메뉴 처리, 전자우편 처리, 사용자 입력 처리 중에서 어느 하나
의 처리 루틴을 통해 이동 단말기에서 요구하는 URL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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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접속 구조는 첨부한 도면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WML 문서를 저장(Repository)하고 
해당 WML 문서에 대한 CGI(Common Gateway Interface)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웹 서버(50, IP서버)와, WML 문
서를 컴파일(Compile)하고 WML 문서와 단문 메시지를 상호 인코딩 및 디코딩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40)과, 사용자 
에이전트에 의해 게이트웨이 시스템(40)과의 상호 작용을 수행하는 이동 단말기(30)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동 단말기(30)는 무선 통신망을 통한 SMS 인터페이스(IS-637 ; Interim Standard-637) 기능을 이용하
여 게이트웨이 시스템(40)과 접속하고,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인터넷(인트라넷)을 통한 인터넷 인터페이스(
HTTP) 기능을 이용하여 웹 서버(50)와 접속하되, 해당 이동 단말기(30)는 SMS 인터페이스를 통한 단문 메시지 대
화 기능을 이용하여 I-SMSC(Interaction SMS Center,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음)를 통해 게이트웨이 시스템(40)
과 접속하여 소정의 URL 정보를 요구하게 되며,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이동 단말기(30)에서 WAP 프로토콜
과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고도 서비스될 수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술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첨부한 도면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비스관
리수단(41)과, 문서관리수단(42)과, 자원관리수단(43)과, 푸쉬서비스수단(44) 및 인터넷관리수단(45)을 포함한다.

해당 서비스관리수단(41)은 망 사업자의 기존 인프라와 접속하고 서비스 세션(Session ; 대화를 위한 논리적 연결)을 
관리하되, 정보 요구/응답 핸들링(handling) 기능과, 이력 관리 기능과, No.7 인터페이스 기능과, I-SMSC, SMSC 또
는 망연동장치(Inter-Working Function)(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음)와의 상호 접속 기능을 수행한다.

해당 문서관리수단(42)은 가입자 요구를 처리하고, 가입자 요구에 따른 결과로 수집된 웹 문서를 처리하되, 가입자 요
구 분류 기능과, 문서 초기화 기능 및 각종 URL의 웹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캐쉬(Cache)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각
종 URL이라 함은 가입자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의한 북마크(Bookmark) 정보에 해당하는 URL과, 시스
템 내부에서 할당된 메뉴에 해당하는 URL과, 가입자 요구에 의해 수집된 웹 문서에 대한 URL을 의미한다.

해당 자원관리수단(43)은 시스템 전체의 자원 관리와 초기 서비스 메뉴를 관리하되, 초기 서비스 메뉴 즉, 디렉토리 서
비스 메뉴를 제공하는 기능과, 북마크 관리 기능과, 전자우편/팩스 송수신 기능과, 가입자 데이터베이스 영역 할당 기능
과, 가입자 요구에 따른 정보 수집 기능과, 과금(Billing) 데이터/NMS(Network Management Subsystem) 데이터 
관리 기능 및 통계 핸들링 기능을 수행한다.

해당 푸쉬서비스수단(44)은 가입자에 의해 정의된 서비스 항목인 북마크된 URL 정보를 능동적으로 체크하여 갱신된 
URL 정보를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해당 인터넷관리수단(45)은 인터넷(인트라넷)과 접속하여 가입자에 의해 요구된 URL의 웹 문서를 수집하고, 수집한 
웹 문서를 문서관리수단(42)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템(40)에서의 서비스 방법 즉, 본 발명에 따른 게이
트웨이 시스템(40)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처리 동작을 첨부한 도면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해당 데이터 처리 동작은 일반적인 이동 단말기(30, WAP 프로토콜과 브라우저가 지원되지 않는 이동 단말기)에
서 서비스될 수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기준으로 수행되는데, 해당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망 사업자의 기존 인프라와 접속한 후, 가입자의 접속 요구에 따라 I-SMSC로부터 해당 가
입자에 대한 세션 연결이 요구되면(스텝 S1),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세션 
연결을 요구한 가입자의 이동 단말기(30)에 대한 MIN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스텝 S2).
    

이때, 세션 연결을 요구한 이동 단말기(30)에 대한 MIN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처음으로 세션 연결을 요
구한 이동 단말기(30)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 단말기(30)에 대한 MIN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스텝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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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션 연결을 요구한 이동 단말기(30)에 대한 MIN 정보가 저장되면,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연결 요구
한 서비스 세션의 IS-637 파라미터를 갱신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서비스 세션인 경우 대응하는 세션 식별번호를 
생성하고 세션 시퀀스를 '0'으로 할당한 후 IS-637 파라미터를 갱신하게 되고, 새로운 서비스 세션이 아닌 경우 대응
하는 IS-637 파라미터를 갱신하게 된다(스텝 S4).

    
이후,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이동 단말기(30)에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소정의 URL 정보 또는 URL 웹 문
서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부 메뉴 처리를 위한 URL 정보 요구인지를 확인하여(스텝 S5), 내부 
메뉴 처리를 위한 URL 정보 요구인 경우 대응하는 처리 루틴을 통해 해당 이동 단말기(30)에 제공하기 위한 URL 정
보를 생성하여 I-SMSC 측으로 전송하게 되는데(스텝 S6), 이때, 요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대응하는 URL 식별
번호에 따라 내부 메뉴 처리에 속하는 북마크 처리, 시스템 메뉴 처리, 전자우편 처리, 사용자 입력 처리 중에서 어느 하
나의 처리 루틴을 통해 해당 이동 단말기(30)에 제공하기 위한 URL 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한편, 내부 메뉴 처리를 위한 URL 정보 요구가 아닌 경우 즉, 외부 메뉴 처리를 위한 요구인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 시
스템(40)은 요구된 데이터에 포함된 액션키(ActionKey) 즉, 인터넷 서비스인 URL 웹 문서를 요구하는 명령을 검색
하여 URL 메모리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스텝 S7), 먼저, 내부 캐쉬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내부 캐
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URL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해당 액션키가 URL 메모리에 존재하는 경우 즉, 이동 단말기(30)로부터 요구된 URL 웹 문서가 URL 메모리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대응하는 레코드에 저장된 URL의 웹 문서 즉, 이동 단말기(30)로부터 
요구된 URL 웹 문서를 판독하고(스텝 S8), 판독한 URL 웹 문서를 이동 단말기(30)에서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포맷
해서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parsing)하여 저장한 후(스텝 S11), 해당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한 URL 웹 문서를 I-
SMSC 측으로 전송하게 된다(스텝 12).
    

    
한편, 스텝 S7에서 해당 액션키가 URL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이동 단말기(30)로부터 요구된 URL 웹 문서
가 URL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이동 단말기(30)로부터 요구된 URL 웹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웹 서버(50) 접속시의 HTTP 처리에 필요한 URL 접속 패킷을 생성하여 URL 접속을 수
행한 후(스텝 S9), 해당 인터넷을 통해 웹 서버(50)로부터 URL의 웹 문서를 수집한 후(스텝 S10), 수집한 URL 웹 
문서를 이동 단말기(30)에서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포맷해서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한 후(스텝 S11), 해
당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한 URL 웹 문서를 I-SMSC 측으로 전송하게 된다(스텝 S12).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가입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가입자가 정의한 북마크 정보에 해당하는 URL
이나 시스템 내부에서 할당된 메뉴에 해당하는 URL, 그리고 가입자 요구로 인해 기수집된 URL에 대해 캐쉬 알고리즘
을 적용해서 해당 URL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 관리하게 된다.

    
즉,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가입자의 접속 요구시 먼저 URL 메모리를 검색하여 요구한 URL의 웹 문서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한 후, 해당 URL 메모리에 요구한 URL의 웹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URL 메모리의 레코드에 저장된 U
RL의 웹 문서를 판독하여 가입자가 요구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당 URL 메모리에 요구한 URL의 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웹 서버(50)를 접속하여 HTTP 처리를 수행해서 수집한 URL의 웹 문서를 이용하여 가
입자가 요구한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이동 단말기(30) 가입자에게 보다 신속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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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처리를 위한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의 URL 메모리 관리 동작을 첨부한 도
면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구성 파일을 통해 등록 정보를 판독하여 프로세스를 초기화하고, URL 메모리에 
접속한 후(스텝 S61), 기설정된 주기 시간이 되는 경우 해당 URL 메모리에 저장된 레코드를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해
당 레코드의 만기 시간(Expire Time)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스텝 S62). 이때, 해당 URL 메모리의 각 
레코드에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URL의 웹 문서가 저장되어 있다.

한편, 스텝 S62에서 해당 레코드의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현재 시간이 만기 
시간을 경과했는지를 확인하여(스텝 S63), 해당 만기 시간을 경과한 경우 HTTP 처리를 수행하여 인터넷을 통해 웹 
서버(50)의 URL 접속을 수행해서 만기 시간이 경과한 레코드에 저장되어야 할 최근의 URL의 웹 문서를 요구하게 된
다(스텝 S64, S65).

이후,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웹 서버(50)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요구된 최근의 URL 웹 문서 전송이 완료되는
지를 확인하여(스텝 S66), 해당 웹 문서의 전송이 완료되는 경우 전송된 최근 URL 웹 문서를 분석하여 HTTP 헤더(
header)와 바디(body)에 대한 영역을 검색함으로써, 해당 웹 문서에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스텝 S67),

이때,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최근 URL 웹 문서의 마지막 수정 시간(Last Modification Time)이 변경되었
는지를 확인하여(스텝 S68), 해당 웹 문서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레코드의 만기 시간과 마지막 수정 
시간을 갱신함과 동시에 기존의 URL 웹 문서를 최근 URL 웹 문서로 갱신하게 되고(스텝 S69), 해당 웹 문서의 마지
막 수정 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레코드의 만기 시간만을 갱신하게 된다(스텝 S70).

그런데, 스텝 S67에서 최근 URL 웹 문서에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최근 UR
L 웹 문서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스텝 S71), 마지막 수정 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근 UR
L 웹 문서의 TTL(Time To Live)을 계산하여 갱신하게 되고(스텝 S72), 마지막 수정 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레코드의 만기 시간을 초기화한 후, 새로운 TTL을 계산하여 갱신하게 된다(스텝 S73).

한편, 스텝 S62에서 해당 레코드의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TTL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스텝 S
74), 해당 TTL의 유효성은 현재 시간과 마지막 수정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확인하되, 해당 현재 시간과 마지막 수정 
시간의 차이가 TTL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TTL이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 TTL보다 작은 경우 해당 TTL이 유효한 것
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때, 해당 레코드의 TTL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해당 레코드에 저장되어 있는 U
RL 웹 문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여 마지막 액세스 시간(Last Access Time)을 변경한 후(스텝 S75), 다음 레코드
를 검색하는 스텝 S62로 귀환하여 반복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스텝 S74에서 해당 레코드의 TTL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URL 접속을 수행하
는 스텝 S64의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TTL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레코드에 저장되어야 할 최근의 URL 웹 문
서를 요구하게 된다.

다른 한편, 스텝 S63에서 해당 레코드의 만기 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레코드에 저장된 URL의 웹 문서가 유효
한 것으로 인식하여 마지막 액세스 시간을 변경한 후(스텝 S75), 다음 레코드를 검색하는 스텝 S62로 귀환하여 반복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URL 메모리 관리를 위해 TTL과 만기 시간 및 마지막 수
정 시간을 이용하여 해당 URL 메모리에 대한 다음 액세스 시간을 설정하고, 설정된 액세스 시간에 해당 URL 메모리를 
접속하여 각 레코드에 저장된 URL의 웹 문서를 최근 정보로 갱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가입자 요구에 대해 직접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고도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에서 내부 URL 
메모리의 각 레코드에 저장된 URL의 웹 문서만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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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입자가 정의한 북마크된 URL 정보가 갱신되는 경우 북마크된 URL 정보가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I-SMSC를 
통해 이동 단말기(30)로 전송하여 알려줌으로써, 가입자에게 갱신된 URL 정보에 대한 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은 URL 메모리 관리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절차를 통해 해당 게이트웨이 시스템(40)은 메뉴 서
비스/URL 직접 이동화면 사용 서비스와, 책갈피 서비스와, 전자메일 발송/조회 서비스와, 주소록 관리 서비스 및 팩스 
발송/수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메뉴 서비스/URL 직접 이동화면 사용 서비스는 무선 통신망 사업자
에 의해 기정의되거나 가입자에 의해 정의된 사이트의 웹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디렉토리 메뉴를 제공하여 간편한 웹 
검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책갈피 서비스는 브라우저 상의 북마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가입자별로 책갈피 이력을 
관리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자메일 발송/조회 서비스는 이동 단말기에서 직접 전자메일을 발송하거나 조
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주소록 관리 서비스는 가입자의 주소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팩스 발송/
수신 서비스는 이동 단말기에서 직접 팩스 정보를 발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상술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과 관련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자명한 범
위내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 수정 및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 URL의 웹 문서에 대한 TTL과 만기 시간 및 마지막 수정 시간을 이용
하여 URL 메모리에 최근의 URL 웹 문서를 저장, 관리함으로써, WAP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UR
L 정보 요구시 해당 URL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URL 정보에 대해서만 직접 인터넷을 접속해서 URL의 웹 문서를 제
공함에 따라 최근의 웹 문서에 대한 신속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며, 가입자가 정의한 북마크된 URL 정보가 갱
신되는 경우 갱신된 URL 정보를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문 메시지에 의한 대화 기능을 갖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URL의 웹 문서에 대한 TTL과 만기 시간 및 마지막 수정 시간을 이용하여 URL 메모리에 최근의 URL 웹 문서를 저장, 
관리하는 과정과;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URL 웹 문서를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한 URL 웹 문서를 I-SMSC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URL 메모리에 최근의 URL 웹 문서를 저장, 관리하는 과정은, 상기 URL 메모리의 각 레코드를 순차적으로 검색
하여 만기 시간이 경과하거나 TTL이 유효하지 않은 레코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만기 시간이 경과하거나 
TTL이 유효하지 않은 레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URL 접속을 수행하여 상기 레코드의 URL 웹 문서를 최
근 URL 웹 문서로 갱신하는 단계와; 갱신한 URL 웹 문서에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만기 시
간이 지정된 웹 문서가 저장되는 레코드의 만기 시간을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
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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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만기 시간이 경과하거나 TTL이 유효하지 않은 레코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레코드에 만기 시간
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시간이 만기 시간을 경과했는지를 확인하고, 상기 레코드에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는 TTL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URL 메모리의 각 레코드를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만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TTL이 유효한 레코드가 존재하
는 경우 상기 레코드의 마지막 액세스 시간을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
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한 URL 웹 문서에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만기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웹 문서가 저장되는 레코드의 TTL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웹 문서가 저장되는 레코드의 TTL을 갱신하는 단계는, 상기 웹 문서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TT
L을 계산하여 상기 레코드의 TTL을 갱신하고, 상기 웹 문서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시간
을 초기화한 후, 새로운 TTL을 계산하여 상기 레코드의 TTL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
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만기 시간이 지정된 웹 문서가 저장되는 레코드의 만기 시간을 갱신하는 단계는, 상기 웹 문서의 마지막 수정 시간
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기 만기 시간과 마지막 수정 시간 및 웹 문서를 갱신하고, 상기 웹 문서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변
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레코드의 만기 시간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URL 웹 문서를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하는 과정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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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요구한 서비스 세션의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단계와; 요구된 데이터의 URL 식별번호를 분석하여 내부 메뉴 처리를 
위한 요구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내부 메뉴 처리를 위한 요구가 아닌 경우 요구된 데이터에 포함된 액션키인 URL 웹 
문서 요구 명령을 검색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되는 URL 웹 문서가 URL 메모리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URL 메모리에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되는 URL 웹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대응하는 레코드에 저장된 U
RL 웹 문서를 판독하는 단계와; 판독한 URL 웹 문서를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된 데이터에 포함된 액션키인 URL 웹 문서 요구 명령을 검색한 결과,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되는 UR
L 웹 문서가 URL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URL 접속을 수행하여 대응하는 URL 웹 문서를 수집하
는 단계와; 수집한 URL 웹 문서를 카드 형태의 캐쉬에 분할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
이트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구되는 URL 웹 문서가 URL 메모리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URL 메모리의 
내부 캐쉬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후, URL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시
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된 데이터의 URL 식별번호를 분석한 결과 내부 메뉴 처리를 위한 요구인 경우 상기 URL 식별번호에 따라 상
기 내부 메뉴 처리에 속하는 북마크 처리, 시스템 메뉴 처리, 전자우편 처리, 사용자 입력 처리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리 
루틴을 통해 이동 단말기에서 요구하는 URL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
웨이 시스템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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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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