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43310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G06F 17/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43310

2003년06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1-0074393

(22) 출원일자 2001년11월27일

(71) 출원인 최일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주공아파트 443동 508호

(72) 발명자 최일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주공아파트 443동 508호

(74) 대리인 박만순

심사청구 : 있음

(54)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단말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무선 도메인네임 체계 및 이를 지원하는 포털사이트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웹사이트에 쉽게 접속하도록 고안된 숫자

도메인(이하 '웹넘버'이라 함)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서브 웹페이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는 웹

넘버가 할당된 다수의 서브 웹페이지를 웹넘버 포털 서버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별도의 무선 웹사이트 구축이 없이

도 무선 웹정보를 무선단말기 사용자에게 풍부하게 제공하게 해준다. 따라서, 웹넘버와 함께 제공하는 서브 웹페이지

에 컨텐츠 제공자가 당장 링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컨텐츠 제공자는 적은 비용으로 무선인터넷을 위한 웹

호스팅을 할 수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사용하던 습관을 그대로 활용한 웹넘버 할당방식, 즉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메뉴의 항목마다 번호를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나열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만드는 웹넘버는 웹 클라이언트가 무단말기

에 웹넘버 주소를 입력하여 단번에 원하는 무선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줌으로써, 표시창이 작고 입력도구가 열악한 

무선 단말기에서도 원하는 인터넷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포털 사이트, 무선인터넷, WAP, 웹 브라우저, 하이퍼텍스트, WHOIS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에 등록된 웹넘버 포털사이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홈페이지와

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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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에 의한 웹넘버 할당 방법 및 서브 웹페이지를 통해 웹호스팅 

서비스에 등록하는 과정을 보인 순서도

도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의 블록도

도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서브 웹넘버 메모리를 구체화한 블록도

도7은 웹 클라이언트가 무선인터넷용 웹호스팅을 위해 웹 정보를 본 발명의 웹넘버 할당 시스템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인 구성도

도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포털사이트에서 웹호스팅을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무선 웹사이트를 검

색하는 과정을 보인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단말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무선 도메인네임 체계 및 이를 지원하는 포털사이트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수의 웹사이트에 쉽게 접속하도록 고안

된 숫자도메인(web-number; 이하 '웹넘버'이라 함)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서브 웹페이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는 웹넘버가 할당된 다수의 서브 웹페이지를 웹넘버 포털 서버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별도의 

무선 웹사이트 구축이 없이도 무선 웹정보를 무선단말기 사용자에게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한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무선 웹사이트 정보제공자는 무선 웹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많은 투자와 홍보를 해야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독점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 체계로는 개개의 무선 웹사이트로의 접속이 힘들고, 비 이동통신사

에 의한 무선포털사이트도 다른 무선 인터넷 사이트로의 접속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무선인터넷

접속을 위해 도메인 주소 입력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으로 전세계에 인터넷이 폭발적으

로 보급된 것과 같이 무선인터넷의 경우에도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선 인터넷 단말기에 적합한 체계의 도메인네

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선 인터넷 단말기에서 기존의 도메인네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갯수의 다이얼패드를 키보드로 사용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차례 버튼을 눌러야 하는 등 무선단말기에서는 숫자와 겸용으로 알파벳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특히 한 무선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 서로 하이퍼텍스트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검색해야 하고 그 때마다 이동통신사의 기본 메뉴를 거쳐 알파벳으로 된 도메인네임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었다. 최근에 소개된 몇몇 숫자도메인 체계의 경우에도 무선단말기에서의 버튼 입력은 쉽지만, 숫자 자체의 

인지도가 알파벳으로 구성된 기존의 도메인네임보다 떨어지는 등 무선단말기 사용자가 숫자도메인을 잘 기억해 놓아

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포털사이트를 사용하듯이 최상위에서 최하위 메뉴까지 항목마다 번호를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나열한 방식

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웹넘버는 무선단말기 사용자가 단번에 원하는 무선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주고, 웹넘버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가장 근접한 번호가 생각나게 해주거나 직접 유도해 주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표시창

이 작고 입력도구가 열악한 무선 단말기에서도 원하는 인터넷 정보를 신속하게 얻게 해준다.

또한 웹넘버가 할당된 다수의 서브 웹페이지를 웹넘버 포털시스템에서 관리하게 하여 웹 클라이언트가 많은 투자를 

하여 직접 무선 웹사이트 구축을 하지 않고도, 무선 웹정보를 무선단말기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게 해준다. 웹

넘버와 함께 제공하는 서브 웹페이지에 컨텐츠 제공자는 무선단말기를 가진 웹 클라이언트용으로 된 웹정보를 링크

하는 작업에는 단지 적은 비용이 드는데, 이는 무선인터넷에서도 소규모의 컨텐츠제공자나 정보제공자도 웹호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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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의한 웹넘버 포털시스템에서 무선 인터넷 단말기 사용자가 메뉴의 항목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합하여 

등록된 웹넘버가 있는 곳까지 한 번만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들어가게 되면 북마크 저장이 되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두

번째부터는 같은 사이트에 접속시에는 웹넘버의 일부 숫자만 기억해 내도 이미 휴대폰에 메모리 되어 있는 그 웹넘버

에 해당하는 무선 웹사이트에 단번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웹넘버 포털시스템에 의해 다수의 무선 웹사이트

가 효과적으로 등록되고 검색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웹페이지 제공시스템은, 다수개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웹넘버와, 무선 

인터넷 망 및 무선 단말기를 통해 접속된 클라이언트에 의해 상기 웹넘버가 할당되어 등록되는 클라이언트의 웹페이

지 및 상기 웹페이지에 하이퍼링크된 각종 컨텐츠 정보들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의

요청 시에 상기 등록된 웹페이지 및 각종 컨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다수개의 서브 웹페이지 서버(sub-webpage serv

er) 및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부와 연동되는 메인 메모리부 및 상기 메인 메모리부를 제어하는 중

앙처리장치를 통해 무선 인터넷 망 및 무선 단말기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웹 넘버가 할당된 서브 웹페

이지 및 상기 각종 컨텐츠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특정 웹넘버를 선택하면 선택된 특정 웹넘버에

해당되는 서브 웹페이지 및 각종 컨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웹넘버 포털 서버(web-number portal server)를 포함한다

.

상기 데이터베이스부는 각각의 상기 웹넘버에 종속되는 서브 메모리 영역을 가지며, 상기 서브 메모리 영역에는 해당

웹넘버에 대한 상기 클라이언트의 웹페이지 및 각종 컨텐츠 정보가 저장되어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의해 그 내

용이 리드/라이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데이터베이스부는 등록되어진 웹넘버 정보, 다수의 IP주소 및 도메

인네임 정보(이하 '서브 웹페이지 정보'라 칭함)와, 상기 IP주소에서 제공하는 무선 웹페이지 정보들과, 서브 웹페이지

에 하이퍼링크 되어 있는 해당 컨텐츠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상기 메인 메모리부는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부에 저장된 웹넘버에 따른 다수개의 클라이언트 웹

페이지에 대한 간략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다수개의 웹넘버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웹넘버는, 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의 메뉴 중 최상위 항목번호에서 최하위 항목번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열

되어 조합되는 자리수 및 상기 웹페이지를 등록하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일련번호로 이루어지며, 일정 IP주소가 

부여되어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부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는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인터넷 유저와 웹서비스 제공자를 포함)에게 상기 데이터

베이스부로부터 읽어들인 상기 웹넘버가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다수의 

웹넘버 중 하나를 선택하면, 웹넘버가 할당된 선택한 서브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선 웹페이지 정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읽어들여 제공한다.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는 다수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가 부여되어 각 IP 주소는 웹넘버가 할당된 서브 웹페

이지로 상기 웹넘버 포털서버에 의해 관리되고, 웹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웹넘버가 할당된 무선 웹페이지 정보를 상

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들여 웹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데, 웹서비스 제공자가 웹호스팅 서비스 등록을 하여 

제공한 자료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 해당 메모리에 저장시킨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시스템의 구성은 기능에 따른 구성으로서, 각 서버는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될 수 있고 또

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서버는 하나의 장치에 구현될 수 있음은 물론, 하나 이상의 장치

에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데이터베이스부는 하나의 장치에 독립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또는 하나 이상의 장치에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부가 하나 이상의 장치에 구현될 때, 웹넘버에 종속된 메모리 영역별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를 제공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웹 클라이언트에게 웹넘버

가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웹넘버 포털사이트를 제공하는 단계; 웹 정보제공자에게 웹넘버 포털사이트에

서 메뉴의 항목번호에 의한 자리수와 일련번호를 조합해 만드는 방식의 웹넘버 제공 단계; 웹 정보제공자가 작명한 

웹넘버에 할당된 비어있는 서브 웹페이지를 소유하기를 원하면, 상기 웹 클라이언트의 IP주소나 도메인 이름, 개인 신

상 정보 및 컨텐츠 정보를 요구하고 요구한 정보를 상기 선택한 웹넘버에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에 종속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무선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용자가 상기 웹넘버를 입력하면 해당 웹넘버의 서브 웹페이지의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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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웹페이지 제공시스템 및 방법은, 웹넘버가 할당된 다수의 서브 웹페이지를 웹넘버 포털 서버에서 관

리하게 하여 웹 정보 제공자가 직접 무선 웹사이트 구축을 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무선 웹 정보를 무선 단말기 사용자

에게 제공하게 해주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 및 서브 웹페이지 서버를 포함한 웹넘버 할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설명한다.

도1은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이다. 도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시스템은 웹넘버 포털 서버(100)와 다수의 서브 웹페이지 서버(300, 400, ...)를 포함

한다.

웹넘버 포털 서버(100)는 중앙처리장치(101)와 메인 메모리부(102)로 이루어져 있다. 메인 메모리부(102)는 다수의 

메모리(M1, M2, ...,MX)를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메모리(M1, M2, ....,MX)는 다수의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링크된 

홈페이지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부(102)는 메인 홈페이지 즉 웹넘버 포털사이트 파일을 저장하고 있으며, 웹넘버 포털사이트는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대한 정보 및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다수의 서브 웹페이지 서버(300, 400, 500,...)는 일종의 메모리이고, 각각 서로 다른 IP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웹넘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서브웹페이지 서버(300, 400, ...)가 가지는 웹넘버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 하

나를 알 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즉, 서브 웹페이지 서버가 가지게 되는 웹넘버는 일예로, 1NNNN, 2NNNN, ...., 6789NNNN와 같이 하나를 알면 다

음의 하나는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1NNNN, 2NNNN, ... 에서 1, 2는 웹넘버 포털사이트 메뉴의 

최상위 항목번호만으로 자리수가 이루어지며, 다음에 붙는 NNNN은 일련번호로서 웹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0000

부터 9999까지의 숫자를 붙여서 훨씬 많은 개수로 응용되어진 웹넘버가 만들어지게 된다. 6789NNNN의 경우는 웹

넘버 포털사이트 메뉴의 최상위 메뉴의 9번째 항목, 그 다음 서브 메뉴의 8번째 항목, 그 다음 서브 메뉴의 7번째 항

목, 최하위 메뉴의 6번째 항목번호를 조합하여 만든 6789와 NNNN이라는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으로 작명되어질 수 

있다.

결국, 서브 웹페이지 서버(300, 400,...)는 각각이 카테고리의 메뉴를 대표하는 무선 웹사이트가 되는데, 각 서브 웹페

이지 서버는 최초 아무런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다가, 본 발명의 시스템에 접속한 웹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웹 클라

이언트가 저장한 무선 웹 페이지 및 웹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무선 웹 문서를 저장하게 된다.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저

장된 무선 웹정보는 다수의 메모리(M1,M2,...,MX) 중 해당 웹넘버를 담당하는 메모리에 간략 정보로서 저장된다.

따라서, 다수의 메모리(M1,M2,...MX)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웹 정보가 등록됨에 따라 소정의 

무선 웹 정보들이 저장되고, 그에 따라 웹넘버 포털사이트에는 다수의 메모리(M1, M2, ...,MX)에 저장된 정보가 표시

된다.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등록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이루어지 므로 다수의 메모리에 저장되는 

간략한 무선 웹 정보는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웹넘버 포털사이트에 나타나는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다수의 

메모리의 정보에 대응하여 가변 되어지며,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선점되지 않은 웹넘버와 선점 된 웹넘버를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웹넘버는 그 자리 수에 따라 그 번호의 의미가 결정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 22310505는 자리수가 오른쪽부

터 왼쪽으로 0505는 웹정보 제공자가 선택하는 일련번호 중 하나이고, 최상위 메뉴의 항목부터 시작하여 교육(1)/유

아교육(3)/학원(2)/부산(2) 등으로 조합된 자리수가 결정되어지므로, 웹정보 제공자는 웹넘버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웹넘버의 자리수의 성격을 판단하고, 자신이 등록할 웹 정보에 맞는 웹넘버를 선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무선단말기

의 사용자도 웹넘버 포털사이트를 통해 상기 교육(1)/유아교육(3)/학원(2)/부산(2)로 검색되어진 2231과 웹넘버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일련번호 정보인 0000에 근거하여 최초로 22310505이 웹넘버인 서브 웹페이지에 검색해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접속부터는 무선단말기에 웹넘버를 입력하면 상기 메뉴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22310505에 

접속 된다. 여기서 부산이라는 지리적 구분과 학원이라는 최하위 카테고리, 유아교육이라는 하위 카테고리, 교육이라

는 최상위 카테고리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0505는 발음이 '영어영어'와 유사하므로 '영어'관련 홈페이지임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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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에 도시되어 있듯이 웹넘버 포털사이트에는 모든 웹넘버(10001, 10002, ...., 20001, 20002, ...., 99990001, 999

90002, ...., 99999998, 99999999)에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웹 클라이언트가 웹넘버 포

털사이트를 통 해서 모든 서브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웹 정보제공자에 의해 웹넘버가 등록된 서

브 웹페이지 서버들은 IP주소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서브 웹페이지 서버(300, 400, ...) 내의 서브메모리에는 클라이언트 홈페이지에 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

고, 메인메모리(102)에는 기본적으로 웹넘버 메모리의 IP주소 정보 외에도 그 외 회원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클라

이언트에 대한 특징적인 정보가 저장된다. 이 때, 웹넘버 메모리에 하이퍼텍스트되는 홈페이지는 본 발명의 웹넘버 

할당시스템 내에서는 웹 정보제공자가 새로이 등록한 웹넘버가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에 링크된 홈페이지이다.

상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 2를 통해 보면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웹넘버 할당시스템이 하나의 방송국으로 예

를 들자면, 웹넘버 포털사이트(web-number portal site)는 방송국 채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서브 웹페이지 서

버를 대표하는 웹넘버(10001, 10002, ...., 20001, 20002, ...., 99990001, 99990002, ...., 99999998, 99999999)는

각 채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기 웹넘버 중에서 웹 정보제공자가 선점하여 등록한 상기 웹넘버가 할당된 서브 웹페

이지에 링크된 홈페이지는 각 채널의 구성에 해당되는 개개의 편성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에 대한 구성의 예가 도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웹넘버 포털 서버(100)에 메인 메모리부(102)가 연결되

어 있고, 이 웹넘버 포털 서버(100)에 서브 웹페이지 서버(300, 400, ..., 900)들이 연결되어 있다. 서브 웹페이지 서

버(300, 400, ..., 900) 각각에는 서브 메모리(301, 401, ...,)들이 구비되고, 웹브라우저(310, 320, 410, 420, 910, 92

0)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실시예는 앞서 설명한 도 1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각각의 웹넘버 포털 서버(100), 서브 웹페

이지 서버(300, 400, 500, ...), 웹브라우저(A, B, C), 메인 메모리부(102), 서브 메모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하, 도 1 내지 도4를 참조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 및 그에 의한 다수의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A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A)를 통해 웹넘버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웹브라우저는 HTTP 프로토콜 또는 웹넘

버 프로토콜 또는 이넘(E-NUM) 포로토콜을 통해 이 웹넘버를 관리하는 중앙처리장치로 웹넘버 리소스 요청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중앙처리장치는 수신된 서브 홈페이지의 웹넘버 리소스 신호를 수신하여 요청된 웹넘버의 HTML 

또는 XML 문서와 파일, 프레임들 등을 서브메모리(예를 들면, 301)로부터 읽어들여 A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A)

로 서브 홈페이지의 대표 웹넘버 리소스 신호를 전송한다.

A 클라이언트(A)는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서브 홈페이지의 HTML 또는 XML 문서와 파일, 프레임 등의 정보

를 통해 서브 홈페이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서브 홈페이지에는 각 서브메모리(301)의 웹넘버 이름(예를 들면 223105

05)과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보조정보들이 창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도4를 참조로 웹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본 발명의 웹넘버 할당 시스템에 저장하는 과

정을 설명한다.

즉, 도면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방법은, 클라이언트가 무선단말기

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넘버 포털 서버에 접 속하여(S9) 다수개의 웹페이지에 대한 간략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메인

메모리부의 웹넘버 메모리 및 이와 연동되는 중앙처리장치의 제어신호에 따라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웹넘버를 검색하고 등록을 신청(S10)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중앙처리장치는 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와 연동되는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부를 검색하여 상기 웹넘버에 대한 등록여부를 판단(S16)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

으면 서브 웹페이지를 제공하고(S40) 상기 웹브라우저로 회원가입 요구신호 및 회원가입에 관련한 하이퍼텍스트를 

제공하는 제 2 단계와, 클라이언트가 회원정보를 입력하면(S14) 상기 웹넘버 및 회원의 간략정보를 메인 메모리부의 

웹넘버 메모리에 저장하고(S18) 클라이언트 요청 시에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웹페이지를 상기 웹 브라우저로 

제공(S20)하는 제 3 단계와, 클라이언트의 상기 웹브라우저로부터 상기 웹페이지 정보를 수신하여 서브 메모리에 저

장(S30)하는 제 4 단계 및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브 메모리에 하이퍼링크된 각종 컨텐츠를 클릭하면, 클릭한 내용에 

해당하는 URL이 저장된 웹서버로 상기 웹 브라우저를 링크시키는(S50) 제 5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해

당 웹넘버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S22)하고 제 1 단계로 돌아간다.

상기 제 3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성명,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자신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URL 정보를 입

력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정보를 웹브라우저가 제 1 패킷 신호를 패킷화하여 중앙처리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중앙처리장치에서 상기 제1 패킷 신호에 담긴 내용이 요구하는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패

킷 신호가 요구 내용에 부합하면 상기 메인 웹넘버 메모리 에 저장시키고 인증 신호 및 홈 페이지 URL 리소스를 상기

웹브라우저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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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제 4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IP 주소, 등록될 웹페이지의 URL 정보, 등록될 웹페이지에 포함되는 다

수의 서브 URL 정보를 기입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입한 정보를 제 2 패킷 신호로 패킷화하여 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의 중앙처리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중앙처리장치에서 상기 제 2 패킷 신호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적절하면 상기 제 1 서브 메모리에 저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A 클라이언트(A)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본 발명의 웹넘버 할당 시스템에 등록시키고자 한다면, A 클라이언트(A

)는 웹넘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름일 수 있는 아직 타인에 의해 선점되지 않은 웹넘버(예를 들면

22310505)를 찾아 그 웹넘버를 등록 신청한다.(S10). 이 때 A 클라이언트(A)가 생소한 숫자들 가운데 웹넘버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검색하거나 조합하여 만들기 위해서는 웹넘버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는 것과 동일한 소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YAHOO.CO.KR와 같은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도 최상위 메뉴에는 교육, 건강, 엔터테인먼트, ...등

제한된 개수의 항목이 존재하는데 본 발명의 웹넘버 포털사이트의 경우 0, 1, 2, ..., 9 로 10개로 제한해 놓은 항목번

호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 교육(1)을 선택하면 하위 메뉴가 다시 0, 1, 2, ..., 9로 제한되어 나타나며, 유아교육(3)

을 선택하면 최하위 메뉴가 다시 0, 1, 2, ..., 9 로 표시되어서 학원(2)을 선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메뉴 중에 지역항목이 번호인 0, 1, 2, ..., 9로 표시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중에서 부산(2)을 선택하고 나

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나열된 숫자 2231이 모아지는데 이 카테고리 조합숫자에 더하여, 별도로 0001, 0002, ..., 9

999 의 숫자 중 선점되어 있지 않은 숫자, 이를테면 0505(영어영어) 또는 1109(일일공부) 등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메뉴의 카테고리에 붙인 번호를 모은 자리수(왼쪽의 4자리)와 의미가 연상될 수 있는

일련번호(오른쪽 4자리)가 조합되어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응용 웹넘버인 22310505 (부산에 있는 교육/유아교육/

학원 카테고리의 영어학습 사이트), 22311109 (부산에 있는 교육/유아교육/학원 카테고리의 방문학습 안내 사이트) 

등이 작명되어 등록될 수 있다.

여기서, 이 웹넘버 할당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무선인터넷 주소체계로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왼쪽 카테고리 자리수

를 더 늘려서 국제전화 통신규정에 따른 국가코드, 예를 들면 일본은 81, 한국은 82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8122310505(일본 오사카의 교육/유아교육/학원 카테고리의 영어학습 사이트), 8222310505(한국 부산의 교

육/유아교육/한원 카테고리의 영어학습 사이트) 식으로 국가별로 구분 가능한 웹넘버 작명과 등록이 가능하다.

A 클라이언트(A)의 웹브라우저는 22310505에 대한 웹넘버 리소스 요청신호를 서브서버(300)로 전송한다. 그러면, 

서브서버(300)의 중앙처리장치(도시하지 않음)는 A 클라이언트(A)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22310505에 대한 웹넘버 

리소스 요청신호를 수신하여 회원가입에 대한 HTML 또는 XML 문서가 있는 웹넘버를 판단하고, 회원가입 에 대한 

HTML 또는 XML 문서가 있는 웹넘버 리소스 신호를 제공받아서(S12) 화면상에 회원 가입창을 나타내고, A 클라이

언트(A)는 회원가입창에 나타난 설명에 따라 자신의 ID와 패스워드, 자신의 홈페이지 IP주소 또는 도메인이름, E-ma

il, 성명 및 그 외 자신 또는 회사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S14).

그러면, 무선 웹브라우저는 이러한 A클라이언트(A)의 회원정보를 패킷(Packet)화한 신호를 중앙처리장치로 전송하

고, 중앙처리장치는 입력되는 패킷신호를 신호를 수신하여 패킷신호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S16), A 클라이

언트의 입력정보를 웹넘버 포털 서버(100)에 제공하게 된다.(S18). 그후, 상기과정을 거쳐 웹넘버가 할당되어 A 클라

이언트 명의로 등록되어 제공된다(S20).

그런데, 홈페이지 기입정보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류신호를 무선 웹브라우저로 전송하여(S22) 웹넘버 등록 신청을 다

시 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이 끝나면, A 클라이언트(A)는 웹넘버 포털사이트 내에서 자신이 입력한 정보에 의

해 22310505 웹넘버에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에 자신이 링크시킨 홈페이지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리고, 서브 웹페이지 서버(300, 400, 500...)에서 웹넘버 포털 서버(100)로의 등록신청도 위와 유사한 과정을 밟으

면서 진행될 수 있지만, 실무에 정통한 당업자는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등록되어 일단 링크된 클라이언트의 홈페이지

정보는 자동으로 웹넘버 포털 서버(100)에 등록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은 상기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홈페이지 등록에 의해 서브메모리가 각기 

다른 홈페이지 정보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자 명하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웹넘버 포털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웹넘버 수 만큼의 여러 가지 홈페이지 정보를 카테고리 메뉴

를 통해 순차적으로 검색해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웹넘버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무선 웹사이트라면 무선단말기

에서 웹넘버 입력에 의해서 단번에 접속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웹넘버 할당 시스템은 그 내용이 다른 다수의 홈페이지를 웹넘버 포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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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순차적으로 들어가 생성된 메뉴상의 카테고리 번호의 조합과 웹넘버의 숫자가 일치하게 함으로써, 웹넘버 포

털사이트는 웹넘버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생소해 하는 숫자에 공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숫자도 잘 정돈하여 의미를 부여해 주어 잘 기억되게 함으로써 무선단말기에서 숫자 입력으로 원하는 무선 

웹사이트로 단번에 이동하게 해준다.

여기서, 서브메모리에 홈페이지의 내용을 등록시킨 클라이언트는 언제든지 웹넘버에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와의 링크

를 취소할 수 있으며, 서브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클라이언트는 자유롭게 웹넘버에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에 자신의 홈

페이지를 등록시켜 링크 시킬 수 있다.

이하, 도5 내지 도8을 참조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의 실시예이다.

도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5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은, A, B, C웹브 라우저(A, B, C), 웹넘버 웹 서버(100; 도1의 웹넘 포털 서버와 같음), 

도시하지 않은 클라이언트 웹 서버인 A, B, C 웹 서버(도1의 112, 113, 114, 1XX와 같음)로 이루어진다. 상기에서 웹

브라우저(A, B, C)는 인터넷 단말기를 의미한다.

웹넘버 웹 서버(100)는 중앙처리장치(110; 도1의 중앙처리장치(101)가 같음), 서브 웹넘버 메모리부(120; 도 1의 서

브 웹페이지 서버와 같음), 및 메인 웹넘버 메모리(WNM)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서브 웹넘버 메모리부(120)는 다수의 서브 웹넘버 메모리(1, 2, 3, ..., N99..9999)를 가지고 있는데, 각 서브 

웹넘버 메모리는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관된 대표 웹넘버를 가지고 있다.

도5에 도시한 서브 웹넘버 메모리부(120)는 일정 크기의 용량으로 분할된 다수의 서브 웹넘버 메모리를 포함한 것이

라고 나타내었으나, 이는 하나의 실시예일 뿐 당업자라면 서브 웹넘버 메모리를 각각 RAM과 같은 메모리 소자로 구

성할 수 있다.

한편, 메인 웹넘버 메모리(WNM)는 서브 웹넘버 메모리를 관리하며, 서브 웹넘버 메모리의 항목별 메뉴를 체계적으

로 배열시킨 문서 프레임 즉, 웹넘버 포털사이트를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웹넘버 포털 사이트와 서브 홈페이지들과의 관계는 도2와 같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도6 내지 도8을 참조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홈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의 서브 웹넘버 메모리(1, 2, 3, ..., N99..9999)에는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A 클라이언트(A)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웹넘버 포털사이트의 URL인 예를 들면 numbers.co.kr을 입력하면, 웹 브라

우저는 HTTP 프로토콜 또는 웹넘버 프로토콜 또는 이넘(E-NUM) 포로토콜을 통해 이 통해 이 URL을 관리하는 중

앙처리장치(110)로 URL 리소스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중앙처리장치(110)은 웹넘버 포털사이트의 URL 리소스 신호를 수신하여, 요청된 URL에 해당하는 HTML 

또는 XML 문서와 파일, 프레임들 등을 메인 웹넘버 메모리(WNM)로부터 읽어들여 A 클라이언트(A)의 웹브라우저로

메인 홈페이지의 URL 리소스 신호(S21)를 전송한다.

A 클라이언트(A)는 중앙처리장치(110)로부터 전송되는 웹넘버 포털사이트의 HTML 또는 XML 문서와 파일, 프레임

등의 정보를 통해 메인 홈페이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메인 홈페이지에는 각 서브 웹넘버 메모리 중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웹넘버 이름과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보조 정보들이 창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도7을 참조로 웹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본 발명의 웹넘버 할당 시스템에 저장하는 과

정을 설명한다.

만약, A 클라이언트(A)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본 발명의 웹넘버 할당 시스템에 등록시키고자 한다면, A 클라이언트(A

)는 할당되지 않은 웹넘버를 찾아 그 웹넘버를 클릭한다(S100). 여기서, A 클라이언트(A)는 10000을 클릭하였다고 

하자.

A 클라이언트(A)의 웹브라우저는 10000에 대한 웹넘버 리소스 요청 신호(S10)를 웹넘버 웹 서버(100)로 전송한다. 

그러면, 웹넘버 웹 서버(100)의 중앙처리장치(110) 는 A 클라이언트(A)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10000에 대한 웹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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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요청 신호(S10)를 수신하여 회원 가입에 대한 HTML 또는 XML 문서가 있는 URL을 판단하고, 요청 신호(S1

1)를 메인 웹넘버 메모리(WNM)로부터 출력하고, 메인 웹넘버 메모리(WNM)로부터 회원 가입에 대한 HTML 또는 X

ML 문서 정보 신호(S12)를 입력하여 A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로 전송한다(S200, S300).

웹브라우저는 회원 가입에 대한 HTML 또는 XML 문서가 있는 URL 리소스를 수신하여, 화면상에 회원 가입창을 나

타내고, A 클라이언트(A)는 회원 가입창에 나타난 설명에 따라 자신의 ID와 패스워드, 자신의 홈페이지 IP주소, E-m

ail, 성명 및 그외 자신이나 회사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S400).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이러한 A 클라이언트(A)의 회원 정보를 패킷화한 신호(S20)를 중앙처리장치(110)로 전송하고,

중앙처리장치(110)는 입력되는 패킷 신호(S20)를 수신하여 패킷 신호(S20)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패킷 내

용이 적절하면 인증한 후, 서브 웹넘버 메모리(S21)로 홈페이지에 등록할 정보가 기입될 창을 요구하는 신호(S30)와 

메인 웹넘버 메모리(WNM)로 패킷 정보를 출력한다(S500).

메인 웹넘버 메모리(WNM)는 중앙처리장치(110)로부터 입력하는 회원 가입에 대한 패킷 정보를 저장시키고(S600), 

서브 웹넘버 메모리(1)는 중앙처리장치(110)로부터 입력하는 신호(S30)에 따라 홈페이지에 대한 HTML 또는 XML 

문서 창을 제공한다(S610).

중앙처리장치(110)는 웹넘버 10000에 해당하는 서브 웹넘버 메모리(10000)의 홈페이지 URL의 HTML 또는 XML 

문서 창을 읽어들여 웹브라우저로 전송한다.

여기서 웹넘버 10000에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에는 서브 웹넘버 메모리의 IP주소, 등록할 홈페이지의 IP 주소가 기입

될 곳, 웹사이트 중 홈페이지 URL을 포함하여 특징이 있는 문서의 URL 및, 이의 정보가 기입될 곳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A 클라이언트(A)는 웹넘버 10000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기입 사항에 정보를 기입하면, 웹브라우저는 상기 웹넘

버 10000의 홈페이지에 기입된 사항을 패킷화하여 중앙처리장치(110)로 전송한다(S700). 그러면, 중앙처리장치(11

0)는 상기 패킷화된 기입 사항을 수신하여, 패킷화된 홈페이지 기입 정보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적절하면 인증 확인

신호를, 적절하지 않으면 오류 신호를 웹브라우저로 전송한다(S800). 인증이 되면 중앙처리장치(110)는 서브 웹넘버

메모리(10000)에 패킷화된 홈페이지 기입 정보를 저장시킨다(S910).

이상과 같은 과정이 끝나면, A 클라이언트(A)는 웹넘버 포털사이트를 웹넘버 10000을 클릭하거나 WHOIS 정보검색

을 통해 자신의 정보에 따라 웹넘버 10000의 서브 웹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도5를 참조로 서브 웹넘버 메모리에 저장되는 정보를 설명한다. 도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브 웹넘버 

메모리의 구성을 상세화한 도면으로, 클라이언트에 의해 기입되는 홈페이지 정보를 보여준다.

도6에 도시되어 있듯이, 하나의 서브 웹넘버 메모리(예를 들어, 웹넘버 10000)는 중앙처리장치(110)으로부터 출력하

는 패킷 신호를 입력받아 웹넘버 10000의 URL 즉, IP 주소(A10)가 저장되고, 등록자의 홈페이지 URL(A20)이 저장

되며, 하나의 서브 웹넘버 메모리에서 다른 서브 웹넘버 메모리로 이동시키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웹넘버 검색(

A30)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고, 웹넘버의 등록자가 다른 웹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 서브 웹페이지 

내 제1, 제2, 제3 서브 URL (A40, A50, A60)이 저장되어 있다. 여기서, 패킷 신호는 웹 브라우저에서 중앙처리장치(

110)로 전송되는 신호(S100)로서 상기 서브 웹넘버 메모리(10000)에 저장되는 정보를 패킷화한 신호이다. 도 5에서,

신호(S110)는 웹브라우저로 전송하는 모든 신호를 나타내며, 웹넘버 웹 서버(100)에서 웹 클라이언트로 제공하는 정

보 신호이다. 그리고, 중앙처리장치(110)는 등록자 홈 페이지 서버(Z)로 웹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URL(A20, A40, 

A50, A60) 리소스를 요구하는 신호(S60)를 전송하고, 등록자 홈페이지 서버(Z)는 중앙처리장치(110)로부터 수신되

는 URL 문서에 대한 리소스 요구신호(S60)에 대응하여 웹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로 요구하는 URL 창을 제공한다

.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은 상기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홈페이지 등록에 의해 서브 웹넘버 메모리가

각기 다른 홈페이지 정보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중앙처리장치(110)는 일정시간마다 총괄적으로 모든 서브 웹넘버 메모리(10001, 10002, ...., 20001, 20002

, ...., 99990001, 99990002, ...., 99999998, 99999999)에 저장된 홈페이지 정보를 읽어들여, 메인 홈페이지 즉 웹

넘버 포털사이트를 업그레이드시킨다.

이하, 웹 클라이언트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웹넘버 할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홈페이지 정보를 찾는 

방법을 도8을 참조로 설명한다.

웹 클라이언트는 웹넘버 포털사이트의 URL을 입력하면, 웹브라우저는 웹넘버 웹 서버(100)로 URL 리소스 요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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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전송한다.(S1000). 그러면, 웹넘버 웹 서버(100)는 URL 리소스 요청 신호에 따라 메인 웹넘버 메모리(WNM)로

부터 웹넘버 포털사이트의 창을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한다(S2000).

웹 클라이언트는 웹넘버 포털사이트를 보면서 자신이 요구하는 웹넘버(예를 들면 22310505)을 클릭한다(S3000).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웹넘버 22310505에 해당하는 URL 리소스 요청 신호를 중앙처리장치(110)로 정송하고, 이에 

중앙처리장치(110)는 도5에 도시된 서브 웹넘버 메모리(22310505)에 저장된 내용을 읽어들여 웹넘버 22310505의 

홈페이지 창으로 하여 웹 클라이언트로 제공한다(S4000, S5000).

웹 클라이언트는 이제 웹넘버 22310505의 홈페이지를 화면을 통해 보며 자신의 원하는 정보가 있는 문서 또는 단어

를 클릭한다. 여기서, 웹넘버 22310505의 홈페이지는 도5에 도시한 서브 웹넘버 메모리(10001, 10002, ...., 20001, 

20002, ...., 99990001, 99990002, ...., 99999998, 99999999)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웹넘버 223105

05의 홈페이지는 웹넘버 22310505의 URL이 하이퍼텍스트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있고, 등록자 홈페이지 URL도 하

이퍼텍스트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웹 클라이언트가 직접 웹넘버 검색을 위해 기입할 수 있도록 칸으로 되어 

있으며, 등록자 홈페이지 제 1, 제 2, ..., 제N 서브 URL이 각 URL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 또는 압축한 단어 내지 문장

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웹 클라이언트가 등록자 홈페이지 URL을 클릭하면, 중앙처리장치(110)는 등록자 홈페이지가 저장된 서버

로 URL 리소스 요청신호를 전송하여 등록자의 홈페 이지가 웹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웹 클라이언트가 제

1 서브 URL을 클릭하면(S600), 중앙제어장치(110)는 홈페이지내 해당 URL이 웹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도록 등록자

홈페이지 서버(Z)로 제 1 서브 URL 리소스 요청 신호를 출력한다.(S700)

웹 클라이언트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를 보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하이퍼텍스트 문장 또는 단

어를 클릭하여 등록자 홈페이지 서버(Z)에서 제공하는 해당 URL 창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S8000, S9000)

여기서, 웹 클라이언트는 무선 인터넷 단말기로 웹넘버 포털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웹넘버 수만큼의 여러 가지 홈페이

지 정보를 카테고리 메뉴를 통해 순차적으로 검색해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웹넘버 입력에 의해서 단번에 자신이 

원하는 웹넘버의 무선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특히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웹넘버 할당 시스템은 그 내용이 다른 다수의 홈페이지를 특정 번호를 지

닌 메뉴의 항목번호와 웹넘버의 특정 자리수가 일치하게 함으로써 웹넘버 포털사이트는 웹넘버를 도메인으로 사용하

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생소한 숫자도메인에 공식을 정해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무선 단말기 등에서 숫자 입력

만으로도 원하는 무선 웹사이트로 단번에 이동하게 해준다.

즉, 22310505라는 응용 웹넘버에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정보제공자가 유선인터넷용 도메인네

임이 www.englishedu.com 이라면, 도5에 도시된 도시된 A40, A50, A60에 대한 내용을 무선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싶을 경우, A40에는 무료 영어문법 (URL은 englishedu.com/grammer.html), A50에는 새로운 정보 (URL은 english

edu.com/new.htlm), A60에는 무료 강좌 (URL은 englishedu.com/free.html) 라고 입력한다면, 웹 클라이언트는 본 

발명을 지원하는 웹브라우저가 내장된 유무선 인터넷 단말기에 22310505를 입력하면, englishedu.com의 무료영어

문법(A40), 새로운 정보(A50), 무료 강좌(A60)에 해당하는 XML파일 또는 무선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의 파

일로 변환하기 위한 스위치 장비를 통과한 HTML파일을 제공받게 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웹넘버 할당 시스템은 LCD 등 모니터 표시창이 작고 키보드 대신 전화기의 숫

자입력 버튼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의 무선 인터넷 단말기에서도 원할하게 무선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웹넘버를 

제공해주는데, yahoo.co.kr 식으로 최상위 메뉴에서 최하위 메뉴까지 선택된 0, 1, 2...9식의 항목번호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조합한 웹넘버 할당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서브 웹넘버 메모리에 홈페이지의 내용을 등록시킨 웹 클라이언트는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서브 웹넘버 메모리가 허용하는한 웹 클라이언트는 자유롭게 자신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서브 웹넘버 메

모리에 등록시킬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청

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 2 실시예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홈페이지가 따로 외부에 있다고 가정하고 클 라이언트의 홈페이지 간략 정보를 I

P 주소를 부여받은 메모리(서버)에 저장시킨다고 하였으나, IP주소를 부여받은 메모리(서버)에 클라이언트 홈페이지 

정보가 모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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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웹페이지 제공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다수의 웹사이트에 쉽게 접속하

도록 고안된 숫자도메인인 웹넘버가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를 제공받는 컨텐츠 제공자가 별도의 무선 웹사이트 구축

이 없이도 무선 웹정보를 무선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해주는 무선인터넷을 위한 웹호스팅 서비스의 방법을 제

시하며, 특히 웹넘버와 함께 제공하는 서브 웹페이지에 포털사이트를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활용한 웹넘버 할당방

식 즉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메뉴의 항목마다 번호를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나열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만드는 웹넘

버는 웹 클라이언트가 무단말기에 웹넘버 주소를 입력하여 단번에 원하는 무선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줌으로써, 표

시창이 작고 입력도구가 열악한 무선 단말기에서도 원하는 인터넷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무선단말기 사용자의 경우 웹넘버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웹넘버가 있는 곳까지 한 번만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들어가

게 되면 북마크 저장이 되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두 번째부터는 같은 사이트에 접속시에는 웹넘버의 일부 숫자만 기억

해 내도 이미 휴대폰에 메모리 되어 있는 그 웹넘버에 해당하는 무선 웹사이트에 단번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

게 웹넘버 포털시스템에 의해 다수의 무선 웹사이트가 효과적으로 등록되고 검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웹넘버와 서브 웹페이지를 할당받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무선 웹사이트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쉽게 노출시킬 수 있고, 본 발명에 의한 무선 포털사이트를 방문한 웹 클라이언트가 메뉴별 번호에 따른 웹넘버에 익

숙해지게 되어 고정 고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

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개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웹넘버와, 무선 인터넷 망 및 무선 단말기를 통해 접속된 클라이언트에 의해 상기 웹넘

버가 할당되어 등록되는 클라이언트의 웹페이지 및 상기 웹페이지에 하이퍼링크된 각종 컨텐츠 정보들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의 요청 시에 상기 등록된 웹페이지 및 각종 컨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다

수개의 서브 웹페이지 서버; 및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부와 연동되는 메인 메모리부 및 상기 메인 메모리부를 제어하는 중앙처리

장치를 통해 무선 인터넷 망 및 무선 단말기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웹 넘버가 할당된 서브 웹페이지 및 

상기 각종 컨텐츠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특정 웹넘버를 선택하면 선택된 특정 웹넘버에 해당되

는 서브 웹페이지 및 각종 컨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웹넘버 포털 서버;

를 포함하는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부는 각각의 상기 웹넘버에 종속되는 서브 메모리 영역을 가지며, 상기 서브 메모리 영역에는 해당

웹넘버에 대한 상기 클라이언트의 웹페이지 및 각종 컨텐츠 정보가 저장되어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의해 그 내

용이 리드/라이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메모리부는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부에 저장된 웹넘버에 따른 다수개의 클라이언트 웹

페이지에 대한 간략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다수개의 웹넘버 메모리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서,

상기 웹넘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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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의 최상위 항목번호에서 최하위 항목번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열되어 조합되는 자리수; 

및

상기 웹페이지를 등록하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일련번호;

로 이루어지며, 일정 IP주소가 부여되어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부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시스템.

청구항 5.
서로 다른 웹넘버를 가진 다수의 서브 메모리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는 서브 웹페이지 서버 및 상기 서

브 메모리와 하이퍼텍스트되고 각 서브 메모리의 IP주소를 특정 이름으로 웹넘버화 한 웹넘버 메모리로 이루어진 메

인 메모리부 및 상기 메인 메모리부를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를 포함하는 웹넘버 포털 서버로 이루 어진 웹페이지 제

공시스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무선단말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넘버 포털 서버에 접속하여 다수개의 웹페이지에 대한 간략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메인 메모리부의 웹넘버 메모리 및 이와 연동되는 중앙처리장치의 제어신호에 따라 자신이 등록하고

자 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웹넘버를 검색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중앙처리장치는 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와 연동되는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부를 검색하여 상기 웹

넘버에 대한 등록여부를 판단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서브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상기 웹브라우저로 회원가입 요

구신호 및 회원가입에 관련한 하이퍼텍스트를 제공하는 제 2 단계;

클라이언트가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상기 웹넘버 및 회원의 간략정보를 메인 메모리부의 웹넘버 메모리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 요청 시에 서브 웹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웹페이지를 상기 웹 브라우저로 제공하는 제 3 단계;

클라이언트의 상기 웹브라우저로부터 상기 웹페이지 정보를 수신하여 서브 메모리에 저장하는 제 4 단계; 및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브 메모리에 하이퍼링크된 각종 컨텐츠를 클릭하면, 클릭한 내용에 해당하는 URL이 저장된 웹

서버로 상기 웹 브라우저를 링크시키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서,

상기 제 3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성명,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자신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URL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정보를 웹브라우저가 제 1 패킷 신호를 패킷화하여 중앙처리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중앙처

리장치에서 상기 제1 패킷 신호에 담긴 내용이 요구하는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패킷 신호가 요구 내

용에 부합하면 상기 메인 웹넘버 메모리에 저장시키고 인증 신호 및 홈 페이지 URL 리소스를 상기 웹브라우저로 전

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서

상기 제 4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IP 주소, 등록될 웹페이지의 URL 정보, 등록될 웹페이지에 포함되는 다수의 서브 URL 정보를 

기입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입한 정보를 제 2 패킷 신호로 패킷화하여 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의 중앙처리장

치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중앙처리장치에서 상기 제 2 패킷 신호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적절하면 상기 제 1 서브 

메모리에 저장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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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웹넘버는,

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의 메뉴 중 최상위 항목번호에서 최하위 항목번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열되어 조합되는 

자리수; 및

상기 웹페이지를 등록하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일련번호;

로 이루어지며, 일정 IP주소가 부여되어 상기 서브 웹페이지 서버의 서브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웹페이지 제공방법.

청구항 9.
웹넘버가 할당된 다수의 서브 웹페이지를 웹넘버 포털 서버에서 관리하게 하여 웹 정보 제공자가 직접 무선 웹사이트

구축을 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무선 웹 정보를 무선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해주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웹넘버 포털 서버 및 서브 웹페이지 서버를 포함한 웹넘버 할당시스템을 포함한 무선인터넷을 위한 웹페이지 제

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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