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Q 7/2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3월29일

10-0700879

2007년03월21일

(21) 출원번호 10-2005-0081983 (65) 공개번호 10-2007-0025623

(22) 출원일자 2005년09월03일 (43) 공개일자 2007년03월08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9월03일

(73) 특허권자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72) 발명자 양우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591-29 우남위시빌 503호

나동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LG아파트 214동 804호

채상호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LG상록아파트 101동 1103호

윤자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102동 1306호

(74) 대리인 남상선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10094912 A *

KR1020020070660 A

KR1020030032563 A *

KR1020040020580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성경아

전체 청구항 수 : 총 11 항

(54)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한 홈페이지 서버는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를 저장하는 콘텐츠 저장부;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가입자 관리부; 유선으로 접속된 유선 단말기를 통해 상기 콘텐츠를 제공할 무선 단말기 확

인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는 인증 수행부; 상기 콘텐츠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편집 및 관리하고, 상기 유선

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콘텐츠를 상기 인증 수행부를 통해 인증된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콘텐츠 관리부; 및 상기 콘텐츠

관리부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통해 제작된 모바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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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선 단말기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필요한 콘텐츠가 선택되고, 선택된 콘텐츠를 유선 단말기를 통해

무선 단말기로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특히,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모바일 홈

페이지 스킨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네티즌의 개성을 살린 모바일 홈페이지를 꾸밀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홈페이지 서버가 무선 단말기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홈페이지 서버는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를 저장하는 콘텐츠 저장부;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가입

자 관리부;

유선으로 접속된 유선 단말기를 통해 상기 콘텐츠를 제공할 무선 단말기 확인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는 인증 수행부;

상기 콘텐츠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편집 및 관리하고, 상기 유선 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콘텐츠를 상기 인증 수

행부를 통해 인증된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콘텐츠 관리부;

상기 콘텐츠 관리부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통해 제작된 모바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관리부;

상기 가입자의 무선 단말기에 대한 무선 단말기 사양 정보를 관리하는 단말 정보 관리 서버; 및

상기 홈페이지 서버의 요청에 따라 상기 콘텐츠를 상기 무선 단말기 사양 정보에 따라 변환하는 콘텐츠 변환 서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관리부는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의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것을 요청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 정보 및 상기 무선 단말기를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시키는 홈페이지 서버 접속 정보

를 포함한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상기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에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는

상기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 정보에 따라 상기 모바일 홈페이지 어

플리케이션를 구동하고, 상기 홈페이지 서버 접속 정보를 통해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콘텐츠를 수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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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수행부는

상기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상기 무선 단말기에 대한 인증 확인 정보를 상

기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수행부는

상기 무선 단말기에 대한 인증 확인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인증 확인 정보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유선 단말기를 통해 소정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정보가 상기 인증 확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상기 인

증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는

상기 모바일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스킨)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8.

홈페이지 서버가 무선 단말기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 유선으로 접속하여 콘텐츠를 선택한 유선 단말기를 통해 상기 콘텐츠를 제공할 상기 무선 단말기

확인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

ⅰ) 상기 홈페이지 서버가 상기 무선 단말기에 대한 무선 단말기 사양 정보에 따라 상기 콘텐츠를 변환할 것을 요청하는 콘

텐츠 변환 요청 정보 및 상기 무선 단말기 사양 정보를 콘텐츠 변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ⅱ) 상기 홈페이지 서버가 상기 콘텐츠 변환 요청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무선 단말기 사양 정보에 따라 변환된 콘텐츠

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홈페이지 서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것을 요청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 정보 및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접속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 전송 요

청 정보를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이 상기 메시지 요청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홈페이지 서버가 상기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상기 접속 정보를 통해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 무

선으로 접속한 상기 무선 단말기로 상기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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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홈페이지 서버가 상기 무선 단말기에 대한 인증 확인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인증 확인 정보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전송할 것을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에 요청하며, 상기 인증 확인 정보를 입력할 것을 상기 유선 단말기에 요청하

는 단계;

a-2) 상기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이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인증 확인 정보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a-3) 상기 홈페이지 서버가 상기 유선 단말기를 통해 소정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소정의 정보와 상기 인증 확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 8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는

모바일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스킨)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8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 이후에

e) 상기 무선 단말기가 상기 구동된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기 콘텐츠가 포함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e) 단계 이후에

f) 상기 홈페이지 서버가 상기 재제작된 모바일 홈페이지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유선 단말기에 의해 선택

된 콘텐츠를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홈페이지(Homepage)는 원래 웹 사이트(Web site)의 초기 화면이 제공하는 화면을 총칭하는 뜻으로, 웹 사용자에게 있어

서 홈페이지는 넷스케이프(Netscape)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등과 같은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웹 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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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제작 도구와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으로

는 나모 웹에디터, 프론트페이지 및 드림위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 업체 및 아이피(IP) 업체 등이 가입자에게 홈페이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하며,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온라인

(On-line)상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제, 홈페이지는 일명 미니홈피(minihompy)라고 하는 개인 홈페이지 형태로써 네티즌에게 한층 가깝게 접근하고

있으며, 네티즌은 이와 같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며, 개인 홈페이지를 소유한 소정의 네티즌끼리

편리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개인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

함으로써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무선 단말기 및 통신망의 발달로 유무선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선상으로만 제공되던 개인 홈페이

지 서비스를 무선 단말기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왑(WAP)을 통해 무선 단말기로 제공되는 홈페이

지를 모바일 홈페이지라 한다.

그러나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는 기존에 유선상으로 제공되던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와 비교하여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모바일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이하, '스킨' 이라 한다)이 모두 획일적이었으며 상기 스킨을 변경하는 서비스는 지원

되지 않았었다.

또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꾸미고자 할 경우, 유선상과 비교하여 콘텐츠 선택 과정이 번거로우며,

콘텐츠를 선택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왑 접속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왑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 부과 측면에서도 부담스

럽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유선 단말기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

를 꾸미는데 필요한 콘텐츠가 선택되고, 선택된 콘텐츠를 유선 단말기를 통해 무선 단말기로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홈페이

지에서의 콘텐츠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왑 접속 시간을 줄임으로써 무선 단말기를 통한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을 적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모바일 홈페이지 스킨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네티즌의 개성을 살린 모바일 홈페이

지를 꾸밀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홈페이지 서버가 무선

단말기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홈페이지 서버는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를 저장하는 콘텐츠 저

장부;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가입자 관리부; 유선으로 접속된 유선 단말기를 통해 상기 콘텐츠를 제공할 무선 단말기 확인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

는 인증 수행부; 상기 콘텐츠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편집 및 관리하고, 상기 유선 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콘텐츠

를 상기 인증 수행부를 통해 인증된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콘텐츠 관리부; 및 상기 콘텐츠 관리부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통해 제작된 모바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방법은, a)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 유선으로 접속하여 콘텐츠를 선택한 유선 단말기를 통해 상기 콘텐츠를 제공할 상기 무선 단말기 확인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홈페이지 서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것을 요청하는 모바일 홈페이

지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 정보 및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접속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요

청하는 메시지 전송 요청 정보를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이 상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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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홈페이지 서버가 상

기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상기 접속 정보를 통해 상기 홈페이지 서버에 무선으로 접속한 상기 무선 단

말기로 상기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 및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

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상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가능한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

용하였다.

먼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

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홈페이

지 서버의 구성도, 그리고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스킨)의 예시도이다.

도 1이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을 위한 전체 시스템은, 단말

기(100, 150), 홈페이지 서버(200) 및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을 포함한다.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단말 정보 관리 서버

(400) 및 콘텐츠 변환 서버(500) 등을 더 포함한다.

단말기(100, 150)는 통신망(600)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서버(200)에 접속 가능한 유선 단말기(100) 및 무선 단말기(150)

모두를 포함하며, 무선 단말기(150)는 홈페이지 서버(200)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가 지원되는 모바일 홈페

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선 단말기(100)는 홈페이지 서버(200)에 접속하고, 홈페이지 서버(200)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모바일 홈페이지를 꾸미

는데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하며, 선택한 콘텐츠를 수신할 무선 단말기(150)를 지정하기 위한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무선 단말기(150)는 유선 단말기(100)에 의해 지정되고, 홈페이지 서버(200)로부터 상기 콘텐츠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콘텐츠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꾸미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콘텐츠 및 인증 과정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서버(200) 설명시 상세히 하기로 한다.

홈페이지 서버(200)는 통신망(600)을 통해 유선 단말기(100) 및 무선 단말기(150) 모두에 연결되며, 메시지 서비스 시스

템(300)과 연동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단말 정보 관리 서버(400) 및 콘텐츠 변환 서버(500)와 연동하여 무선 단말기

(150)로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서버(200)는 가입자 관리부(210), 인증 수행부(220), 콘텐츠 관리부(230), 콘텐츠 저장부(240), 홈페이지 관리

부(250) 및 제어부(260)를 포함한다.

가입자 관리부(210)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무선 단말기 사용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관리한다. 예

컨대,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무선 단말기 식별 정보, 연령, 성별, 취미 등, 홈페이지 서버가 가입자를 관리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수행부(220)는 유선으로 접속된 유선 단말기(150)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무선 단말기 확인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

행한다. 이와 같은 인증 과정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며, 인증 수행부(220)는 메시지 서비스 시

스템(300)과 연동하여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상기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

즉, 인증 수행부(220)는 인증 확인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인증 확인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유선 단말기(150)가 지

정한 무선 단말기(100)로 전송할 것을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에 요청하며, 따라서 상기 인증 확인 정보는 메시지 서비

스 시스템(300)을 통해 무선 단말기(150)로 전송된다.

한편, 인증 수행부(220)는 인증 확인을 위한 소정의 정보를 유선 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하며, 무선 단말기(150)에 전송

된 인증 확인 정보와 유선 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소정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두 정보가 일치할 경우, 무선 단

말기(150)에 대한 인증 과정을 종료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유선 단말기(100)로 인증이 실패했음을 알린다.

콘텐츠 관리부(230)는 콘텐츠 등록부(232), 콘텐츠 편집부(234) 및 콘텐츠 제공부(236) 등을 포함하여 콘텐츠 등록, 편집

및 제공 등 콘텐츠 관리에 관한 제반 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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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콘텐츠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필요한 내용물로, 스킨(skin), 배너(banner), 아이콘(icon) 및 모바일 홈

페이지 배경 음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있어서 콘텐츠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예컨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스킨은 도 3이 도시하는 바와 같다. 즉, 스킨은 모바일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을 말하며, 바

람직하게는 좌측 상단의 사진, 아바타 영역의 프레임 및 하단의 메뉴 아이콘 등을 포함한다.

콘텐츠 등록부(232)는 새로운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며, 바람직하게, 상기 새로운 콘텐츠는 홈페이지 서버(200)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연계되어 있는 콘텐츠 제공 업체의 서버(미도시)로부터 콘텐츠 등록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등록된다.

콘텐츠 편집부(234)는 콘텐츠 등록부(232)에 등록된 콘텐츠를 종류별로 수집 및 정리하고, 제공 가능한 콘텐츠를 선별한

다. 예컨대, 콘텐츠 편집부(234)는 등록된 콘텐츠 중 스킨을 분류하여 무선 단말기(150)에 제공 가능한 단말 프레임의 견

본을 생성한다.

그리고 바람직하게, 콘텐츠 편집부(234)는 신상품순, 가격순 그리고 인기순 등으로 콘텐츠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기순은 이미 제공된 콘텐츠 상기 콘텐츠를 제공받은 가입자 정보를 분석하여 성별 인기순, 연령별 인기순 등으로도 분류

될 수 있다.

콘텐츠 제공부(236)는 콘텐츠 편집부(234)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 견본을 홈페이지 서버(200)에 접속한 유선 단말기(100)

로 제공한다. 예컨대, 상기 콘텐츠 편집부(234)에 의해 생성된 단말 프레임의 견본은 도 4가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시된다.

한편, 상기 콘텐츠 견본은 유선 단말기(100)에 제공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홈페이지 서버(200)에 접속한 무선

단말기(150)로도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제공부(236)는 제시된 콘텐츠 견본 중 선택된 콘텐츠를 인증 수행부에 의해 인증된 무선 단말기(150)에 제공

하고, 제공 형태는 소정의 결제를 거치는 판매 및 무료 제공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콘텐츠 제공부(236)는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과 연동하고, 메시시 서비스 시스템(300)의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상기 선택된 콘텐츠가 무선 단말기(150)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콘텐츠 제공부(236)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 정보 및 홈페이지 서버 접속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무선 단말기(150)로 전송할 것을 메시지 서비스 시

스템(300)에 요청한다. 이와 같이, 무선 단말기(150)는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 정보에 상응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며, 상기 홈페이지 서버 접속 정보를 통해 홈페이지 서버(200)에 접

속함으로써 상기 선택된 콘텐츠를 제공받는다.

또한, 바람직하게, 콘텐츠 제공부(236)는 무선 단말기(150)에 제공된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 제공 정보를 기록하며, 기록

된 콘텐츠 제공 정보는 콘텐츠 편집부(234)에서 콘텐츠를 편집하는데 기반이 되는 정보로 활용된다.

콘텐츠 저장부(240)는 콘텐츠 등록부(232)에 등록된 콘텐츠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바람직하게는, 상기 콘텐츠 편

집부(234)를 통해 분류된 콘텐츠 분류별로 저장한다.

홈페이지 관리부(250)는 무선 단말기(150)에 제공된 콘텐츠를 이용하여 새로 꾸며진 모바일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가입자

별 모바일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제어부(260)는 가입자 관리부(210), 인증 수행부(220), 콘텐츠 관리부(230), 및 홈페이지 관리부(250)의 동작을 제어한다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Multimedia Message Service) 등 메시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스템 모두를 포함하며, 홈페이지 서버(200)와 연동하여

홈페이지 서버(200)의 요청에 따라 소정의 메시지를 무선 단말기(150)로 전송한다.

예컨대, 인증 수행부(220)에서 생성된 인증 확인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인증 확인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를 무선 단말기

(150)로 전송하여 무선 단말기(150)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무선 단말기

(150)로 전송하여 콘텐츠 관리부(230)가 무선 단말기(150)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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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을 통한 메시지 전송 과정은 이미 다양하게 알려진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단말 정보 관리 서버(400)는 가입자의 무선 단말기(150)에 대한 무선 단말기 사양 정보를 관리한다. 예컨대, 무선 단말기

(150)의 화면(LCD) 크기 정보, 싸운드(Sound) 정보 및 화소 정보 및 메모리 정보 등을 포함한다. 결국, 단말 정보 관리 서

버(400)는 홈페이지 서버(200)가 단말 정보 관리 서버(400)를 통해 무선 단말기(150)에 대한 사양 정보를 확인하여, 무선

단말기(150)가 상기 선택된 콘텐츠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콘텐츠 변환 서버(500)는 콘텐츠를 무선 단말기(150)의 사양 정보를 통해 무선 단말기(150)에서 지원하는 콘텐츠로 변환

하고, 변환된 콘텐츠는 홈페이지 서버(200)로 전송되어 홈페이지 서버(200)가 상기 사양 정보에 따라 포맷(format) 된 콘

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5가 도시하는 바와 같이, 유선 단말기(100)가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버(200)에 접속하고, 제

공받고자 하는 콘텐츠를 선택한다(S 100).

홈페이지 서버(200)가 선택된 콘텐츠를 전송할 무선 단말기(150)를 확인하는 무선 단말기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S 200).

예컨대, 홈페이지 서버(200)가 인증 확인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인증 확인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를 무선 단말기(150)로

전송할 것을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에 요청한다(S 210).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은 상기 요청에 따라 상기 인증

학인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를 무선 단말기(150)로 전송한다(S 220). 그리고 한편, 홈페이지 서버(200)는 유선 단말기

(100)로 인증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소정의 인증 화면을 제공하고, 제공된 인증 화면을 통해 유선 단말기(100)로부터 인증

확인 정보를 수신한다(S 230). 이때, 유선 단말기 사용자는 무선 단말기(150)로 전송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인증 확인 정보를 입력한다.

이와 같이, 유선 단말기(100)에 입력된 인증 확인 정보는 홈페이지 서버(200)로 전송되고, 홈페이지 서버(200)는 유선 단

말기(100)로부터 수신한 소정의 정보와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을 통해 무선 단말기(150)로 전송된 인증 확인 정보를

비교한다(S 240).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서버(200)는 유선 단말기(100)로 인증 확인이 실패했음을 알리고(미도시), 일치

할 경우에는 다음의 과정을 수행한다.

즉, 홈페이지 서버(200)는 상기 선택된 콘텐츠를 무선 단말기(150)의 사양 정보에 맞게 변환한다. 단말 정보 관리 서버

(400)를 통해 무선 단말기(150)의 사양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상기 사양 정보에 따라 콘텐츠를 변환할 것을 요청하는

콘텐츠 변환 요청 정보를 콘텐츠 변환 서버(500)로 전송한다(S 300).

콘텐츠 변환 서버(500)는 상기 콘텐츠 변환 요청 정보에 따라 콘텐츠를 변환하고, 변환된 콘텐츠를 홈페이지 서버(200)로

전송한다(S 400). 예컨대, 상기 선택된 콘텐츠가 스킨일 경우 콘텐츠 변환 서버(500)는 상기 사양 정보에 따라 상기 스킨

의 이미지 및 프레임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200)는 무선 단말기(150)로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에 요청

한다(S 500). 한편, 상기 콘텐츠 제공 메시지는 무선 단말기(150)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것을 요청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 정보 및 홈페이지 서버 접속 정보 등을 포함하며, 상기 홈페이지 서버 접속

정보는 홈페이지 서버 유알엘(URL) 정보 등을 포함한다.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300)은 홈페이지 서버(2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무선 단말기(150)로 전송한

다(S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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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텐츠 제공 메시지를 수신한 무선 단말기(150)는 상기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 정보에 상응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상기 홈페이지 서버 접속 정보를 통해 홈페이지 서버(200)에 접속하여 상기

선택된 콘텐츠의 제공을 요청하고(S 700), 홈페이지 서버(200)는 상기 요청에 따라 상기 선택된 콘텐츠를 무선 단말기

(150)로 전송한다(S 800).

무선 단말기(150)는 홈페이지 서버(200)로부터 수신한 콘텐츠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꾸미는 과정을 수행한다(미도

시). 예컨대, 상기 콘텐츠가 스킨일 경우, 모바일 홈페이지의 스킨은 변경되며, 홈페이지 서버(200)는 스킨이 변경된 모바

일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추후, 무선 단말기(150)가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스킨이 변경된 모바일 홈페이

지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또는 수정이 가능한 범위까지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미친다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따르면, 유선 단말기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필요한 콘텐츠가 선택되고, 선택된 콘텐츠를 유선 단말기를 통해 무선 단말기로 제공함으로

써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왑 접속 시간을 줄임으로써 무선 단말기를 통한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을 적게 부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모바일 홈페이지 스킨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네티즌의 개성을 살린 모바일 홈페이

지를 꾸밀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홈페이지 서버의 구성도이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스킨)의 예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콘텐츠 제공 방법의 순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유선 단말기 150; 무선 단말기

200; 홈페이지 서버 210; 가입자 관리부

220; 인증 수행부 230; 콘텐츠 관리부

232; 콘텐츠 등록부 234; 콘텐츠 편집부

236; 콘텐츠 제공부 240; 콘텐츠 저장부

250; 홈페이지 관리부 300;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400; 단말 정보 관리 서버 500; 콘텐츠 변환 서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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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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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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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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