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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한 이동 통

신 단말기에 컨텐츠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WML 스크립트에 리턴 주소 정보, 컨텐츠 주소 정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첨부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에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불안정에 따라 발생되는 호 단절 시에 해당 컨텐츠에 재

접속할 수 있어서 고 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 데이터 레이트를 요구하는 다양

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컨텐츠 다운로드 완료 후에 컨텐츠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제공

자에게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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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 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 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 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이동 통신 단말기 200 : 무선망

300 : 컨텐츠 제공자 310 : 왑 서버

320 : 미디어 서버 330 : 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인터넷 접속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요구하는 이동 통신 단말

기에 리턴 주소 정보와 컨텐츠 주소 정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무선 통신망은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증가로 어떤 다른 매체(라디오, TV, 케이블방송 등)보다 빠른 성

장을 하고 있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선 통신망이란 매체는 거대한 수

요시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광고와 같은 부가 정보 및 정보 방식을 탈피하여 무선 

통신망(인터넷)을 통해 부가 정보(예를 들면, 광고, 뉴스, 주식, 학습, 동영상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확

대 일로 에 있다.

실시간 동영상 전송 기술과 위치 추적, 음성 인식 등의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무선망

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무선망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 통신 단말기로는 고속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제 3 세대 이동 통신 단말인 IMT-2000용 단말이고, 이러한 이동 통신 단말기는 왑

브라우저(WAP Browser) 및 VOD(Video On Demand) 플레이어(player)가 탑재되어 있어서 멀티미디어 관련 데이

터를 다운로드 및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무선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다른 컨텐츠 서비스(10Kbps 데이터 레이트)에 비해서 고속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요구하고, 이러한 고속 데이터 레이트를 요구하는 고속 무선 인터넷 통신에서 발생되는 

네트워크 불안정에 따라 컨텐츠 제공자의 왑 서버와 자주 끊기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여 컨텐츠를 

요구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리턴 주소 정보를 제공하여 호 단절 시에 리턴 주소 정보에 대응되는 페이지로 재 접속

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여 컨텐츠를 요구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리턴 주소 정보와 컨

텐츠 주소 정보를 제공하여 호 단절 또는 컨텐츠 다운로드 후에 임의의 컨텐츠로 연결시키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

속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가 무선망을 통해 다수의 컨텐츠를 제공

하는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컨텐츠 선택에 따라 상기 컨텐츠 제공자로

부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컨텐츠의 유알엘(URL) 및 리턴 주소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송 받는 단계와, 상기 이동 통

신 단말기가 전송된 컨텐츠의 유알엘을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하고, 상기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상기 컨

텐츠를 다운로드받으면서 호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컨텐츠 제

공자간에 호가 단절된 경우에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는 상기 리턴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재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가 무선망을 통해 다수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하는 방법 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컨텐츠 선택에 따라 상기 컨텐츠 제공

자로부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컨텐츠의 유알엘(URL), 리턴 주소 정보 및 컨텐츠 주소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송 받

는 단계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전송된 컨텐츠 유알엘을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하고, 상기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으면서 호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이동 통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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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와 상기 컨텐츠 제공자간에 호가 단절된 경우에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는 상기 리턴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재 접속하거나, 상기 컨텐츠의 다운로드 완료 후에 상기 컨텐츠 주소 정보에 대응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다수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

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 기술 분야의 숙련자라면 이 실시 예를 통해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될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 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 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 예에 따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 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은 이동 통신 단말기(100), 무선망(200), 왑 서버(310), 미디어 서버(320

) 및 데이터베이스(330)를 포함하는 컨 텐츠 제공자(300)로 구성된다.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왑 서버(310)로부터 전송 받은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왑 브라우저(WAP Browser)와 VOD(Video On Demand)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300)의 미디어 서

버(320)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아 플레이 할 수 있는 VOD 플레이어를 내장하고 있으며, 왑 브라우저는 접

속한 왑 서버(310)로부터 VOD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전송 받아 LCD와 같은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고, 

VOD 플레이어는 사용자의 컨텐츠 선택에 따라서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아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표시창에 디

스플레이 한다.

또한,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왑 서버(310)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선택 메뉴 중에서 사용자의 메뉴 선택에 따라 무

선망(200)을 통해서 왑 서버(310)로부터 컨텐츠 정보를 WML(Wireless Markup Language) 스크립트로 전송 받는

데, 이러한 WML 스크립트 문서에는 컨텐츠 제공 업체의 아이디, 컨텐츠 아이디, 미디어 서버(320)의 아이피 어드레

스(IP Address), 무선망(200) 접속 시에 사용되는 먹스 옵션(MO : Mux Option), 서비스 옵션(SO : Service Option),

컨텐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예를 들면, 컨텐츠 제목, 컨텐츠 저작권자, 컨텐츠 용량 등) 및 다운로드 시에 네트워크 

불안정이나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음영 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접속 실패 시에 재 접속할 리턴 주

소 정보 또는 컨텐츠 다운로드 후에 왑 서버(310)가 설정한 컨텐츠로 이동할 수 있는 주소를 갖는 컨텐츠 주소 정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컨텐츠 다운로드 완료 후에 왑 서버(310)가 설정한 컨텐츠로 이동할 수 있는 주소인 컨텐츠 주소 정보는 왑 서버(310

)에 의해서 설정되는데, 사용자에게 전송된 컨텐츠에 관련된 페이지를 갖고 있는 주소이다.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내장된 왑 브라우저는 왑 서버(310)에서 전송된 WML 스크립트에 포함된 정보 중에서 먹스

옵션(MO : Mux Option) 값을 변경하여 고속 데이터 레이트(Date Rate)를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합한 고

속 채널을 무선망(200)에 요구한다.

무선망(200)으로부터 고속 채널을 할당받은 후에,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내장된 VOD 플레이어는 왑 서버(310)에

서 전송된 WML 스크립트에 포함된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의 주소(URL)를 이용하여 해당 미디어 서버(320)에 접속

하고, 접속한 미디어 서버(320)로부터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스트림 방식으로 다운받아 플레이시킨다.

이동 통신 단말기(100)가 왑 서버(310)에서 전송 받은 WML 스크립트에 포함된 리턴 주소 정보는 해당 컨텐츠를 다

운로드 하는 중에 발생되는 네트워크 에러에 의해서 접속이 끊길 경우에 사용자의 이동 통신 단말기(100)가 재 접속

할 주소이고, 컨텐츠 주소 정보는 사용자가 다운로드받은 컨텐츠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왑 서버(310)가 

임의로 설정한 컨텐츠 제공자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이러한 리턴 주소 정보와 

컨텐츠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망(200)을 통해서 왑 서버(310)와 재 접속하거나, 다운로드 완료 후에 리턴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컨텐츠 제공자에게 접속한다.

무선망(200)은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무선 인터넷 접속 요청에 따라 VOD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왑 서버(310)와 연결시키며, 네트워크 불안정이나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음영 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네트

워크 접속 실패 시에 이동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재 접속 요청을 받아 리턴 주소 정보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왑 서버

(310)로부터 전송 받아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제공한다.

컨텐츠 제공자(300)의 데이터베이스(330)는 미디어 서버(320)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예를 들면, 

음악, 영화, 뮤직비디오 등)들이 저장되어 있다.

왑 서버(310)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한 사용자의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멀티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

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선택 페이지를 제공하고, 제공된 메뉴 페이지에서의 메뉴 선택에 따라 선택한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WML 스크립트를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제공한다. 이때 WML 스크립트에는 호 단절 시에 

재 접속할 수 있거나 다운로드 완료 후에 다운로드받은 컨텐츠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턴 주소 정보와 

컨텐츠 주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미디어 서버(320)는 사용자의 왑 서버(310)에서 전송된 WML 스크립트에 포함된 주소(URL)에 대응되는 컨텐츠 요

구에 따라 해당 컨텐츠를 데이터베이스(330)에서 검색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동작 과정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사용자의 해당 컨텐츠 선택에 따라 전송되는 스크립트에는 리턴 주소 정보만 포함되어 있다는 과정 하에 설명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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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무선망(200)을 통해 컨텐츠 제공자(300)의 왑 서버(310)에 접속하고, 왑 서버(310)는 접속

한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왑 브라우저를 통해 메뉴 선택 페이지(즉, 메인 페이지)를 표시창에 디스플레이 한다(S2

01).

왑 서버(310)는 메인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컨텐츠 선택에 따라 전송되는 리턴 주소 정보가 포함된 WML 스크립트를 

무선망(200)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전송한다(S202, S203).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내장된 왑 브라우저는 멀티미디어와 같은 고속 전송에 적합한 고속 채널을 할당받기 위하여

왑 서버(310)로부터 전송 받은 스크립트에 포함된 정보 중에서 먹스 옵션 값과 서비스 옵션(SO : Service Option) 값

을 변경하여 무선망(200)에 전송하고, 무선망(200)으로부터 고속 채널을 할당받는다(S204).

고속 채널을 할당받은 후에, VOD 플레이어는 왑 서버(310)로부터 전송 받은 스크립트에 포함된 정보 중에서 컨텐츠

의 주소(URL)에 대응되는 컨텐츠를 무선망(200)에서 할당받은 고속 채널을 이용하여 미디어 서버(320)에 요구하는

데, 미디어 서버(320)는 VOD 플레이어가 요구하는 컨텐츠를 데이터베이스(330)에서 검색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10

0)에 제공한다(S205). VOD 플레이어는 미디어 서버(320)로부터 전송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플레이시킨다.

VOD 플레이어는 컨텐츠 다운로드 또는 플레이 중에 네트워크 장애 또는 음영 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접속 

불능 등에 의한 호 단절 여부를 판단한다(S206). 단계 206의 판단 결과, VOD 플레이어는 호 접속이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 미디어 서버(320)로부터 계속해서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플레이시킨 후에 컨텐츠 정보에 포함된 서비

스 옵션 값과 먹스 옵션 값을 변경하여 무선망(200)으로부터 할당받은 고속 채널을 해제시킨다(S209).

단계 206의 판단 결과, 호 접속이 단절된 경우에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내장된 왑 브라우저는 왑 서버(310)로부터

전송 받은 컨텐츠 정보 중에서 리턴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망(200)에 재 접속 요청을 수행한다(S207).

왑 서버(310)는 무선망(200)을 통해 해당 리턴 주소 정보를 전송 받아 리턴 주소 정보에 해당되는 폐이지를 무선망(2

00)을 통해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전송하는데, 전송된 페이지는 왑 브라우저에 의해서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표시창에 디스플레이 될 것이다(S208).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과정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무선망(200)을 통해 컨텐츠 제공자(300)의 왑 서버(310)에 접속하고, 왑 서버(310)는 접속

한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왑 브라우저를 통해 메뉴 선택 페이지(즉, 메인 페이지)를 표시창에 디스플레이 한다(S4

01).

왑 서버(310)는 메인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컨텐츠 선택에 따라 전송되는 리턴 주소 정보와 주소 정보 등이 포함된 W

ML 스크립트를 무선망(200)을 통해 사용자 의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전송한다(S402, S403).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내장된 왑 브라우저는 멀티미디어와 같은 고속 전송에 적합한 고속 채널을 할당받기 위하여

왑 서버(310)로부터 전송 받은 컨텐츠정보 중에서 먹스 옵션 값과 서비스 옵션(SO : Service Option) 값을 변경하여 

무선망(200)에 전송하고, 무선망(200)으로부터 고속 채널을 할당받는다(S404).

고속 채널을 할당받은 후에, VOD 플레이어는 왑 서버(310)로부터 전송 받은 문서에 포함된 정보 중에서 주소(URL)

에 대응되는 컨텐츠를 무선망(200)에서 할당받은 고속 채널을 이용하여 미디어 서버(320)에 요구하는데, 미디어 서

버(320)는 VOD 플레이어가 요구하는 컨텐츠를 데이터베이스(330)에서 검색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제공한다

(S405). VOD 플레이어는 미디어 서버(320)로부터 전송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플레이시킨다.

VOD 플레이어는 컨텐츠 다운로드 또는 플레이 중에 네트워크 장애 또는 음영 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접속 

불능 등에 의한 호 단절 여부를 판단한다(S406). 단계 406의 판단 결과, VOD 플레이어는 호 접속이 단절되지 않을 

때, 미디어 서버(320)로부터 계속해서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플레이시킨 후에 컨텐츠 정보에 포함된 서비스 

옵션 값과 먹스 옵션 값을 변경하여 무선망(200)으로부터 할당받은 고속 채널을 해제시킨다(S407).

고속 채널을 해제시킨 후에,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왑 브라우저는 왑 서버(310)에서 전송된 문서에 컨텐츠 주소 

정보가 첨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408).

단계 408의 판단 결과,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왑 브라우저(100)는, 컨텐츠 정보에 주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을 경우에, 컨텐츠를 선택하기 이전 페이지를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표시창에 디스플레이 시키고(S409),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컨텐츠 주소 정보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표시창에 디스플레이 시킨다(S410).

이때 컨텐츠 주소 정보는 왑 서버(310)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다운로드받은 컨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컨텐츠 제공자의 주소이다.

단계 406의 판단 결과, 호 접속이 단절된 경우에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내장된 왑 브라우저는 왑 서버(310)로부터

전송 받은 스크립트에서 리턴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망(200)에 재 접속 요청을 수행한다(S411).

왑 서버(310)는 무선망(200)을 통해 해당 리턴 주소 정보에 전송 받아 해당 리턴 주소 정보에 해당되는 폐이지를 무

선망(200)을 통해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전송하는데, 전송된 페이지는 왑 브라우저에 의해서 이동 통신 단말기(10

0)의 표시창에 디스플레이 될 것이다(S412).

여기서, 왑 서버(310)가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제공하는 리턴 주소 정보와 컨텐츠 주소 정보가 컨텐츠 관련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가 설정되어 있는 WML 형식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

츠의 헤더에 리턴 주소 정보를 포함시켜 전송하여도 호 단절 시 또는 컨텐츠 다운로드 완료 시에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한 이동 통신 단말기에 컨텐츠 선택에 따라 제공

되는 WML 스크립트에 리턴 주소 정보, 컨텐츠 주소 정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첨부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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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불안정에 따라 발생되는 호 단절 시에 해당 컨텐츠에 재 접속할 수 있어서 고 품질의 멀티미

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 데이터 레이트를 요구하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컨텐츠 다운로드 완료 후에 컨텐츠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제공

자에게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단말기가 무선망을 통해 다수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컨텐츠 선택에 따라 상기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컨텐츠의 유알엘(URL) 

및 리턴 주소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송 받는 단계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전송된 컨텐츠의 유알엘을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하고, 상기 컨텐츠 제공자로

부터 상기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으면서 호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컨텐츠 제공자간에 호가 단절된 경우에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는 

상기 리턴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재 접속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더블유엠엘(WML : Wireless Markup Language) 스크립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리턴 주소 정보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 전송되는 컨텐츠의 헤더에 포함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

청구항 4.
이동 통신 단말기가 무선망을 통해 다수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컨텐츠 선택에 따라 상기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컨텐츠의 유알엘(URL), 

리턴 주소 정보 및 컨텐츠 주소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송 받는 단계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전송된 컨텐츠 유알엘을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접속하고, 상기 컨텐츠 제공자로부

터 상기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으면서 호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컨텐츠 제공자간에 호가 단절된 경우에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는 

상기 리턴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재 접속하거나, 상기 컨텐츠의 다운로드 완료 후에 상기 컨텐

츠 주소 정보에 대응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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