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8

     G06Q 30/00B0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13477

2006년02월10일

(21) 출원번호 10-2005-7000785

(22) 출원일자 2005년01월14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01월14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3/021952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08285

국제출원일자 2003년07월16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01월22일

(30) 우선권주장 60/396,003

10/309,332

2002년07월16일

2002년12월04일

미국(US)

미국(US)

(71) 출원인 구글,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1600 빌딩 41 (우:94043)

(72) 발명자 배리,크리스토퍼,제이.

미국, 뉴욕 10589, 소머스, 리 불러바드 15

브론니만,에릭,로버트

미국, 뉴욕 11106, 아스토리아, 아파트.6에이치, 28쓰 스트리트 3450

에워드트,자콥,폴

미국, 콜로라도 80235, 레이크우드, 아파트 307, 웨스트 맨스필드 파크

웨이 7856

데이,윌리암,씨.

미국, 뉴저지 07641, 하워스, 메이플 스트리트 266

도노반,케빈,알제이비

미국, 뉴욕 10603, 화이트 플레인스, 아파트 3씨1, 처어치 스트리트260

하몬드,브라이언

미국, 뉴욕 10016, 뉴욕, 아파트 10-비, 서드 애비뉴 382

클라인,엘리자베스

미국, 뉴욕 10003, 뉴욕, 이스트 15쓰 스티리트 200

크넬,매튜,고돈

미국, 뉴욕 10305-2035, 스테이튼 아일랜드, 하이렌 불러바드 290

맥코이,론

미국, 조지아 30340, 도라빌, 글래드네이 드라이브 3983

프래스,사라,프란시스

미국, 뉴욕 10036, 뉴욕, #6, 웨스트 45스 스트리트 456

포터,단,씨.

미국, 뉴욕 11215, 브루클린, 8쓰 애비뉴 619

사암,에릭,크리스토퍼

미국, 뉴저지 07083, 유니온, 화이트우드 로드 501

(74) 대리인 박경재

심사청구 : 없음

(54)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공개특허 10-2006-0013477

- 1 -



요약

본 발명은 계층적인 콘텐트 특정 노드 구조를 통해 인터넷상 콘텐트를 광고하고 독립적으로 각각의 노드를 통한 광고 전달

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들 및 시스템들에 관한 것이다. 독립적인 전달 및 가격결정은 광고자가 광고 엔티티에 의해 주문

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흥미있는 한정되게 타켓으로 정해진 청취자들로 향해진 광고들에 대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주

문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흥미가 있거나 없는 많은 일반적인 청취자들로 향해진 광고들에 대해 비용을 덜 지불하도록

한다. 노드에 콘텐트 특정이 적다면, 광고가 보다 적게 타켓화되고, 그러므로, 광고 엔티티에 대해 광고의 가치가 작아진

다. 콘텐트 특정 노드들에 대한 타켓화된 광고는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테넷을 통한 협력된 콘텐트 특정 노드들의 분배 콘텐트 바탕 시스템상에서 타켓화된 광고를 제공하는 시스템

들 및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타켓화된 광고는 광고를 배치하고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의 오랜 목표였다. 광고들은 임의의 매체에서 고가일 수 있

다. 따라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흥미있는 개인들의 그룹에 의해 시청될 광고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

인터넷을 통한 한가지 형태의 광고는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을 위한 유료 배치이다. 이들 시스템들에서, 광고자들은 특정

검색 용어에 대한 검색 결과들에 리스트된 광고에 대해 다른 금액을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검색 엔진에 의해 리턴된

검색 결과들은 지불되는 금액에 따라 특정 검색 용어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광고자들 사이에 정렬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만약 소비자가 "항공 티켓들"에 대한 제공된 리스팅 검색 엔진상에서 검색할때, 항공노선의 리스트에는 소비자가 리

스팅에서 클릭을 하고 리스트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로 진행하도록 대응하는 URL 리스팅들이 생성된다. 상기 리스팅과 연

관된 각각의 광고자는 광고자들의 웹사이트에 매 "클릭(click-through)"에 대한 일정한 양의 돈을 검색 엔진에 지불한다.

광고자의 이름이 검색 결과들상에서 보다 높게 나타날수록, 사용자는 광고자가 제공된 URL(예를들어, 그것의 웹사이트)

에 클릭을 보다 많이 할 것이다. 종종, 광고 회사에 대한 클릭당 비용이 증가할때, 회사의 리스팅은 검색 결과들의 상부로

밀접해진다.

상기된 종래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광고 비용의 타켓화를 허용하지만, 상기 시스템들은 인터넷을 통한 다른 타켓화된 광고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들 및 다른 단점들은 현재 시스템에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콘텐트 노드의 주제로 특정된 광고를 가진 다양한 레벨들에서 인터넷 콘텐트 영역들(콘텐트 노드들)

을 맵핑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시스템은 광고자가 콘텐트 노드들에 포함하기 위한 광고들을 배치하는 인터넷을 사용

하여 동적 및 편집 제어된 계층구조로부터 적어도 두개의 다른 레벨들의 콘텐트를 선택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광고 사용자들이 광고들을 배치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인터페이스는 콘텐트 노드내의 배치 비용 광고 시스템

내 광고 배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하고 광고자가 여러 레벨들의 특정성에 여러 비용을 지정하도록 한다. 예를들

어, 5개의 노드 레벨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광고자는 시스템의 모든 콘텐트 노드상에 배치를 위하여 클링당 0.10$를

지불하고, 몇몇 제 2 레벨 노드들중 하나에 광고의 배치를 위하여 클릭당 0.12$를 지불하고, 몇몇의 제 3 레벨 노들들중 하

나에 광고의 배치를 위하여 클릭당 0.17$를 지불하고, 배치될 광고에 관련되고 선택된 노들의 콘텐트를 바탕으로 몇몇 제

4 레벨 노드들중 하나에 광고의 배치를 위하여 클릭당 0.25$를 지불할 수 있다. 광고자가 배치 비용을 지정하고 여러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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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뉼러티(granularity)에 보다 큰 특정성을 제공함으로써, 광고자는 다른 레벨들의 항목들에서 광고의 흥행을 모니터

링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광고 캠페인을 자체 선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광고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

여 여러 레벨에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시스템에 의해 콘텐트 노드들은 콘텐트 노드들의 시청자들에게 광고들의 전후관계 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콘텐트

제공자들과 맵핑된다. 상기 시스템은 관계를 저장하고 유지하고 광고자는 콘텐트 노드들 및 광고자들 사이에서 맵핑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시스템은 광고자에 의한 선택들에 따라, 일반적인 레벨로부터 특정 웹 페이지로 타켓화하는 증가

하는 레벨에서 광고자들로부터 콘텐트 계층 구조로 배치를 위한 요구들을 맵핑한다. 콘텐트 노드들은 웹 페이지들, 뉴스레

터들, 챠트, 뉴스그룹들 또는 상기의 임의의 유도물의 임의의 그룹 또는 인터넷 콘텐트를 지정할 수 있다. 콘텐트 노드들은

제목들, 설명들, 심도 레벨들, 룰들, 및 심도에 따라 페어런트(parent) 또는 챠일드(child)와 같은 여러 콘텐트 노드들과의

가능한 관계들을 가질 수 있다.

콘텐트 노드의 제목은 콘텐트 영역이 포함하는 정보 또는 통신들의 형태를 식별하기 위하여 의도된 짧은 설명일 수 있다.

개념적으로 임의의 페어런트 노드들의 제목들은 노드 제목 설명의 일부일 수 있다. 예를들어, "애완 동물"의 페어런트 콘텐

트하에서 "비타민들"의 제목을 가진 콘텐트 노드는 "건강"의 페어런트 노드하에서 "비타민"의 제목을 가진 콘텐트 노드와

다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목들은 "애완동물/비타민들" 및 "건강/비타민들" 같은 디렉토리형 명명법에서 속기화될

수 있다.

콘텐트 노드의 설명은 콘텐트 노드에 맵핑된 광고 리스팅이 나타날 수 있는 명세드들을 광고자에게 식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긴 설명이다.

콘텐트 노드의 심도 레벨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자 오디언스(audience)의 흥미들을 타켓화한다. 협의에 의해, 주어진 심

도들은 설명 이름들이라 하지만 특정 이름들을 가진 명명법 및 설명 이름들을 가진 심도 수는 가변적이고 분배자들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설명들 및 콘텐트의 그래뉴어티에 의해 한정된다.

룰들은 제공된 콘텐트 노드에 맵핑 및 리스팅할 수 있는 임의의 비지니스의 추상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들어, 뉴스

레터 콘텐터 노드에 대하여, 시스템은 뉴스레터 콘텐트 노드상에서 광고를 리스트하도록 예금 계좌에서 적어도 2000$를

가지도록 광고자에게 요구하는 룰을 실행할 수 있다. 룰들은 만약 클리당 비용으로 팔리면, 클릭당 0.5$ 같은 최소 구매 가

격들을 실행할 수 있다. 예를들어, 주어진 콘텐트 노드는 페어런트 노드상에서 클릭당 비용 보다 작거나 같은 클릭당 비용

상에 맵핑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콘텐트 노드는 페어런트, 칠트런, 또는 실빙(sibling) 콘텐트 노드들을 가지는지 다른 콘텐트 노드들에 대한 관계들을 정의

할 수 있다. 동일한 심도에서 콘텐트 노드들은 여러 세트의 관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주의된다. 예를들어, 두개의 실

빙 콘텐트 노드들(동일한 페어런트 콘텐트 노드를 가진 콘텐트 노드들)은 독립적으로 칠드런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비대칭 콘텐트 노드 계층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주의된다.

개념적으로, 상부 레벨 루트 콘텐트 노드는 제공되어 언어(즉, 영어)와 다른 임의의 특정 인터넷 콘턴트에 타켓화되지 않은

배치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로 간단히 번역한다. 상부 레벨 노드는 광고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일반적인 오디언스를 타켓화

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부 레벨에 맵핑된 광고 리스팅들은 동시에 msn.com, yahoo.com 및 about.com 같은 사이트들의

홈페이지상에 나타날 수 있다.

채널 레벨 노드는 타켓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소 일반적인 콘텐트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기본 관심사

가 공지되었지만 특정되지 않은 콘텐트 영역들에 사용된다. 채널 레벨 노드의 실시예는 "페어런팅 & 패밀리"일 수 있다.

이 경우 콘텐트 영역은 페어런팅 또는 패밀리에서 일반적인 관심사이지만 보다 많이 공지되지 않는다. 채널 레벨 콘텐트

노드들은 상부 레벨 노드를 가지며, 추가로 실빙 노드들 및 차일드 노드들을 가진다.

주제 레벨 노드는 타켓화된 콘텐트 영역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정 관심사가 공지된 인터넷 콘텐트 영역들에서 상기 주제

레벨 노드가 사용된다. 주제 레벨 노드의 실시예는 "페어런팅 & 패밀리/임신 & 생일이고, 여기서 "임신 & 생일"은 주제 레

벨 노드의 제목이고 "페어런팅 & 패밀리"는 페어런트, 채널 레벨 노드의 제목이다. 이 경우, 주제 레벨 노드상 콘텐트는 "

임신 & 생일"의 특정 관심을 가진 사용자들을 위해 설계된다. 이런 콘텐트 노드에 맵핑한 광고자는 주제 레벨 콘텐트 노드

에 액세스하는 최종 사용자들에 의해 시청될 주제 레벨 콘텐트 노드상에 광고를 배치하기 원할 수 있다. 주제 레벨 콘텐트

노드들은 페어런트 노드를 가지며 또한 실빙(sibling) 노드들 및 차일드 노드들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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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큐먼트 레벨 노드는 이런 실시예에서 콘텐트 유니트들로 타켓화된 것으로 정의된다. 도큐먼트 레벨은 진정으로 유일한

특정 콘텐트 부분들에 사용된다. ??먼트 레벨 콘텐트 노드의 실시예는 특정 URL, 또는 특정 뉴스레터 메일만으로 타켓화

된다. 도큐먼트 레벨 노드의 실시예는 "페어런팅 & 패밀리/임신 & 생일/수유"이고 "수유"는 도큐먼트 레벨 콘텐트 노드의

실제 제목이고, "임신 & 생일"은 페어런트의 실제 제목이고, 주제 콘텐트 노드이며, "페어런팅 & 패밀리"는 채널 레벨 콘텐

트 노드의 제목이다. 이런 콘텐트 노드에 맵핑한 광고자는 실시예로서 임신.about.com 사이트에 포함된 수유 페이지들상

에 광고하길 원할 수 있다. 도큐먼트 레벨 콘텐트 노드들은 칠드런을 가지지 않지만, 실빙 또는 페어런트들을 가질 수 있

다.

명백하게, 다른 실시예들에서, 콘텐트에 관련하여 부가적인 특정성을 가진 노드들의 부가적인 레벨들이 있을 수 있다. 가

변하는 콘텐트 특정성 레벨들을 가진 노드들상에 광고의 배치를 허용하는 이런 시스템은 광고자가 보다 높은 광고 금액을

지불하게 하고, 여기서 오디언스는 광고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구매하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이다. 부가적으로, 광고자

는 콘텐트가 지불되는 상품들 및 서비스들과 보다 관련되지 않아서, 판매들을 보다 적게 생성하는 장소에 광고를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은 광고자가 오디언스를 구체적으로 타켓화할 수 있는 광고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비용 지불시 보다 큰 가요

성을 광고자에게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광고자는 시청자들을 타켓화하여 보다 쉽게 구매자들이 되도록 할수록, 광고자는

광고 달러에 대해 보다 많은 값을 치러야 한다. 본 발명은 광고자가 타켓팅없이 폭넓게 광고들을 퍼뜨리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다. 광고자는 판매들을 보다 적게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비타켓화된 광고에 대하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다중 노드 계층구조 콘텐트 노드 시스템을 통한 발표를 위해 광고자들로부터 광고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 시스

템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다수의 광고자 사용자 시스템들로부터 광고 리스팅 정보를 수신하

는 양방향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가지며, 상기 광고 리스팅 정보는 광고 타이틀 및 URL, 광고 리스팅 정보가 연관되는 하나

이상의 노드 레벨들의 선택, 및 선택된 각각의 노드에 대한 입착 금액, 광고 리스팅들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다중

노드 계층구조 시스템에서 노드들을 요구하는 다수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웹 페이지 콘텐트 및 광고 리스팅들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파일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콘텐트 및 광고 리스팅들은 최종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노드를 바탕으로 한다. 제공

된 URL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된 웹페이지로부터 광고 리스팅의 선택후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타켓 웹 페이지를 지정

할 수 있다. 네트워크 파일 서버는 특정 요구된 노드에 대한 광고 리스팅들을 전달할 수 있고 특정 노드들과 연관된 광고

리스팅의 랭킹 및 보다 높은 레벨 노드들에 대한 광고 리스팅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품질 제어를 유지하고 광고자가 연

관된 것을 찾도록 하는 광고자 리스팅 및 노드 사이의 몇몇 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은 지불된 광고가 룰들의 세트

를 따르는지를 결정하는 룰 검사 모듈에 의해 적용될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한세트의 룰들을 추가로 제공

할 수 있고,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룰들의 세트에 따르지 않는 임의의 목표된 광고에 대한 거절을 전송하는 거절 전송 모

듈에 정보를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통합되고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 도면들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을 도시하고 또한 본 발명의 원리들 및

장점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세한 설명과 사용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콘텐트 노드들의 계층 구조의 다이어그램.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인 단계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검색 용어와 연관된 인터넷 샷.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검색 용어와 연관된 인터넷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확인 단계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채널 레벨 노드 선택 단계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6은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주제 레벨 노드 선택 단계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다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도큐먼트 레벨 노드 선택 단계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배치하는 확인 리스트 단계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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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배치하는 엔터 상세 리스팅 단계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확인 입찰 단계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접촉 정보 단계를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경비 정보 단계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트하기 위하여 계정을 등기하는 단게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주제 지정 노드들의 구조내에 주제 지정 노드들의 광고들을 광고자가 리스트하도록 하

는 시스템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주제 지정 노드들의 구조내에 주제 지정 노드에 리스트된 광고들을 나타내는 스크린 샷.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주제 지정 노드들의 구조내에 주제 지정 노드에 리스트된 광고들을 나타내는 스크린 샷.

실시예

광고 시스템은 제공되어 콘텐트 지정 노드들의 다중 레벨 계층 구조의 여러 레벨들에 여러 입찰 금액을 광고자가 배치하도

록 한다. 이런 광고 시스템은 비록 사용자가 하기될 바와같이 키워드 바탕 광고상에 입찰할 수 있지만, 광고자가 콘텐트 바

탕 시스템내의 입찰 및 경비를 맞추게 할 수 있다. 정황상, 비록 본 발명의 실시예가 응용할 수 있는 계층 구조 시스템의 형

태를 배제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콘텐트 노드들의 계층 구조의 실시예는 도 1에 도시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 상부 레벨 노드(100)는 웹사이트상 텍스트 언어 같은 레벨 지정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들

어, 농구를 판매하는 광고자는 콘텐트의 영어 페이지상에 농구에 대한 광고들이 중국어의 페이지들의 시청자에서 보다 광

고의 시청자들에게 판매를 보다 많이 생성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및 스페인어의 상부 레벨 노드들중에

서 영어의 상부 레벨 노드를 선택할 수 있다. 하기될 바와같이 광고자가 각각의 레벨에 대하여 다른 입찰액을 가지고, 모든

상부 레벨 노드들에서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콘텐트 레벨 노드들에 광고하기를 원하

는 사용자는 각각의 리스팅에 대하여 상부 레벨 노드(100)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페이지상 콘텐트로서 동일한 언어

의 광고들만을 시스템이 항상 리스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은 각각의 리스팅에 대하여 하나

의 상부 레벨 노드(100), 또는 광고 언어를 선택하도록 광고자에게 프롬프트할 수 있다.

상부 레벨 노드(100)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 이상의 콘텐트 노드들상 오이언스를 타켓

화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목표된 리스팅의 추가 주제를 지정하는 채널 레벨 노드들(110)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농

구를 판매하는 광고자는 스포츠 콘텐트를 가진 페이지들상에서 농구에 대한 광고가 영역 콘텐트를 가진 페이지들의 시청

자들에게 보다 상기 페이지들의 시청자에게 보다 쉽게 관련되기 때문에, 스포츠, 건강, 엔터테이먼트, 및 영역의 채널 레벨

노드들(110)에서 스포츠의 채널 레벨 노드(110)를 선택할 수 있다. 광고자는 레크레이션 농구 선수들에 의해 도시되도록

건강의 광고를 리스트하기를 원할 수 있다. 광고자는 건강 콘텐트가 배치된 광고에서 보다 작은 시청자들이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자는 광고자가 스포츠 콘텐트를 가진 페이지상에 배치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보다 건강 콘텐트를 가진 페이지상에 광고를 배치하기 위한 금액을 작게 지불할 수 있다.

게다가, 채널 레벨 노드(110)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을 바탕으로, 협력된 콘텐트 지정 노드들을 사용하여 오디언스를 축로

타켓화하기를 원하는 광고자는 목표된 리스팅의 주제 및 심지어 추가의 도큐먼트 레벨 노드(130)를 추가로 지정하는 주제

레벨 노드(120)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농구를 판매하는 광고자는 축구, 야구, 농구 및 사커의 주제 레벨 노드들

(120)중에서 농구의 주제 레벨 노드(120)를 선택할 수 있다. 게다가, 광고자는 NBA, WNBA, NCAA, 룰들, 통계치들 및

장비의 도큐먼트 레벨 노드들(130)에서 장비의 도큐먼트 레벨 노드(1300를 선택함으로써 오디언스를 추가로 타켓화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자는 농구 장비와 관련된 콘텐트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농구의 룰들에 관련된 콘텐트를 시청하는 시청자

보다 농구공들을 구매하는데 보다 괸심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룰들 도큐먼트 레벨 노드보다 장비 도큐먼

트 레벨 노드상에 우선 리스팅하는 것을 배치하기 위해 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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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고자는 농구의 주제 레벨 노드(12)를 가진 모든 도큐먼트 레벨 노드들(130)상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

광고자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주제 레벨 노드에 대한 주문을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 시스템은 다중 레벨 계

층구조 콘텐트 바탕 시스템의 여러 레벨들에서 여러 입찰 금액들을 광고자가 배치하도록 제공된다.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도큐먼트 레벨 노드(130)는 계층구조내의 대부분의 지정 레벨일 수 있다. 그러나,

임의의 수의 부가적인 레벨들의 특정성은 상부 레벨 노드(100) 및 도큐먼트 레벨 노드(130)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라, 일단 리스팅이 형성되면, 리스팅은 대응하는 디렉토리를 가진 연관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

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구조들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들, 플랫 파일들, 링크된 리스트들 및 다른 저장 형태들을 포함하

는 종래에 인식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만약 농구공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광고자는 장비 도큐먼트 레벨 노드(130), 농구 주제 레벨 노드(120), 스포츠

채널 레벨 노드(110), 및 영어 상부 레벨 노드(100)에 광고 배치를 위한 주문시 가장 높은 금액을 배치하고, 리스팅은 데이

터베이스(예를들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영어\스포츠\농구\장비\1"로서 저장될 수 있다. 광고자는 도 2 내지 13

에 도시된 단계들을 완ㄹ함으로써 도 1에 도시된 주제, 또는 노드, 레벨들을 선택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인"(200) 단계를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를 나타

내는 스크린샷이다. 다중 노드 콘텐트 계층 구조 시스템에 광고를 배치하기를 원하는 광고 사용자는 보안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도 2의 광고 시스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도 2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임의의 수

의 광고 사용자들이 계층구조 시스템상에 배치하는 광고들을 초기화, 관리 및 변형할 수 있게 한다. 도 2는 안전 및 보안 시

스템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이름(210) 및 패스워드(220)를 광고 사용자가 입력하게 한다. 비록 사용자이름/패스워드

가 도시되었지만, 쿠키들의 사용, IP 어드레스 검증, 공용키 인프라구조(PKI) 인증, 암호화 및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보안 방법을 포함하는 다른 인증 기술들은 요구된다.

액세스의 보안 방법을 제공하는 것외에, 광고 시스템은 최종 상ㅇ자가 다중 노드 계층 구조 콘텐트 바탕 시스템의 검색 특

징을 통하여 임의의 열거된 검색 용어들을 입력할 때 광고의 배치를 위한 금액을 광고자가 지불하도록 한다. 이 단계는 광

고를 배치하는 것외에 노드들의 콘텐트 바탕 계층 구조 시스템을 사용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검색 용어

와 연관된 광고를 인터넷상에 배치하는 것"(300)의 단계를 사용자가 취하게 한다. 사용자는 목표된 광고에 대응하는 가장

높은 레벨 주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검색 용어(310)를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게다가, 광고 사용자는 리스트될 광고에 대

한 리스팅 제목(320)을 입력한다. 리스팅 제목은 사용자가 원하는 광고가 광고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제목을 나타낼 수 있

다. 예를들어, 만약 사용자 목표 광고가 "B-P" 이름의 회사에 의해 제조되는 착유기를 판매하기를 원하면, 리스팅 제목은 "

판매를 위한 착유기" 또는 "판매를 위한 B-P 착유기" 또는 다른 기술적인 선택사항일 수 있다. 광고 사용자는 클릭을 위한

일반적인 웹사이트 위치를 요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URL(330)을 입력할 수 있다. 또한, 광고 사용자는 만약 광고를 클

릭하도록 최종 사용자에게 명령하는 실제 URL 사이트를 나타낼 수 있는 타켓화된 URL(340)을 입력할 수 있다. 타켓화된

URL은 예를들어 만약 최종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면 최종 사용자를 위하여 검색될 페이지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함으로

써 디스플레이 URL(330)과 다를 수 있고, 이것은 판매를 위한 특정 모델의 착유기(예를들어, )의 페이지라 한다. 다른 실

시예에서, 단지 하나의 URL은 입력되고 디스플레이되는 동일한 URL은 최종 사용자가 다중 노드 계층구조 콘텐트 바탕 시

스템에서 최종 사용자에 의해 광고의 선택후 타켓 URL로서 사용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이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자 목

표 광고는 광고될(350)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설명을 입력할 수 있다. 게다가, 사용자 목표 광고는 가격(360)을 제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광고의 가격은 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각각의 제안된 광고 리스팅은

그것과 연관된 입찰 가격을 가진다. 이 실시예에서, 리스팅들은 디스프레이되는 지정 레벨에 대한 입찰 가격의 내림차순

순서로 연속해서 리스트된다. 클릭 당 가격 또는 고정 요금일 수 있다. 상기 과정의 이런 단계에서 입력으로서 제안된 리스

팅은 최종 사용자가 검색 용어 또는 용어들에 대한 웹 사이트를 검색할 때 적당한 순서로 최종 사용자에 의해 도시될 수 있

다.

광고 시스템은 또한 확인 단게에서 주문된 대응하는 금액 및 입력된 광고 리스팅을 광조자가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이 단계

는 광고를 배치하는 것과 노드들의 콘텐트 바탕 계층구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단계는 광고자들이 다른 광

고자들에 의해 주문된 금액과 주문된 금액이 어떤지를 나타내도록 한다. 도 4는 광고자가 "검색 용어와 연관된 인터넷상

광고를 리스팅하는 확인 단계"(400)를 취하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이

단계는 광고의 랭크(410)라 불리는 이전에 제출된 가격을 바탕으로 광고들의 내림차순 순서로 광고가 어떻게 홀딩되는 가

를 사용자가 목표 광고가 도시하도록 한다. 만약 사용자 목표 광고가 도시된 랭크(410)로 만족되지 않거나, 광고 리스팅과

연관된 임의의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사용자는 특정 리스팅과 연관된 편집 버튼(420)을 선택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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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광고 시스템은 광고자가 일반적인 주제상에 콘텐트를 가진 페이지들상에 광고를 나타내고자하는 높은 레벨 주제

를 광고자가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채널 레벨 노드 선택" 단계

(500)를 사용자가 취하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이 단계에서 시스템은

도큐먼트 레벨 노드들(510)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전에 입력된 검색 용어들을사용할 수 있다. 이런 옵션은 "키워드를 바탕

으로 카테고리 선택"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선택적으로, 사용자 목표 광고는 채널 레벨 노드들(520)하에서 광고되는 상

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적당한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다. 착유기 제조사 목표 광고의 실시예 다음, 사용자는 채널 레벨 노

드로서 "페어런팅 및 패밀리"를 선택할 수 있다. 스크린 샷은 간단한 일반적인 주제들을 도시한다. 이런 리스트는 모든 것

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임의의 다른 주제는 적당할 수 있다.

게다가, 광고 시스템은 광고자가 동일한 주제상 콘텐트를 가진 페이지들에 광고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보다 좁은 주제를 광

고자가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주제 레벨 노드 선택" 단계(600)

를 광고자가 취하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610에서 시스템은 다시 도큐

먼트 레벨 노드들을 제어하도록 이전에 입력된 검색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옵션은 "키워드 바탕 카테고리 선택"하

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목표 광고는 620에서 주제 레벨 노드들하에서 광고될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적당

한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다. 착유기 제조 목표 광고의 실시예들에 연속하여, 사용자는 주제 레벨 노드로서 "임신/생일"

을 선택할 수 있다. 스크린샷은 샘플 주제 레벨들을 나타낸다. 이런 리스트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임의의 다른 주제는 채널 레벨 노드들로서 리스트된 주제 보다 많이 지정되는 한 적당할 수 있다. 주제 레벨 노드들(620)하

에서 나타나는 리스팅 옵션들은 채널 레벨 노드(520)항에서 이루어진 사용자 목표 광고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른다.

게다가, 광고 시스템은 광고자가 동일한 주제상 콘텐트를 가진 페이지들상에 광고가 나타나도록 하는 보다 좁은 주제를 여

전히 광고자가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도큐먼트 레벨 노드 선택

" 단계(700)를 광고자가 취하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이 단계에서, 시스

템은 도큐먼트 레벨 노드들(710)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전에 입력된 검색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옵션은 "키워드 바

탕 카테고리 선택"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선택적으로, 사용자 목표 광고는 도큐먼트 레벨 노드들(720)하에서 광고될 상

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적당한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다. 착유기 제조사 목표 광고의 실시예에 연속하여, 사용자는 도큐

먼트 레벨 노드로서 "수유"를 선택할 수 있다. 상기 스크린샷은 샘플의 일반적인 주제를 도시한다. 이런 리스트는 모든 것

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되지 않는다. 임의의 다른 주제는 주제 레벨 노드로서 리스트된 주제보다 특정화되는 한 적당할

수 있다. 도큐먼트 레벨 노드들(720)하에서 나타나는 리스팅 옵션들은 주제 레벨 노드(620) 하에서 이루어진 사용자 목표

광고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른다.

광고자가 광고들을 배치하고자 하는 계층적 주제 구조내에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서 광고 시스템이 광고자에게 충분히 한

정할 수 있게 하면, 시스템은 광고자가 계층적 주제 구조를 검증하게 한다. 도 8은 본 바령의 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들상에

광고를 배치하는 "확안 리스팅" 단게(800)를 광고자취하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이스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사용자 목표 광고가 구매하기를 원하지 안흔 것을 리스팅이 나타내면, 사용자는 대응하는 박스를 언체킹하거나,

리스팅에 대한 계층적 구조를 리턴 및 편집함으로써 그것들을 리스테에서 뺄수 있다.

부가적으로, 광고 시스템은 광고들에 배치될 정보의 아이템들을 상세하게 하는 정보를 광고자가 입력하도록 할 수 있고,

광고자는 광고 시스템상에 리스트하도록 시도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배치하는 "상

세 리스팅 입력" 단계(900)를 광고자가 완료하게 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

다. 이 단계는 각각의 목표된 도큐먼트 레벨 노드 리스팅을 위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선택된 노드들

의 연관 구조는 스크린샷(910)의 상부에 도시된 리스팅 이름으로 표시된다. 사용자는 리스팅 제목(920), 디스플레이 URL

(930), 타켓화된 URL(940), 설명(950) 및 가격(960)을 입력할 수 있다. 다양한 다른 정보가 광고에 리스트될 수 있고 정보

의 이들 항목들은 다른 항목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으로 의미되지 않는다.

게다가, 광고 시스템은 정확성을 위하여 입력되는 정보의 아이템을 광고자가 체크할 수 있게 하거나, 계층적 구조를 조절

하기 위한 기회, 또는 이 단계 이전에 입력된 임의의 주어진 리스팅상에 지불된 금액을 광고자가 제공할 수 있게 할 수 있

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확인 입찰" 단계(1000)를 광고자가 취??록 할 수 있는 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일단 도 9에 E시된 단계가 각각의 목표된 도큐먼트 레벨 노

드 리스팅에 대하여 이루어지면, 리스팅들은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사용자 목표 광고(1010)에 의해 입력된 정

보와 함께, 시스템은 사용자가 각각의 리스팅에 대하여 이전에 제출된 가격을 차용하는 랭크(1020)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

다. 이 단게는 본 발명의 장점을 도시한다. 예를들어, 착유기 제조사는 임신 도큐먼트 레벨 노드에서 보다 수유 도큐먼트

레벨 노드상에 우선 리스트되도록 보다 많이 지불하고자 한다. 수유에 관련된 최종 사용자 액세싱 도큐먼트는 광고자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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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서 임신에 액세스하는 임의의 주어진 최종 사용자보다 착유기에 대한 마케세 있기 쉽다. 따라서, 사용자 목표 광고는

수유 도큐먼트 레벨에서 우선 배치하도록 보다 많은 금액을 입착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랭크 및 가격들로 ??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리스팅을 편집할 수 있다.

또한, 광고 시스템은 시스템상에 광고를 배치하기 위한 시도시 광고자상에서 정보를 얻고 저장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

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접촉 정보 제공" 단계(1100)를 광고자가 취하도록 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이 접촉 정보는 사용자 목표 광고 : 제 1 이름(1110), 최종 이름(1120), 회사 이름

(1130), 거리 주소(1140), 도시(1150), 상태(1160), 집 코드(1170), 나라(1180), 이메일 주소(1190), 전화 번호(1115),

팩스 번호(1125) 및 산업(1135)에 관한 다음 정보의 임의의 것을 포함하거나 상기 정보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 시스템은 변화될 리스팅 랭크가 있을때 광고자와 접촉하도록 상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광고 시스템

은 리스팅의 상태상에서 광고자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유사하게, 광고 시스템은 지불하기 위하여 광고 시스템에 대한 의미로서 납입 수단 또는 다른 경비 정보를 광고자가 저장

하게 한다. 도 12는 본 발명에 다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팅하는 "경비 정보 제공" 단계(1200)를 광고자가 취하도

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에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자 목표 광고는 시스템

에 의해 주기적으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신용 카드 또는 다른 재정 게정 번호(1210)를 입력할 수 있다. 다른 실시에들에

서, 시스템은 광고자에게 메일링되는 물리적 인보이스들을 주기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도 12는 사용자가 "계정 자동 보충

"(1220)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도시한다. 이런 피쳐는 임의의 광고 비용들이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시스템이 사용자에

게 부담시키도록 한다. 시스템은 미리 설정된 금액(1230)을 사용자의 게정 밸런스가 임의의 금액(1240)으로 떨어질때마

다 사용자의 경비 카드에 부과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경비 주소(1250)를 입력할 수 있다.

게다가, 광고 시스템은 만약 목표되면, 광고 시스템에게 보내지는 임의의 정보를 광고자가 시청 및 편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레벨 노드들상에 광고를 리스트하기 위하여 "계정 등록"(1300) 단계를 광고자가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이 단계는 리스팅(1310), 접촉 정보(1320), 또

는 경비 정보(1330)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광고자의 최종 기회를 형성하게 한다. 일단 광고자가 이 단계를 취하고 리스

팅들을 등록하면, 광고는 적당한 도큐먼트 레벨 리스팅들상 노드 구조에 따라 배치된다.

광고자가 다수의 광고들을 배치할 수 있고, 시스템내의 많은 다른 노드들상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광고들일 수 있고 다중

노드 계층 구조 시스템내의 가장 경제적인 광고 결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예를들어, 채널 레벨 노드에서 채널당 0.10$의 입찰액 및 하나의 특정 도큐먼트 레벨 노드상에서 0.50$의

입찰액이 광고들에 대한 히트들 및/또는 상기 히트들로부터의 수입을 형성한다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배치된 광고들이 어떻게 분배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도 14가 제공된다. 도 14는 광고자가 도 2-13에 도

시된 다양한 실시예들 같은 주제 설명의 가변 레벨들에 따라 콘텐트 특정 페이지들상에 광고들을 리스트할 수 있도록 광고

시스템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다중 광고 시스템들(1410)은 http 접속(1415)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광고 시스템에 액셋할 수 있다. http 접속(1415)은 만약 다른 보안 방법들이 상기된 바와같이 사용되더라도 하나

의 보안 방법(https)일 수 있다. 광고 시스템(1410)은 데이타베이스 서버(1425)를 통해 콘텐트 설명의 데이타베이스

(1465)에 액세스할 수 있다. 데이타베이스 서버(1425)는 도 2-13의 실시예들에서 제공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을

양향방향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동작들을 제공하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들로부터 콘텐트를 수신하고, 상기

콘텐트를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 에러 메시지들, 또는 적당한 확인 메시지들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타베이스 서버

는 도시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들 사이의 소정 관계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페이지들을 시퀀스할 수 있다. 이

런 방식이 달성될 수 있는 한가지 실시예는 콘텐트 오브젝트 테이블 데이타베이스(1435)에 데이타베이스 서버 판독 기입

을 통해서이고, 여기서 콘텐트와 연관된 광고들은 저장될 수 있다. 게다가, 데이타베이스 서버(1425)는 광고들의 리스팅에

관련한 책략적 시스템 제한들을 제공할 수 있는 룰 테이블 데이타베이스(1430)를 광고자가 판독할 수 있게 한다. 이들 책

략적 시스템 제한은 비지니스 관점으로부터 가장 높은 이익을 생성하도록 설계될 룰들일 수 있다. 예를들어, 사용자의 광

고 및 주제를 바탕으로, 시스템은 그 광고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광고 결합을 추천할 수 있다. 비록 단일 네트워크

파일 서버, 데이타베이스 서버, 콘텐트 오브젝트 테이블 및 룰 테이블이 도 14에 도시되지만, 다중 오브젝트는 시스템의 동

작들의 비례성 및 최적성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광고 시스템(1410)이 광고 리스팅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때, 지불은 콘텐트 오브젝트 테이블 데이타베이스(1435)에 저장

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파일 서버(1440)는 데이타베이스 서버(1425)를 통하여 콘텐트 오브젝트 테이블 데이타

베이스(1435)에 저장된 광고들을 액세스하고 구조화된 콘텐트 데이타베이스(1465)에 그것들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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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다중 최종 사용자들(1445)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중 노드 계층구조 콘텐트 바탕 시스템의 콘텐트에 대한 다양

한 분배 파트너들에 접속할 수 있다. 예를들어, 다중 노드 계층 구조 콘텐트 바탕 시스템은 본 발명의 양수인 같은 웹 사이

트, www.about.com에서 About.com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호스트 시스템의 다양한 파트너들은 그들의 웹 사이트

들상에 몇몇 또는 모든 콘텐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스트를 고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여자 문제들에 관란 웹 사이트는 여

자 문제에 관련된 주제 레벨 노드(들)을 분배하는데 바람직할 수 있다. 이들 노드들과 연관된 광고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최

종 사용자에게 분배 파트너를 통한 노드들에 대한 콘텐트와 함께 전달될 수 있다.

로드 밸런서(1450)는 하나 이상의 분배 파트너들로부터 서버로의 요구들을 포함하는 다중 인터넷 접속들을 모니터할 수

있다. 웹 서버를 통하여, 이들 다중 사용자들은 다중 노드 계층 구조 콘텐트 바탕 시스템으로부터 콘텐트를 찾을 수 있다.

이들 다중 사용자들(1445)은 계층구조 노드를 사용하거나 검색 키 워드들을 입력함으로써 도큐먼트를 찾는다. 어느 경우

나, 네트워크 파일 서버(1440)는 이들 요구들(1455)을 판독할 수 있고 그 도큐먼트와 연관된 리스팅고 함게 관련된 콘텐

트를 페이지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도 14에 도시된 광고 시스템은 판매들을 보다 적게 생성하도록 다른 콘텐트 특정 노

드상에 배치를 위하여 지불된 금액과 달리, 콘텐트 특정 노드상에 광고 배치를 위한 금액을 광고자가 지불할 수 있게 한다.

일단 광고 시스템이 특정 노드상에 광고들을 배치하기 위한 지불들을 허용하면, 광고 시스템은 콘텐트 특정 노드에 광고들

을 발표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광고 리스팅들은 상기된 바와같이 웹 사이트에 발표될 수 있다. 예를들어, 도큐먼트 레

벨 노드는 정보 콘텐트, 링크들, 그래픽들, 챠트, 및 주제, 채널 레벨 및 상부 레벨에 관련된 다른 피쳐들을 가진 단일 웹 페

이지를 포함할 수 있다. 웹 페이지내에서, 설명 레벨에 대한 광고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치하는 광고자들은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도 15는 도큐먼트 레벨 노드에 관련된 단일 도큐먼트 레벨 노드 웹 페이지를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상기 웹

페이지는 보다 높은 레벨 노드들에 대한 가장 높은 입찰자를 포함하는 도큐먼트 레벨에 대한 가장 높은 3개의 입찰자들에

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채널 레벨내에 광고를 배치하기 위하여 하나의 광고자는 0.25$를 입찰하고, 그 다

음 만약 상기 구조내에서 특정 페이지에 대한 보다 높은(또는 낮은) 입찰을 가지지 못하면, 모든 웹 페이지에 대한 랭크는

채널이 0.25$의 입찰액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도큐먼트 레벨 노드에 대한 URL은 URL 섹션(1510)에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런 URL은 각각의 콘텐트 바탕 노드에

대해 유일할 수 있고 관련 디렉토리 포맷으로 표현될 수 있다. 도 15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시청자는 페어런팅 & 패밀리

채널 레벨 노드(1520), 임신 & 생일 주제 레벨 노드(1530), 및 수유 도큐먼트 레벨 노드(1540)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이런 경우 제목이 "당신의 아리를 수유하는 장점"으로 선택된 도큐먼트 레벨 노드의 주제상에 콘텐트(1550)를

수신했다.

도큐먼트 레벨 노드의 주제상에 콘텐트(1550)를 수신하는 것 외에, 시청자는 3개의 광고 리스팅들(1570, 1580 및 1590)

을 수신했다. B-P 펌프들을 판매하기 원하는 광고자는 이 노드상에 배치하기 위한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한다. 그러므로,

그 광고자의 리스팅은 첫번째로 리스팅된다. 광고 리스팅은 제목(1555), "B-P 판매용 착유기", 설명(1560), "B-P 착유기

제한 주문 시간... 지금 구입"; 및 디스플레이 URL(1565), "www.b-p.com\modelB"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URL은 만

약 광고 리스팅을 클릭하면 재지향되는 시청자를 도시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B-P 착유기를 판매하기를 원하는 광고

자는 이 노드상에 배치를 위하여 클릭당 12 센트들을 지불할 수 있다. 반면, 위치들(2 및 3, 1580 및 1590)의 광고 리스팅

들은 덜 지불된다. B-P 착유지기들의 광고자는 시청자들이 고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노드상에 다수의 배치

를 지불하려고 하고, 광고자는 연관없는 노드들상에 배치하고자하고 상기 배치에 대한 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려

고 한다.

예를들어, 본 발명으로 인해 동일한 광고자는 수유에 관련된 콘텐트를 가진 노드상에 리스팅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보다 작

은 금액으로 임신에 관련된 콘텐트 노드상에 동일한 광고 리스팅을 배치하기 위하여 지불할 수 있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

른 주제 특정 노드들의 구조내에서 임신과 관련된 주제 특정 노드에 리스트된 광고들을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다. 광고들이

발표되는 URL은 1610으로 도시될 수 있다. 이런 URL은 각각의 콘텐트 바탕 노드에 대해 유일할 수 있고, 관련 디렉토리

포맷으로 표현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시청자는 페어런팅 & 패밀리 채널 레벨 노드(1620), 임신 & 생일

주제 레벨 노드(1630), 및 임신 도큐먼트 레벨 노드(1640)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이 경우 배란 달력인 선택된

도큐먼트 레벨 노드의 주제상 콘텐트(1650)를 수신했다.

임신 주제상 콘텐트(1650)를 수신하는 것외에, 시청자는 3개의 광고 리스팅들(1670, 1680 및 1690)을 수신했다. B-P 펌

프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광고자는 이 노드상에 배치를 위하여 클릭당 3 센트들을 입찰한다. 클릭당 3센트들은 이 노드상

에 배치를 위하여 제공된 가장 높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므로, B-P 착유기 리스팅(1690)은 첫번째로 리스트되지 않는다.

위치들(1 및 2, 1670 및 1680)의 광고 리스팅들은 덜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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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광고 시스템은 다른 주제 콘텐트를 가진 페이지들상에 동일한 광고를 배치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임의의 콘텐트를 가진 페이지상에 광고를 배치하기 위한 금액을 광고자가 지불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광고자가 가

장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시청자들에 의해 도시되는 광고 돈을 소비하게 한다. 이것은 광고의 다양화 및 보다 적당한 가격을

허용하기 때문에 광고자에게 바람직하다. 광고 시스템은 광고자들이 판매에 가장 관련된 페이지들상에 가장 높은 랭크를

가지도록 한다. 그러므로, 광고들은 보다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볼것이고, 광고되는 상품들 및 서비스들에서 관심없는 시청

자들에게 덜 보일 것이고, 따라서 본 발명의 광고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들으로 광고하는 것에 소비되는 동일한 금액에 대

해 광고자에 대한 보다 높은 판매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설명이 상세하고 설명적이지만, 상기 상세함 및 설명들은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서는 않되고 단지 설명을

위하여 포함된다는 것이 이해된다. 상기된 실시예들에 대한 많은 변형들은 다음 청구항들 및 그것의 법적 등가물에 의해

포함되기 때문에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 노드 계층구조 콘텐트 바탕 시스템을 통해 발표하기 위한 광고자들로부터의 광고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다수의 광고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 광고 리스팅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

신 수단을 포함하는데, 상기 광고 리스팅 정보는 광고 제목 및 URL, 광고 리스팅 정보가가 관련되는 하나 이상의 노드 레

벨들의 선택, 및 선택된 각각의 노드 레벨에 대한 입찰 금액을 포함하고;

광고 리스팅들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 및

다중 노드 계층 구조 시스템내의 특정 노드를 요구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웹 페이지 콘텐트 및 광고 리스팅들을 발표하기

위한 발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발표 수단은 선택된 노드와 연관된 콘텐트 및 특정 노드와 연관된 광고들을 전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된 URL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된 웹페이지로부터 광고 리스팅의 선택후 최종 사용자에게 전

달될 타켓 웹 페이지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노드들은 계층 구조에서 서로 연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표 수단은 특정 요구된 노드에 대하여 소정 수의 광고 리스팅들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표 수단은 최종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특정 노드와 연관된 입찰 금액들의 랭킹을 바탕으로 광고

리스팅들을 리스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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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발표 수단은 특정 노드와 연관된 입찰 금액들의 랭킹 및 콘텐트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적

어도 하나의 보다 높은 레벨 노드를 바탕으로 광고 리스팅들을 리스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발표 수단은 특정 노드와 연관된 입찰 금액들의 랭킹 및 콘텐트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모

든 다른 보다 높은 레벨 노드들을 바탕으로 광로 리스팅들을 리스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입찰 금액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광고 시스템의 개별 노드들상에 광고 리스팅들을 발표하기 위해 납입을

받기 위한 납입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한세트의 룰들을 저장하기 위한 제 2 저장 수단;

상기 룰 세트들에 상기 제공된 광고가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룰 검사 수단; 및

상기 룰 세트에 일치하지 않는 임의의 목표된 광고를 거절하기 위한 거절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10.

다중 노드 계층 구조 콘텐트 바탕 시스템을 통하여 발표하기 위해 광고자들로부터 광고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다수의 광고 사용자 시스템들로부터 광고 리스팅 정보를 수신하는 양방

향 데이타베이스 서버를 포함하는데, 상기 광고 리스팅 정보는 제목 및 URL, 광고 리스팅 정보가 연관되는 하나 이상의 노

드 레벨들의 선택, 및 선택된 각각의 노드 레벨에 대한 입찰 금액을 포함하고;

광고 리스팅들을 저장하는 데이타베이스; 및

다중 노드 계층구조 시스템에서 노드들을 요구하는 다수의 최종 사용자들에 웹 페이지 콘텐트 및 광고 리스팅들을 전달하

는 네트워크 파일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콘텐트 및 광고 리스팅들은 최종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노드를 바탕으로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된 URL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된 웹페이지로부터 광고 리스팅의 선택후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타켓 웹 페이지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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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노드들은 계층 구조에서 서로 연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파일 서버는 특정 요구된 노드에 대해 소정 수의 광고 리스팅들을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파일 서버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특정 노드에 관련된 입찰 금액들의 랭킹을 바탕

으로 광고 리스팅들을 리스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파일 서버는 특정 노드와 연관된 입찰 금액의 랭킹 및 콘텐트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바

탕으로 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다 높은 레벨 노드를 바탕으로 광로 리스팅들을 리스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파일 서버는 특정 노드와 연관된 입찰 금액들의 랭킹 및 콘텐트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다른 보다 높은 레벨 노드들을 바탕으로 광고 리스팅들을 리스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입찰 금액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광고 시스템의 개별 노드들상에 광고 리스팅들을 발표하기 위한 납입

액을 수집하는 납입 처리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18.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베이스는 상기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한세트의 룰들을 저장하고,

상기 룰 세트에 제공된 광고가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 룰 검사 모듈; 및

상기 룰 세트와 일치하지 않는 임의의 목표된 광고에 거절을 전송하는 거절 전송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스템.

청구항 19.

다중 노드 계층 구조 콘텐트 바탕 시스템을 통하여 발표하기 위해 광고자들이 광고를 리스트하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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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다수의 광고 사용자 시스템들로부터 광고 리스팅 정보를 수신하는 단게

를 포함하는데, 상기 광고 리스팅 정보는 광고 제목 및 URL, 광고 리스팅 정보가 연관되는 하나 이상의 노드 레벨들의 선

택, 및 선택된 각각의 노드 레벨에 대한 입찰 금액을 포함하고;

광고 리스팅들을 저장하는 단계; 및

다중 노드 계층 구조 시스템내의 특정 노드를 요구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웹 페이지 콘텐트 및 광고 리스팅들을 발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발표 수단은 선택된 노드와 연관된 콘텐트 및 특정 노드와 연관된 광고들을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된 URL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된 웹 페이지로부터 광고 리스팅의 선택후 최종 사용자에 전

달되는 타켓 웹 페이지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노드들은 계층 구조에서 서로 연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발표 단계는 특정 요구된 노드에 대해 소정 수의 광고 리스팅들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발표 단게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특정 노드와 연관된 입찰 금액들의 랭킹을 바탕으로 광로

리스팅들의 리스트를 선택하는 단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발표 단계는 특정 노드와 연관된 입찰 금액들의 랭킹 및 콘텐트 시스템의 계층 구조 바탕 적어도

하나의 보다 높은 레벨 노드를 바탕으로 리스팅 광고 리스팅들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발표 단계는 특정 노드와 연관된 입찰 금액 및 접속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다

른 보다 높은 레벨 노드들을 바탕으로 광고 리스팅들의 리스트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입찰 금액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광고 시스템의 개별 노드들상에 광고 리스팅들을 발표하기 위한

납입 수용 단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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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19 항에 있어서,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한세트의 룰들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룰 세트에 제공된 광고가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룰 세트에 일치하지 않는 임의의 목표된 광고를 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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