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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무선 인터넷 단말기(IS-95C기종, IMT-2000기종, PDA를 포함한 단말기들로서 이하 " 단말기" 라 칭한다)
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광고 노출방법과 시스템(AD-ware : AD Push, AD Bar, AD Banner, Blank Banner 등을 
활용한 기능으로서 텍스트 또는 그래픽, 동영상, 음성, 사운드 등 무선 인터넷 광고 및 정보를 위한 시스템)에 대하여 
개시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AD-ware)에서는 무선 인터넷 광고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자(이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한다)가 
광고 또는 정보의 제공 노출 서비스를 원하는 의뢰 업체로부터 광고 또는 정보의 제공 노출을 위한 컨텐츠 또는 소정의 
자료(데이터 등)가 포함된 소정의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의뢰 받으면, 해당 의뢰업체(광고 사업주)의 광고 또는 정보의 
내용(텍스트, 그래픽, 음성, 사운드, 동영상 등)이 탑재되어진 무선 인터넷 정보 또는 광고 제공용 폰 페이지와 상기 폰 
페이지를 알리기 위한 정보 제공 메시지를 제작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Multi Internet S
ervice Provider : 이동 통신 사업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특정 프로토콜 기반의 무선 포털과 달리 WAP이나 HDML 등 
서로 다른 무선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면서 이동 통신 사업
자와는 독립적인 관계를 지닌 무선 포털)로부터 단말기 창의 소정 공간(현재 각 통신 사업자들에 의해 서비스 중인 창
의 Wap을 활용한 창을 " 제 1창" 이라 하고, Java를 활용한 창의 구성을 " 제 2창" 이라고 한다)을 제1창 또는 제 2창
에 광고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임대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제작한 광고 또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솔루션 AD-Bar에 탑재한 뒤 다시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의 정보제공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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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시스템(AD-ware)에서는 AD banner를 이용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즉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가 
단말기 창을 통해 광고 사업주 또는 상기 컨텐츠 제공 업체들에 의해 제작된 각종 광고 및 정보(캐릭터, 멜로디, 뉴스, 
점술, 음악, 증권, 게임, 만화, 동영상, 그래픽, 음성 등)와 관련된 데이터를 무선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송함과 동시에 
컨텐츠 제공자들(이하 " CP업체" 라 칭함)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의 정보와 데이터를 제 1창에 노출과 함께 동시 탑
재하도록 하고, 단말기 사용자가 상기 전송된 다수의 정보 제공 데이터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해당 광고 사업
주 또는 정보 제공 의뢰 업체의 폰페이지, 전화연결, 메일 등으로 링크시킴과 동시에 단말기 사용자의 광고에 따른 반응 
결과를 서비스 제공자의 AD 서버에 Database화 함으로써 광고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광고 또는 정보 제공 의뢰 업체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할인쿠폰, 상품 구매 시 할인용 바코드, 상
품권, 핸드폰 요금감면 서비스, 복권(기 나열한 서비스 내용들은 사용자의 제 1창을 통해 발송되어진다. 사용방법은 점
원에게의 노출 또는 바코드 입력 등과 같은 무선 인터넷 재접속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또는 단말기에 저장하여 해당 
서비스의 사용처에 보여줌으로써 사용 가능)등이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AD-ware)은 Blank Banner를 통한 광고 및 정보도 효과적이다. 기존 제공되어진 광고 및 정보는 
제한된 공간에 규격화되어진 내용만이 서비스 되어졌으나 Blank Banner는 서비스 제공자의 AD 서버와 이동 통신 사
업자, MISP업체, CP업체와 연계되어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를 입수하여 입수되어진 단말기의 정보가 입력되어진 공간
을 제외한 빈 공간 라인을 인식하여, 기 제작되어진 수 개의 광고 및 정보 중 빈 공간에 적합한 하나가 인식되어진 빈 
공간에 발송되어져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 발명은 각 무선 인터넷 관련 솔루션 업체들에 의해 현재 진부하게 발전 또는 개발중인 광고 관련 솔루션(소
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버 등)들을 보다 다양하도록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상품화시키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모델(Business Model)로서 광고 사업주 또는 정보 제공 의뢰업체, 단말기 사용자들에게 폭넓은 선택
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광고 기법 또는 유형에 따라 광고주 입장에서 몇몇 무선 인터넷 광고 관련 솔루션 업체에 의해 제
공되는 극히 제한적인 내용의 광고 관련 솔루션을 활용하여 해당 광고 사업주의 광고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
고 솔루션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제작한 업체들의 모든 기능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자의 광고 서비스(AD-ware)를 통해 구축, 제작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며,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사업화 한다.

본 발명을 활용하는 광고 사업주에게는 광고 및 홍보 효과를 주고, 사용자에게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광고만 선별하거
나 또는 희망하는 맞춤 광고 또는 정보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간대별, 컨텐츠별, 사용자별(정보의 타겟 제공 등)
로 세분화된 광고 또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타겟 마케팅 또는 대중전달매체(Mass media)에 의해 무한정 배포되어지
는 방식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광고 사업주를 위한 광고 정보의 노출 내용 중 정보 및 컨텐츠, 공지사항, 기업광고, 개인광고, 일반광고, 증
권시황정보, 뉴스, 날씨, 구인구직, 쿠폰, 전화 또는 휴대폰 요금감면 서비스, 이벤트, 종합 마케팅, 700 서비스 등 다양
한 목적 및 수단으로 그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본 발명을 통해 제공되는 무선 광고의 종류로는 상기 나열한 바와 같이 AD Banner, Blank Banner, AD Bar, Biz-ne
t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한 광고 내용으로는 이미지, 음성, 텍스트, 이벤트, 홍보 및 정보 등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영업방법의 특징은 기 이동 통신 사업자의 사업방식인 무선 인터넷 사용자로부터의 요금 부가방식(B2
C)이 아닌 기업으로부터의 광고 또는 정보 의뢰에 따른 수익(B2B)에 있다.

    
본 발명으로 인해 각 무선 이동 통신 사업자 및 MISP업체를 포함한 IP업체에 의해 제한적인 서비스로 인한 정보제공 
방법이 아닌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단말기와 이동 통신 사업자와 MISP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서버와 서비스 사업자

 - 2 -



공개특허 특2003-0005596

 
가 관할하는 서버를 통해 해당 사용자에게 광고 내용을 전송 또는 노출시킴으로써 광고와 정보를 의뢰한 업체로부터 매
출증가 및 미래 사업의 신규수익모델로 정착이 가능하며, 단말기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 또는 정보 제공 방법으로 사용
자 및 무선 인터넷에 관련한 업계, 공중파 및 지상파 방송업체로부터 큰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무선 인터넷 단말기, 이동 통신 사업자, MISP, AD-war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AD Banner 광고 기법의 흐름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AD Bar 광고 기법의 흐름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Blank Banner 기법의 흐름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AD Banner 및 Blank Banner 기법에 의한 광고의 예시도.

도 5 는본 발명에 따른 AD Banner 및 Blank Banner 기법에 의한 광고의 다른 예시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략적인 시스템 구성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8 은 도 7 의 반응과정의 상세 흐름도.

도 9 는 도 7 의 방법에서 무선 인터넷 단말기 창의 AD Bar 생성과정을 나타내는 예시도.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의뢰한 관련 업체를 AD Bar를 통하여 폰 페이지로 링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예시
도.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WAP을 통한 신규회원 가입 흐름도.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신규회원 가입 흐름도.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른 기존회원의 브라우저 다운로드 흐름도.

도 14 는 본 발명에 따른 페이지 이동시의 광고 갱신 흐름도.

도 15 는 본 발명에 따른 일정시간주기의 광고 갱신 흐름도.

도 16 은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무선시스템의 구성도.

도 17 은 본 발명에 따른 브라우저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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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

100: 정보제공의뢰업체 200: 정보제공대행사

201: SMS system 202: WAP server

203: WEB server 204: Billing system

205: Member management system 206: Ad management system

207: Ad database 300: 이동통신사

310: MISP 400,400': 사용자

510: H/W 520: RTOS

530: KVM 540: CLDC

550: MIDP 560: 브라우저

562: Ad processing module 564: Wap module

< 주요 영문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

Ad: advertisement

CF: commercial film

CLDC: Connected, Limited Device Configuration

CP: contents provider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HDML: Handheld Device Markup Language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KVM: Kilobyte virtual machine

LCD: liquid crystal display

MIDP: Mobile Information Device Profile

MISP: Multi Internet Service Provider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

RTOS: real time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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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Short message service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VM: virtual machine

WAP: wireless application provider

WML: wireless markup languag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AD-ware)은 단말기를 이용한 광고 및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무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개발된 'AD-ware' 시스템을 활용해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광
고 및 정보 내용을 통합한 후 DB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무선 인터넷 광고 확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유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던 정보들(광고 또는 컨텐츠 등)은 한 화면(모니터)안에 사이트 운영의 수익성을 고
려해 무분별하게 평균 5 ~ 10개 이상씩 게재됨으로써 과다게재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광
고 및 정보 제공을 의뢰한 업체는 광고 홍보와 마케팅 효과에 있어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다.

또한, 기존의 유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및 광고 메일 서비스의 경우, 거의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종래에는 유선 인터넷 사용자들을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등) 및 광고 제공 업체가 난무한 관계로 광고 및 정보 
내용물을 어느 사이트에서나 흔히 볼 수 있어서 광고 사업주 또는 정보 의뢰 업체는 이에 효과를 얻지 못했다.

    
현재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전송 또는 제공 기술로는 SMS 등 현재의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밀어주기 방식의 광고
(push type advertisement)와 무선 인터넷 컨텐츠에 텍스트나 배너 광고를 첨부시키는 풀 광고(pull type advertis
ement)가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단말기 내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되도록 하는 정보 제공 기술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기한 기술들에 기반을 둔 단말기를 이용한 광고 전송 또는 
제공 방법(광고 또는 컨텐츠 등)이 다수 소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종래 기술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 10-2000-25721 호 " 무선 휴대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광고방
법" 은 무선 휴대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여러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중, 단말기를 광고데이터 표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이 발명은 운영자 서버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의 휴대통신단말기에 문자, 정지
영상, 동영상 및 음성출력 기능을 갖는 뷰어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운영자 서버로부터 일정한 시간에 전송되는 회원의 
성향에 맞는 광고데이터를 받아 단말기의 표시부분에 디스플레이시키고, 그 광고를 보는 회원에게는 통신비를 절감시켜
주는 광고방법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다른 종래 기술로는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 출원번호 제 20-1999-5645 호 " 휴대폰의 한글 표기광고" 가 있으며, 이 
고안은 휴대폰의 위치추적을 광고의 목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기술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즉 이 고안은 
지역에 특화된 광고를 한글표시 또는 음성으로 가능하게 하여주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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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종래 기술로는 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제 10-2000-55582 호 " 휴대폰의 동영상 광고와 무선인터넷을 이용
한 전자 상거래방법" 이 있다. 이 발명은 이용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이나 음성호 응답대기시간 동안에 이동전화단말기
가 자동적으로 광고 중개사업자 서버에 접속하여 TV CF용 동영상 광고 또는 배너광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
에 저장하고 이동전화 이용자가 메모리에 저장된 광고를 휴대폰의 LCD를 통해 시청하는 도중 또는 시청 후에 무선인터
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광고에서 홍보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종래기술로는 언와이어드 코리아가 2000년 7월 15일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제 10-2000-40761 
호 " AD BAR를 이용한 무선인터넷광고" 가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발명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언와이어
드 코리아의 홈페이지인 http://www.unwiredkorea.com/company/vision.html에는 상기 발명이 AD 서버를 활용한 
광고효과를 측정하고 유무선 포털 사이트에 광고솔루션을 판매한다는 내용만 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화 대기시 광고 발신 톤을 발생하여 음성, 문자 및 화상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방법도 있고, 휴대전화의 착
발신음에 광고를 싣는 방법도 개시되어 있다. 또 사용자에 적응적인 광고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스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기한 종래 기술들은 휴대폰에 구비된 LCD창에 통화중이 아닐 경우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광고성 서비스 방
법이며, 상기 LCD 창에 항상 광고내용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어서 광고 또는 정보제공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문
제점이 있었다.

    
특히 초기 단말기의 LCD표시 창의 크기가 세로로 40 화소(pixel)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표시 창
은 80 화소(pixel) 이상으로서 표시창의 크기가 종래 단말기보다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나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정
보 제공 의뢰 업체의 경우 해당 단말기 표시 창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기존의 40화소로 서비스 되어졌던 서비스내용으
로 인해 최대 약 40화소 정도의 비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빈 공간을 고정적인 정보 제공 창으로서 사
용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아직 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상기한 바와 같이 표시창의 세로가 80화소 정도가 되면 상기한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말기의 화면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최대 약 40화소)이 존재하게 되지만 현재 이를 전혀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제 2의 정보 또는 광고 제공 공간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매우 효율
적인 광고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광고 또는 정보 제공 방법이 개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종래 광고 유형의 대표적인 것이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에 의해 일부 서비스되어지고 있는 텍스트 광
고(전면 광고성 문장)이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 및 광고는 의미 전달의 모호함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사업자는 서버에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에 의해 기 제작되어진 광고 및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이와 같이 무의미하거나 사
용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보 제공(광고 또는 컨텐츠 등) 방식은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무선 인터넷 단말기(IS-95C기종, IMT-2000기종, PDA를 포함한 단말기들)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광
고 노출방법과 시스템(AD-ware : AD Push, AD Bar, AD Banner, Blank Banner 등을 활용한 기능으로서 텍스트 또
는 그래픽, 동영상, 음성, 사운드 등 무선 인터넷 광고 및 정보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AD Bar를 이용한 광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발명은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프
트웨어(정보 제공을 위한 저작 Tool을 포함한 AD-ware), 무선 인터넷 단말기 자체 내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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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드웨어(VM. 마이크로 칩 형태다.)를 이용하여 배너 및 자막 형태로 정보 제공 의뢰 업체가 홍보하고자 하는 자료
를 사용자에게 폰 페이지를 통해 해당 정보 제공 의뢰 업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단말기 창을 다중으로 분할하여 표현하는 Java기능이 있는 Tool 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인 폰 페이
지로의 링크, 유선 인터넷으로부터의 다운로드 및 전화 통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단말기 창의 평상시 활용 빈도가 저조한 창 부분을 상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정보 또는 광고 제공 창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광고 관련 솔루션과 광고 서버 또는 사업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일반 방송매체와 같이 매 순간 광고와 접할 수 있고, 조작
이 간편하고, 광고 사업주와 사용자에 대한 이익을 부가시켜 해당 단말기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고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 인터넷 사용자들이 해당 광고 제공 배너를 통해 알게 된 무선 인터넷 사이트(광고 사업
주의 사이트 또는 관련 사이트)와 함께 더욱 알찬 정보를 담고 있는 제 2의 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무선 인터넷 사용
자들의 사용 극대화와 함께 일정 정도 지불되는 통화요금 또는 인터넷 부과금으로 두 개 이상의 자료를 검색하거나, 무
선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서비스 사업자가 지정한 사이즈에 맞춰야만 사용자들의 단말기로 전송이 가능한 광고 제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해당 광고의 노출을 위해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들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한 
AD Banner 및 Blank Banner 기능을 갖는 광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AD Banner는 게재된 광고를 사용자가 단
말기를 통해 전화나 폰페이지, 메일로 연결하여 광고 및 정보에 대한 반응이 가능하며, Blank Banner는 이동 통신 사업
자, MISP업체, CP업체들이 단말기에 제공하는 정보이외의 빈자리(상단, 중간, 하단)의 비사용 공간을 인식하여, 서비
스 사업자의 서버에 있는 기 제작되어진 수 개의 광고 및 정보 중 빈공간에 적합한 크기의 광고 및 정보를 인식되어진 
빈 공간에 발송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빈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않고 일반적인 폰 
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서비스 사업자 의해 개발된 AD server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 광고 사업주들 및 기타 관련업체들에게 최적의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종래 기술들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AD Banner, Blank Banner 및 AD Bar 광
고 기법을 제시한다. 이제 이 기법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AD Banner 광고 기법 >

AD Banner 광고 기법은,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시스템과 해당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
는 주 서비스인 CP업체의 가공된 정보 내용 중 할당된 화면 상단, 중간 또는 하단에 광고 사업주가 희망하는 광고 내용
을 탑재시켜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광고 사업주들은 희망하는 고객을 찾아 해당 고객에게만 사업주
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노출시킨다. 또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 할 경우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거나 이익을 준다.

사용자가 AD Banner 광고 기법을 사용하는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 사업주가 제작해놓은 폰 페이지로의 링크, 광고 사
업주 회사로의 전화 연결, 해당 광고 사업주에게 메일 발송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고객관계관리(CRM)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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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anner 광고 기법의 흐름도는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무선인터넷을 시작해서 MISP에 접속하
여(s10), MISP 컨텐츠 페이지 안에 삽입된 태그에 의해 모비전 애드서버로 정보를 요청한다(s20). 그러면 핸드폰 번
호, 회원ID, 단말기 고유번호, MISPCODE, 광고위치 등의 타겟정보가 들어오는지 판단해서(s30), 타겟정보가 들어오
지 않으면 모비전 디폴트 광고를 전송하여(s40) 광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시키고(s90), 타겟정보가 들어오면 
해당 위치에 전송될 광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50). 상기 판단결과, 전송될 타겟광고가 있으면 타겟광고를 전송
한 뒤(s80) 광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시키고(s90), 전송될 타겟광고가 없으면 일반광고를 전송한 뒤(s70), 
광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시키고(s90), 만약 전송될 광고가 없으면 모비전 디폴트 광고를 전송한 뒤(s60) 광
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s90).
    

< AD Bar 광고 기법 >

AD Bar 광고 기법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의 자체 설정으로 사용자들의 무선 인터넷 접속 시 기 이동 통
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에 의해 서비스되던 단말기의 창(브라우저) 구현에 있어 CP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일반 왑(
Wap Browser) 창을 활용한 서비스 내용과 하단 또는 상단(2중 전면 창을 활용한)에 제공되는 정보(Wap Browser의 
전면에 구현되어지는 Java Browser)창의 다중(이하 " 2중 이상" 을 다중이라고 한다) 동시 구동 방법을 제공한다.

    
AD Bar 광고 기법은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모비전 브라우저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시작해서 MIS
P에 접속한 다음(s110), 브라우저 내에 삽입된 회원정보에 의해 모비전 애드서버로 정보를 요청한다(s120). 상기 요
청에 따라 디스플레이 할 광고가 있는지 판단해서(s130), 타겟광고가 있으면 타겟광고를 전송한 뒤(s160) 단말기 하
단에 광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시키고(s170), 타겟광고가 없으면 일반광고를 전송한 뒤(s150) 단말기 하단에 
광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시키고(s170), 상기 판단결과 디스플레이 할 광고가 없으면 모비전 디폴트 광고를 
전송한 뒤(s140) 단말기 하단에 광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시킨다(s170).
    

< Blank Banner 광고 기법 >

    
이 기법은 앞의 AD Banner 광고 기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며, 기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 
등이 운영 관리하는 폰 페이지로의 접속을 위해 해당 관련 서버 내에 폰 페이지 관리 Tool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가 제
공하는 광고 서버와 자동적으로 링크 될 수 있도록 설정값을 지정한 후 해당 폰 페이지로의 링크를 통해 광고 사업주가 
원하는 광고가 노출되도록 한다. 해당 광고 탑재 공간은 기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에 의해 서비스되는 
내용을 제외한 단말기 창의 빈공간을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노출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에 Blank Banner광고를 요청하는 광고 사업주의 기 작성된 1-7줄 광고 또는 정보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가 단말기의 
각 페이지에 기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에 의해 서비스되는 내용을 제외한 빈공간의 라인에 맞는 값을 받
아 서버에서 가능한 1-7줄의 광고 및 정보 내용을 제공한다.
    

    
앞의 AD Banner의 경우 무선 이동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가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폰 페이지의 WAP부분을 
직접 수작업을 통해 입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일부 CP업체들은 광고 수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폰 페이지 부분의 DB
를 열어주기도 하지만 일부 CP업체들은 DB의 노출을 꺼려하므로 광고 업체의 접근을 기피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Blank Banner라는 광고 솔루션을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으며 해당 Blank Ban
ner의 경우 해당 CP업체의 폰 페이지를 수시로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으며 관련 CP업체는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
하는 솔루션과 빈공간에 알맞는 광고 또는 정보를 서버에 기 설정해놓으면 자동으로 CP업체와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해
놓은 자리에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들이 탑재된다. Blank Banner의 장점으로는 광고 내용이 없을 경우 기 이
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들이 서비스하는 화면이 사용자에게 전면으로 제공되는 반면에, 광고 내용이 있을 
경우는 CP업체와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해 놓은 위치로 빈공간에 적합한 라인의 광고 또는 정보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이와 같이 Blank Banner를 CP업체가 채택 할 경우 광고에 따른 수익은 자동적으로 환산되며 따로 서비스 제공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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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공동으로 폰 페이지 값을 설정해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또한 Blank Banner 역시 상기 AD Banner와 같이 광
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폰 페이지로의 링크, 전화 연결, 메일 등이 가능하며 그 기능은 AD Banner와 유사하지만 사용자
에게 보이는 단말기의 표시가 다르고 이와 관련한 업체들의 수고를 덜 수 있다.
    

    
도 3 은 Blank Banner 기법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용자가 모비전 브라우저를 통해 무선인턴ㅅ을 시작해서 M
ISP에 접속한 뒤(s210), 브라우저 내에 삽입된 회원정보와 빈공간정보를 모비전 애드서버로 요청하면(s220), 디스플
레이 할 광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230). 상기 판단결과 디스플레이 할 타겟광고가 있으면 타겟광고를 전송한 
뒤(s260) 비어있는 공간에 광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시키고(s270), 디스플레이 할 광고가 없으면 일반광고를 
전송한 뒤(s250) 비어있는 공간에 광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시키고(s270), 디스플레이 할 광고가 없으면 모
비전 디폴트 광고를 전송한 뒤(s240) 비어있는 공간에 광고가 삽입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시킨다(s270).
    

상기 광고 기법(AD Banner, Blank Banner, AD Bar)들 모두 단말기 사용자가 상기 전송된 다수의 정보 제공 데이터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선택(클릭)하면 해당 정보 제공 의뢰 업체의 폰 페이지로 링크 또는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기 유형들의 광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동 통신 사업자나 MISP업체, CP업체 모두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시스템의 광고 서버(AD-ware 포함)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개발한 광고 서버로(AD-ware 포함)
만 상호간의 연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말기 사용자들이 광고 배너를 클릭 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접속 신호를 전송 받
은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들의 서버와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광고 서버(AD-ware 포함)를 통해서 트래
픽을 체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및 저장한다.
    

    
도 4 는 AD Banner 및 Blank Banner 기법에 의한 광고의 예를 나타낸다. 처음화면(a)은 'empas'라는 광고주의 광고
가 단말기의 화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empas'의 우측에는 'click'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때 
단말기 사용자가 'empas' 우측의 'click'이란 문구를 클릭하면 화면(d)와 같은 해당광고주의 폰 페이지(phone page)
로 링크된다. 화면(a)에서 애드 배너를 사용하고 광고를 삭제하면 화면(c)와 같이 되어 화면 중간에 여백이 남게된다. 
그러나 화면(a)에서 블랭크 배너를 사용하고 광고를 없는 경우는 화면(b)와 같이 된다. 이때는 화면(c)와는 달리 기존 
서비스 메뉴가 자동으로 위로 이동하여 여백이 없어진다.
    

    
도 5 는 AD Banner 및 Blank Banner 기법에 의한 광고의 다른 예를 나타낸다. 화면(a)의 중간에 'YAHOO'광고가 탑
재되어 있고, 상기 'YAHOO'의 우측에는 'event'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용자는 상기 'YAHOO' 우측의 'event'라는 
문구를 클릭하여 'YAHOO'라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사용자가 'event'를 클릭하면 화면(b)와 
같이 광고주가 제공하는 이벤트 폰 페이지로 링크된다. 화면(b)는 할인쿠폰, 상품 구매시 할인용 바코드, 상품권, 무선 
인터넷 단말기 사용자의 핸드폰 요금감면 서비스, 복권 등을 나타낼 수 있고, 상기 서비스들은 모두 디지털로 작업되어
진 뒤 사용자에게 발송된다. 본 예에서는 상품권을 발행한 예를 나타낸다.
    

    
그리고 화면(c)의 중간에 신세계백화점에서의 행사광고가 탑재되어 있다. 이 광고는 백화점 행사광고를 무선인터넷 단
말기로 옮긴 것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신세계 고객 사은 잔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때도 광고 우측의 'event'를 
클릭하면 화면(d)와 같이 신세계백화점이 제공하는 이벤트 폰 페이지로 링크된다. 이때도 바코드를 활용한 상품권을 
발행한 예를 보여준다. 본 발명에서는 광고사업주가 발행하는 화면(d)상의 바코드를 디지털로 작업하여 사용자에게 전
송하면, 사용자는 물품의 구매를 위해 매장에서 다시 한번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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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를 이용한 광고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의 제공 또는 정보 
탑재를 의뢰하는 광고 사업주로부터 광고 또는 정보 컨테츠 등을 의뢰 받아 해당 광고 사업주의 광고 또는 정보의 내용
이 담긴 단말기 노출용 그래픽(그래픽, 텍스트, 음성, 사운드 또는 동영상)을 제작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상기 제작된 광고 또는 정보의 노출용 그래픽을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 CP업체의 해당 W
ap 폰 페이지 내에 탑재시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무선 인터넷 접속 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노출되는 광고 
내용을 클릭 할 경우 해당 광고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 사업주의 기업 홍보용 폰 페이지(광고 사업주 자체 제작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작된 내용물)를 통해 노출되는 광고 내용을 접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자신
들이 찾는 광고 또는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으며 일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광고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단말기창의 소정 공간(이하 이 공간을 " Java 창" 이라 하고 나머지 공간을 " Wap창" 이라고 한다)을 제 2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로부터 폰 페이지(Wap용) 화면 상 임의의 할당 공간을 임차 
받은 후 무선 인터넷 단말기 제조업체와의 솔루션(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탑재를 위한 제휴를 통해 임대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상기 제작한 광고 또는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을 서비스 제공자 자사의 솔루션에 탑재한 뒤 서비스 제
공자의 광고 서버를 경유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AD Push, AD Banner, AD Bar, Blank Banner 등의 T
ool 또는 AD Server와 AD-ware를 다시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 등의 솔루션에 탑재하고, 서비스 제공
자가 제공하는 단말기 탑재용 솔루션(다운로드용 소프트웨어 또는 자체 탑재용 소프트웨어)과 장착용 VM(기 탑재되어
진 자체 단말기 : 하드웨어)을 활용해,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광고 및 정보 서비스 내용과 상기 제작된 광고 
또는 정보에 관련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컨텐츠 제공업체들이 제공하는 컨텐츠 데이터
를 Wap 창으로 전송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광고, 정보, 컨텐츠 등 상기 정보는 배너정보 또는 자막정보이고,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
업체는 상기 Wap 창의 데이터 검색 및 선택(클릭)을 위해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J
ava 창에 대해서는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 사용자가 원하는 광고, 정보, 컨텐츠 등 정보를 선택하는 상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단말기 사
용자가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가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설정한 단말기 자체내의 소정의 키를 
누르면, 상기 누름 정보가 통신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사업자의 AD Server(AD-ware 포함)로 전송되고 상기 누름 정
보에 의해 사용자의 단말기에 표현되어지는 부분은 광고 사업주 또는 정보 제공 의뢰 업체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폰 페
이지로의 링크 또는 전화연결, 메일 등으로 전달되어진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 위치, 학력, 직업, 
거주지, 소득, 성별, 사용자의 특정 광고물에 따른 반응 및 구매경향을 포함한 소정의 분류기준에 따른 맞춤 광고 및 정
보의 제공을 수행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단말기를 소유한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의 가입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광고, 
정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면, SMS 서비스 시 광고 또는 컨텐츠 등 정보 제공 내용이 탑재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무선 인터넷 사이트의 URL을 함께 전송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정보 제공 탑재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
자가 Wap, Java 창을 선택(클릭)하면 상기 소정의 URL 정보와 같이 전송된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등)가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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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 제공 방법은 유연한(Flexible) 컨텐츠의 노출에도 유용하다. 고정된 메뉴 상의 컨텐츠 외에 일시적인 광고 
또는 컨텐츠 정보를 담아서 통신 가입자의 반응을 검증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창의 컨텐츠 광고도 가능하다. 이 때의 
수익모델은 유료 컨텐츠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익배분을, 무료 컨텐츠의 경우에는 광고비로 징수할 수 있다.

    
상기 AD Banner 또는 Blank Banner 광고 제공 시 광고 사업주로부터 받은 광고 내용 탑재 시 이벤트성 광고의 탑재, 
이를 통한 리서치 및 상품 구매를 위한 쿠폰의 전송이 가능하다. 또 이벤트 내용에 있어 너무 상세한 설명보다는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Bar Code를 광고 사업주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단말기로 서비스하도록 하며, 이를 통한 
Bar Code사용 시 사용자는 다시 한번 무선 인터넷으로의 접속을 시행하거나 단말기에 기 쿠폰, Bar Code 등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 사업주는 기대 이상의 광고 효과를 보게 된다.
    

상기 AD Bar 광고 제공 시 Java 창의 정보 내용은 무빙 텍스트(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는 문자) 형태로 표시된다. 
상기 광고 의뢰업체에는 일반 개인도 포함된다. 광고의뢰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자신의 폰 페이지에 자신의 이력서, 사
진 및 자신의 홍보 내용, 구직, 구인, 부동산 정보, 아르바이트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등)가 포함된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정보 제공 의뢰 업체가 서비스 제공자의 AD Server(AD-ware 포함)에 접속하여 각종 정보 제
공 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해당 정보의 홍보 전략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AD Bar의 경우 무선 이동 통신 사업자가 광고 데이터와 컨텐츠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때 상기 제작된 Java 창 브라
우저, Wap 창 브라우저 및 통신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고정 브라우저(Wap Browser)에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
공하는 AD-ware를 중첩시켜 결합한다.

그리고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가 광고 및 정보 제공 데이터(Java form)와 컨텐츠 데이터(Wap form)를 동시에 
전송할 때, 상기 단말기 자체에 탑재되어있는 상위 브라우저(안테나 또는 배터리 소모량 표시 부분)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AD-ware 시스템과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Wap 브라우저를 결합하여 하나
의 브라우저로 만든다.

단말기 사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AD-ware를 통해 일정정도의 주기마다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아 단말기 
내부의 기억장치(Flash Memory)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광고에 따라 사용자가 소정 수준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경우 해
당 사용자에게 소정의 보상 또는 혜택을 준다.

    
본 발명 중 AD Banner는 무선 인터넷 관련 CP업체들에 의해 이동 통신 사업자와 MISP업체에게 공급하는 주요 Wap
관련 폰 페이지에 해당 광고 사업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내용을 단말기 그래픽 또는 텍스트(한 줄용 그래픽 또는 텍스
트, 두 줄용 그래픽 또는 텍스트 등), 음성 또는 사운드로 제작하여 탑재시킨 후 사용자들이 해당 CP업체가 제공하는 
폰 페이지로 접속시 주 서비스 메뉴 중간 또는 상단, 하단에 해당 광고용 내용(그래픽 또는 텍스트, 음성, 사운드 등)을 
노출시킨다. 이러한 광고 또는 정보의 노출은 사용자에 의해 해당 광고 사업주가 운영하는 폰 페이지 전화, 메일 등으로
의 연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CRM까지 가능하다.
    

    
Blank Banner는 상기 AD Banner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기법이나 기술력은 앞서있는 기법이다. 
Blank Banner는 상기 AD Banner와는 달리 해당 CP업체의 폰 페이지 내에 광고 사업주의 광고 또는 정보를 서비스 제
공자에서 제공하는 솔루션(AD-ware)에 1-7줄의 광고 및 정보를 기 탑재 후 폰 페이지 자체 내의 설정값을 설정하여 
놓으면 사용자들의 단말기를 통해 상단, 중간 또는 하단부분에 서비스 제공자에서 전송하는 광고가 기 이동 통신 사업
자, MISP업체, CP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제외한 부분의 빈공간을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1-7줄의 광고 및 정
보가 빈공간에 삽입되어 노출된다. 이는 광고가 없을 때 서비스 제공자의 광고 서버에서 해당 광고의 설정값을 삭제하
면 CP업체에 의해 노출되어지는 폰 페이지에서 자동 삭제되는 방식이다. 예로서 폰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서 노출된 광
고가 삭제되면 광고 하단에 있던 메뉴가 자동적으로 광고가 있던 자리로 위치를 잡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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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출 시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폰 페이지로의 링크, 전화, 메일 등으로의 연결이 가능하다.
    

    
AD Bar는 Java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또는 시스템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광고 제공을 
위한 저작 툴)와 단말기 자체 내에 탑재되어진 소프트웨어(솔루션) 및/또는 하드웨어 비용이 전부이므로 배너 및 자막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정보 제공 의뢰 업체가 홍보하고자 하는 자료를 사용자에게 폰 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단말기 창이 다중으로 분할되어 표현되는 Java기능을 가지고 있는 T
ool 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인 폰 페이지로의 링크, 유선인터넷으로부터의 다운로드 및 전화 통화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현재 무선 인터넷 관련 솔루션 업체들에 의해 개발된 광고 관련 솔루션과 앞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타 업체들
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 또는 보완될 광고관련 시스템들을 국내외로의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함과 동시에 해당 광고 관
련 솔루션에 의해 문자, 동영상, 동화상, 배너 및 음성 등이 제공된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통신 광고 및 정보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략적인 시
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정보 제공 의뢰 업체(100)가 직접 또는 정보제공 대행사(200)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광
고 및 정보 제공을 의뢰한다(s320). 이때 사용자들을 위한 맞춤 정보도 제공한다. 그러면 정보제공 대행사(200)는 상
기 정보 제공 의뢰 업체(100)의 의뢰에 따라 정보 제공 내용 및 폰 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여(s340) 정보 제공 의뢰 
업체(100)에게 보낸다(s360). 정보 제공 의뢰 업체(100)로부터 승인을 받으면(s380) 제작된 정보제공 내용을 서비
스 제공자에 의해 관리되는 광고데이터베이스 서버(207)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220)에 탑재시키고(s400), 광고관
리 시스템 'AD-ware'(206)을 통해 상기 정보 제공 데이터 서비스의 제휴관계를 맺은 이동 통신 사업자(300)와 MI
SP업체(310)로 제작된 광고 및 정보제공 내용을 보낸다(s420). 이동 통신 사업자와 MISP업체는 상기 정보 제공 데
이터를 가입자 가운데에서 상기 맞춤정보에 해당하는 사용자(400)(400')에게 전송한다(s440). 사용자가 상기 정보 
제공 데이터에 반응하여 해당 정보를 보거나 들으면(s460), 그 결과가 이동 통신 사업자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 AD s
erver의 DB에 저장된다(s480).
    

광고용 서버에 저장된 광고 반응(Response)에 대한 결과보고(Report)가 정보 제공 의뢰 업체(100)에게 제공되어 정
보의 결과가 피드백(Feed back)된다(s500).

본 발명에서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 알맞은 광고 및 정보 제공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AD server'는 사용자를 위한 맞춤 정보 제공을 
수행하고, 각종 데이터 목록을 관리,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맞춤 정보는 여러가지로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
의 위치, 나이, 성별, 학력, 거주지, 구매이력, 특정 광고물에 따른 반응 등 여러가지를 이용하고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
한 맞춤 정보 서비스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AD server'가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반응을 수집,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차후의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이벤트 등)전략 구축 시 사용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정보 제공 의뢰 업체가 서비스 
제공자의 'AD server'에 접속하여 각종 정보의 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광고 또는 컨텐츠, 이벤트 등 정보 전략을 조절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은 단말기의 표시 창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기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로부터 일정 공
간을 임대하여 정보 제공에 사용하거나 정보 서비스 위, 중간, 하단 사이의 공간에 광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 상기 일정 부분은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활용 빈도가 저조한 부분이거
나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에서 별도로 단말기 표시 창 중 일정 공간을 광고 및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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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표시 창의 위, 중간, 아래 어느 부분이든지 사용 가능하며 또한 Java form의 활용화를 극
대화시키기 위해 사용자 의향에 따른 해당 광고 솔루션의 노출과 숨김 기능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는 표시 창의 하단 
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표시창의 하단 부분을 제 2의 정보 제공용 창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의 표시 창의 일정 부분(상단 또는 하단, 좌, 우측 등)에 
정보 제공 의뢰 업체들의 정보를 탑재시켜준다. 따라서 표시 창의 일정 부분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광고 또
는 컨텐츠 등)로 점유되게 된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 제공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동 통신 사
업자에 의해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단말기 사용자들이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혼란을 일으
키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정보가 탑재되어지는 부분을 특별히 정보 제공화면이라고 하고, 정보 제공화면 이외
의 화면을 주 화면이라고 한다. 즉 무선 인터넷 단말기의 화면은 주 화면과 정보 제공화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정보 제공화면을 텍스트 정보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상정보(동영상, 동화상 등)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구현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제공 의뢰 업체들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수주하여 정보데이터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통신 정보 제공 방법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를 나타낸다. 본 발
명에서는 정보 제공화면용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정보 제공화면을 구성한다. 그리고 상기 구성된 정보 제공화면 브라우
저를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베이스와 링크하여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에게 전송한다.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는 상기 정보 제공화면 브라우저를 자사의 주 화면용 브라우저와 결합하여 전체
화면을 구성한다.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 CP업체의 주 화면 브라우저에 의해 주화면이 구성되고, 정보 제공화면은 정보 제공화면
용 브라우저에 의해 구성되며, 이들 브라우저의 중첩에 의해 전체화면이 구성되게 된다.

본 발명(AD-ware)은 정보 제공화면용 데이터를 단말기내의 메모리에 저장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
공자가 필요할 때마다 정보의 데이터를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줄일 수 있고,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등)의 내용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정보 제공의 데이터를 주 화면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통화데이터와 함께 동시에 단말기로 직접 전
송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보 데이터를 상기 주화면 데이터 및 통화데이터와 별도로 전송하는 것
도 가능하다.

맞춤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여 타겟이 되는 사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경우 상기 사용자에게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상기 점수가 기준 이상의 점수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은 현금, 물품, 물품 
구입권, 각종 상품권, 할인권 또는 핸드폰 요금 감면 등 여러가지로 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표시창에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는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말기가 대기하는 동안에 제공하
는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이벤트, 행사 소식 등),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정보(이미지 정보, 동화상, 동영상, 광고 또는 
컨텐츠 등), 쿠폰을 이용한 정보의 제공 및 팝업광고 등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의뢰 업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정의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URL 탑재 등) 제공 의뢰비를 지급함과 동시
에 폰 페이지 제작과 무선 광고 등을 의뢰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제공 의뢰 업체에게 기초정보와 기초정보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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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폰 페이지를 제작해준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최초 기초정보가 탑재된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문자, 동영상, 화
상 및 음성 등)를 전송한다. 이때 이동 통신 사업자와 연동되는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각 폰 페이지별로 정보에 대한 
분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는 사용자가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에서 서비스하는 무선 인터넷에 접
속하면 화면에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이때 정보표시는 무선 통신을 사용하여 이루어
지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동 통신 사업자, MISP업체에게 소정의 창을 할당받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선 통신 사
업자는 트래픽을 확인하여 컨텐츠 화면과 정보 제공 화면을 동시에 구현한다.
    

이때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클릭하면 컨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 제공 서비스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벤트나 공지
사항 등을 알리고 해당 정보 제공 의뢰 업체의 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도 8 은 도 7 의 반응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s461), 주 서비스 화면이 표
시되며(s462), 컨텐츠 화면과 정보 제공 화면이 동시에 구현된다(s463).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무선 통신사는 
한 화면 내에서의 동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문자, 동영상, 동화상, 음성 및 컴퓨터 그래픽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가 포함된다.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s464).

이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설정된 정보값인 단말기의 기설정된 버튼(예를 들어, 단말기의 숫자 " 0" )을 클릭하면 이
벤트, 공지 등의 정보 서비스가 제공된(s466) 뒤 해당 정보 제공 의뢰 업체의 폰 페이지로 링크되어(s467), 광고를 시
청하게 된다(s468). 그러나 이동 통신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 메뉴 항목인 1 ~ 9까지 설정된 숫자를 입력하
면 해당 컨텐츠를 제공한다(s465).

도 9 는 도 7 의 방법에서 정보 제공 창의 생성과정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즉 무선 인터넷 단말기에 내장된 설정 값(
화면 a)과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자체 솔루션 값(화면 b) 및 무선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CP 서비
스(화면 c)를 취합하면 사용자의 무선 인터넷 단말기 화면은 화면 d와 같이 구성된다.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제공 의뢰 업체의 폰 페이지로 링크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즉 화면 1(#1)의 
메뉴 가운데에서 화면 하단부에 위치한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중 광고 부분) " 인터넷 카리스마" 를 클릭하면(이때 단
말기 버튼 가운데 하단부에 위치한 기설정 버튼 " 0" 을 클릭하면 해당 폰 페이지로 링크된다) 화면 2(#2)로 넘어간다.

화면 2는 한국통신의 폰 페이지를 나타낸다.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폰 페이지를 상세히 보기 위해 " 확인" , " 상위" 로 
스크롤링하면 화면 3과 같이 된다.

화면 3(#3)에서 2번 항목인 회사소개를 클릭하면 화면 4(#4)와 같은 내부 폰 페이지가 열린다.

화면 4에서 " 핸드폰 요금감면" 을 클릭하면 화면 5(#5)가 열린다. 이때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회사들의 이름이 리스
트된다. 이때 " DAUM에서 만나자" 를 선택하면 " 다음" 이라는 회사의 폰 페이지로 링크되게 된다.

한편 JAVA(Java + Wap 시스템의 상호 연동) 폰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개발되는 단말기 창(Browser)의 2중 
또는 3중 동시 구동 시스템의 탑재가 가능하며 해당 2중 또는 3중 구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광고와 뉴
스, 날씨, 증권시황, 스포츠 및 방송 등과 같은 실시간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공중파 방송매체와 동일한 방
식의 Mass media와 같은 운용까지 가능하다.

Java system의 운영체계로는 그 활용범위가 상시 유선 인터넷을 포함하여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의 활용까지 가능하다.

단말기에는 이동 통신사업자 또는 MISP업체가 고정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창들이 있다.

첫째는, 사용자의 시야에 상시 보여지는 창이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브라우저(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와 
Virtual Machine은 단말기 자체에 탑재 또는 장착되는 Browser 또는 시스템(창 분할 시스템)으로서 일반 단말기의 
사용자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기초 정보로는 단말기의 상위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안테나 또는 단말기의 충전상태 등을 나타내는 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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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통상 'Wap browser'라 칭하는 것으로서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MISP가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항
시 단말기 창(Wap Browser)의 하단부에는 요일이나, 현재시간을 나타내거나, 페이지의 확인을 위한 " 확인" , 상위메
뉴로의 이동을 위한 " 상위" 메뉴 등의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무선 인터넷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선 인터넷에서의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등)와 유선 
인터넷에서의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 등)를 유무선 서비스의 동시 연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
한다.

한편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라 WAP을 통해 신규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나타낸다. 서비스 제공자 무선 인터
넷 시스템은 WAP을 이용한 서비스를 위해 WAP 서버, 회원관리시스템 및 과금(Billing)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한 서비스 제공자 무선 인터넷 시스템과 이동통신사 사이에 WAP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 무선 인터넷 시스템의 신규회원 가입 희망자가 도 11 의 좌측에 있는 바와 같이 PDA 또는 단말
기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자 무선시스템에 접속해서 WAP 게이트웨이에게 모비전 브라우저의 다운로드를 신청한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 무선시스템의 웹 서버가 서비스 제공자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신청을 접수한 뒤, WAP 게이트웨
이에게 신규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WAP 게이트웨이가 이를 회원가입 신청자의 단말기나 PDA로 
전송한다.
    

신규회원가입 희망자가 회원정보를 WAP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면, WAP 게이트웨이가 WAP 서버에게 회원정보를 송신
하고, WAP 서버는 이를 수신하여 회원관리 시스템내에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 이후 회원관리 
시스템은 WAP 서버에게 회원가입이 성공했음을 통지하고, WAP 서버는 다시 WAP 게이트웨이에게 보내고, WAP 게
이트웨이는 신규회원에게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통지한다.

회원으로 등록된 신규회원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를 요청한 것을 WAP 게이트웨이에게 확인하면, WAP 게이트웨이는 
WAP 서버에게 다운로드요청의 확인신호를 수신한다. 그러면 WAP 서버는 WAP 게이트웨이에게 서비스 제공자 브라
우저와 광고타겟정보를 업로드(upload)하고, WAP 게이트웨이는 신규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자 브라우저와 광고타겟정
보를 다운로드 한다. 그리고 Billing 관리 시스템은 회원관리 시스템내의 데이터 트래픽 정보에 따라 과금을 한다.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모비전 무선시스템은 인터넷 서비스
를 위해 WEB 서버, 회원관리시스템, Billing 관리 시스템 및 SMS 시스템을 구비한다.

    
회원가입 신청자가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자 무선 인터넷 시스템의 웹 서버에 회원가입을 요청하면, 
웹 서버는 회원관리시스템에게 회원가입요청을 수신했음을 통지하고, 회원관리시스템은 암호 키를 발급해서 SMS 시스
템에게 회원확인을 요청한다. 그러면 SMS 시스템은 가입신청자에게 발급된 암호 키를 핸드폰으로 SMS를 이용하여 발
송한다. 가입신청자는 자신의 핸드폰에 수신된 Password를 입력하여 웹서버에게 인증을 요청하면, 웹서버는 인증을 
확인한 뒤 회원관리시스템에게 회원등록을 요청하면, 회원관리시스템이 회원등록을 하고, 다시 웹서버에게 회원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면, 웹서버는 신규가입한 회원에게 가입이 성공했음을 통지한다.
    

    
도 13 은 도 11 과 도 12 의 과정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받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리
고 도 14 는 페이지가 이동할 때마다 광고가 갱신되는 예를 보여준다. 즉 소정 사이트 URL에 접속하여 HTTP를 요청
하거나 WML을 요청하면, 각각 HTTP나 WAP으로 응답한다. 그리고 타겟정보가 되는 광고를 회원이 요청하면 모비전 
무선시스템이 광고를 전송한다. 그리고 회원이 '0'번 키 등의 소정키를 눌러서 해당하는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때마
다 새로운 광고를 회원의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광고의 송수신시 마다 데이터 Traffic에 따른 과금을 하게된
다. 도 14 에서는 'YAHOO' 광고에서 '모빌천리안'이란 광고로 광고내용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페이지가 이
동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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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는 페이지의 이동과는 상관없이 소정의 설정시간마다 새로운 광고를 서비스 제공자 무선 인터넷 시스템이 회원
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 16 은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무선 인터넷 시스템(200)
의 전체 구성도이다. 즉 본 발명의 무선 인터넷 시스템은 광고관리 시스템(206), 광고데이터베이스(207), SMS 시스
템(201), WAP 서버(202), WEB 서버(203), 과금 시스템(204) 및 회원관리 시스템(205)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광고 관리 시스템은 다시 스케줄, 타겟, 유형, 기간 등의 광고관리를 담당하는 부분과, 광고서버엔진, 모니터링
엔진, 분석엔진 및 리포팅엔진으로 이루어진다. 또 광고 데이터베이스는 광고데이터, 트래픽데이터, 로그데이터 및 노
출 수, 클릭 수 등의 각종 광고 통계데이터를 구비하고 있다.

WAP 서버는 단말기와 통신을 수행하고, WEB 서버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과 통신을 수행한다. 그리고 SMS 시스템은 
회원관리 시스템과 암호화된 키를 송수신하여 회원인증을 하고, 회원관리 시스템은 각 회원의 ID, 패스워드, 성별, 핸드
폰번호, 나이, 개인성향(history) 등을 관리한다. 그리고 과금 시스템은 패킷단위로 사용자들의 다운로드를 관리한다.

도 17a 는 본 발명의 브라우저의 구조 및 명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말기의 개요는 우선 하드웨어부분(510)으로서 CP
U, RAM 등이 이에 해당하고, RTOS(520), KVM(530), CLDC(540), MDIP(550) 및 브라우저(560)로 이루어져 있
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WAP 모듈(564)과 광고처리 모듈(562)로 이루어져 있다.

광고창은 하단, 상단, 좌단 및 우단 가운데 중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맞춤정보, 광고 및 이벤트를 수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Push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광고가 게재되는 도중에 '0'번 키를 누르고 있으면 해당광고로 페이지가 이동하거나 또는 전화를 걸 수 있다. 그리고 W
AP 접속 시 대기시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일정주기로 브라우저의 광고 창에 게재되는 광고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브라우저 버전의 소프트웨어적인 자동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그리고 단말기를 통한 광고방식 및 유형은 도 17b에 도시한 바와 같다. 좌측으로부터 첫 번 째 단말기는 화면하단의 텍
스트/그래픽 줄 광고의 예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화면중간의 텍스트/그래픽 줄 광고의 예를 나타내며, 세 번째는 화면
상단의 텍스트/그래픽 줄 광고를 나타내고, 네 번째는 두 번째 상태에서 일정주기 후 바뀐 상단의 텍스트/그래픽 줄 광
고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그에 따른 특별한 
실시 예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된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
과 균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할당된 배너정보 또는 자막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서비스 등) 상품
을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은 정보 제공 의뢰 업체나 개인 등의 실시간 홍보 또는 이벤트, 실시간 정보의 접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 및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공중파 또는 지상파 방송매체의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등) 제공
방식에 익숙해있는 사용자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이동 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증가와 신규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또한 신 마케팅 기법의 도입으로 소비자 및 관련업체 즉, 정보 제공 의뢰 업체 
또는 관련업계로부터 큰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유선 인터넷에서의 배너정보는 브라우저 내에서의 분산되어지거나 어지럽게 나열된 정보를 보여주는 효과
로 끝나는데 반해, 본 발명에 의한 배너정보 또는 자막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서비스 등) 광고 방법은 종래 유선 인터넷 
정보 제공 방식과 같은 일차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도 정보 제공 의뢰 업체가 희망하는 2차 부가사업으로의 연동이 
가능한 이중 광고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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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무선 인터넷상의 광고 또는 정보의 전달 형태(텍스트 나열 방식)인 서비스로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개발되는 
단말기창의 다중(2중 이상) 동시 구동 방법을 통해 제한된 단말기창 내에 기 이동 통신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한 종
류의 컨텐츠만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닌 한 화면 내에 제 2의 정보 제공 창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의식 중
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상기 유선 인터넷 정보(광고 또는 컨텐츠 등) 시장보다 더
욱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일정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이동 통신 사업자 입장에
서도 부담감 없는 무선 인터넷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인터넷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자(이하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가 광고 및/또는 컨텐츠가 포함되는 소정의 정보 내
용을 제공하기 원하는 업체로부터 상기 소정의 정보 제공을 대행해줄 것을 의뢰받는 단계;

상기 대행 의뢰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소정의 정보 내용 및 무선 인터넷 정보 제공용 폰 페이지를 기획 및 제작하는 
단계;

상기 제작된 정보 내용 및 폰 페이지를 정보 제공 의뢰 업체에게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 받은 정보 내용과 폰 페이지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결과 승인이 안되었으면 수정 후 다시 정보 제공 의뢰 업체에게 전송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었으면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승인된 정보 내용 및 정보 제공용 폰 페이지를 자신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
에 탑재시키는 단계;

상기 탑재된 내용을 제휴관계를 맺은 이동통신사업자와 MISP(multi 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통신 사업자'

라 한다)에게 전송하는 단계;

상기 탑재된 내용을 전송 받은 이동 통신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는 이를 가입자 가운데에서 타겟 광고 대상자를 선정하
여 선정된 광고 대상자들에게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 받은 가입자가 정보 내용에 반응하는 단계;

상기 반응결과를 분석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저장된 반응 분석결과를 정보제공 의뢰업체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
공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의 제공은 배너정보 또는 자막정보인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통신 사업자는 상기 Wap 창의 데이터 검색 및 선택을 위해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고, Java 창에 대해
서는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상시 노출시키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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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 사용자가 반응하는 단계는,

단말기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 사업자가 설정한 소정의 키를 누르는 단계;

상기 누름 정보가 통신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로 전송되는 단계; 및

상기 서버로 전송된 누름 정보에 의해 통신 사업자가 해당 정보 제공 의뢰 업체의 폰 페이지로 링크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누름 정보를 전송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무선 배너정보, 자막정보 및 광고 솔루션의 트래
픽을 체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및 저장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 사업자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의 연령, 위치, 학력, 직업, 거주지, 소득, 
성별, 사용자의 특정 정보내용물에 따른 반응 및 구매경향을 포함한 소정의 분류기준에 따른 맞춤 정보를 수행하는 것
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 사용자가 반응하는 단계는,

단말기를 소유한 통신 사업자의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 제공 탑재 서비스를 신청하는 단계;

상기 정보 제공 탑재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에게 SMS 서비스 시 정보의 내용이 탑재되어 있는 무선 인터넷 사이트의 
URL을 함께 전송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정보 제공 탑재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가 데이터 창을 클릭하면 상기 소정의 URL 정보와 같이 전송된 정보를 가
입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맞춤 정보 제공 시 Java 창의 정보 내용이 무빙 텍스트 형태로 표시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
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제공 의뢰 업체는 개인을 포함하며, 정보 제공 의뢰 업체가 개인인 경우 폰 페이지에 자신
의 이력서, 사진 및 자신의 홍보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제공 내용은 구직, 구인, 부동산 구입 또는 판매, 아르바이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
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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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는 Java 창 내에서 이미지의 동영상과 무빙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단말기에 형성되는 브라우저는 WAP 모듈과 광고처리 모듈을 구비하며, 광고 창은 브라우저의 상하
좌우 임의의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브라우저는 맞춤정보, 광고 및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정보 제공 의뢰 업체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각종 정보 내용의 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홍
보 또는 마케팅 전략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통신 사업자는 정보 제공 데이터와 컨텐츠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며, 제작된 Java 창용 브라우저, 
Wap 창용 브라우저 및 통신 사업자 자체의 고정 브라우저를 중첩시켜 단말기에 브라우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무
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내용은 일정시간 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Java 창 데이터는 소정 주기마다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단말기 내부의 기억장치
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정보 제공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소정 수준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소정의 보상
을 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자는, WAP을 통해 회원의 단말기와 통신하기 위해 WAP 게이트웨이, WAP 서버, 
회원관리시스템 및 과금(Billing)관리시스템을 구비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규회원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WEB 서버
와 SMS 시스템을 더 구비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회원가입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회원관리시스템이 소정의 암호키를 발급하여 이를 
SMS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상기 발급받은 암호키를 전송받은 가입신청자가 상기 암
호키를 입력하여 회원인증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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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내용은 단말기 사용자가 페이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WAP 접속시 대기시간에 광고를 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브라우저 버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광고가 게재되는 도중 소정의 
키를 누르면 해당광고로 페이지가 이동하거나 또는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3.

무선 인터넷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자(이하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가 광고 및/또는 컨텐츠가 포함되는 소정의 정보 내
용을 제공하기 원하는 업체로부터 상기 정보 제공을 대행해줄 것을 의뢰받아 상기 소정의 정보 내용 및 무선 인터넷 정
보 제공용 폰 페이지를 기획 및 제작하여 자신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탑재시킨 뒤, 제휴관계를 맺은 이동 통신 사업자
와 MISP(multi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작된 정보 내용 및 폰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광고 관리 시스템;

가입자의 핸드폰으로부터 전송되는 무선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광고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WAP 서버;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상기 광고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웹 서버;

상기 광고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서비스 사업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회원관리 시스템;

가입자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다운로드한 내용을 패킷단위로 관리하여 과금하기 위한 과금 시스템; 및

상기 회원관리 시스템에 암호화된 키를 전송하기 위한 SMS 시스템을 구비하는,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
공 시스템.

청구항 24.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관리 시스템은,

광고 스케쥴, 광고 타겟, 광고 유형 및 광고 기간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광고 관리부;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광고서버 엔진;

가입자의 광고 성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엔진;

상기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엔진; 및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리포팅 엔진을 포함하며,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는 광고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및 로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특징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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