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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이 개시된다.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은 처리 수단에 연결되는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광고 데이터베이스에는 통신망에서의 통신과 선택적으로 연관되는 가입자의 특정 광고 또는 제3자의 광고가 저장되

어 있다. 처리 수단에 의해 선택적 연계가 수행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라우터가 연결된다. 

이 라우터는 송신원으로부터의 통신이 통신망 내 수신처로 향하도록 경로를 지정한다. 라우터는 또한 통신과 연관된 

광고들이 그 통신의 수신처 및 송신원쪽으로 향하도록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다. 통신 시스템이 또한 개시된다. 이 통

신 시스템은 네트워크 서브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 서브시스템은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은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전기 통신 광고 수단, 라우터, 처리 수단, 광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수신처, 송신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기 통신 광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 전기 통신 영역이 급속히 신장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 사용자에게는 보다 관련이 있는 더욱 많은 정보가, 보다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 같다. 이러한 제품

과 서비스에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 흥분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는 상당히 고가일 수 있다. 예

를 들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와 무선 전화는 모양과 장착 기능에 따라 수백불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100만 바이트의 데이터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 그 비용은 동일 데이터를 고정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

에 비해 수백배 비쌀 수 있다. 고객들이 이러한 새로운 전기 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렴한 비

용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현저히 절감하기 이전에 보다 많은 사용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광고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줄여 이러

한 것들이 고객에게 적당한 가격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전기 통신망에서는 링백 신호(ringback signal)의 링들간의 호출 중인 상대방의 회선에 광고 메시지들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leevi 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11,382호에 이러한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이 Sleevi 특허는 

호출측의 전화 번호, 피호출측의 전화 번호 또는 어느 한 측의 장거리 캐리어에 기초하여 메시지가 호출측과 연관될 

수 있음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메시지는 하루 중 어느 때, 또는 주말이나 월 중의 어느 날에 기초하여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서의 한 단점은 오직 호출측만이 타깃이 되며 메시지의 연관은 한정된 수의 기준에 기

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링백 신호들간의 주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호출자에게 표시될 수 있는 메시지의 유

형과 수를 제한하게 된다. 또 다른 단점은 상기 제안은 고정 아날로그 전기 통신망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전기 통신 시스템들은 상당한 타깃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확장된 기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새

로운 시스템과 연관된 제품과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는 광고를 제공하는 개선된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

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이 개시된다.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은 처리 수단에 연결되는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광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기 통신망에서의 통신과 선택적으로 연관되는 가입자의 특정 광고 또는 제3자의 광고가 저

장되어 있다. 처리 수단에 의해 선택적 연계가 수행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라우터가 연결

된다. 이 라우터는 송신원으로부터의 통신이 전기 통신망 내 수신처로 향하도록 경로를 지정한다. 라우터는 또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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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연관된 광고들이 그 통신의 수신처 및 송신원쪽으로 향하도록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다.

전기 통신 시스템이 또한 개시된다. 이러한 전기 통신 시스템은 네트워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서브시

스템은 통신 광고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은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다양한 전기 통신 광고 수단에 대한 실시예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광고 방법이 또한 개시된다. 이러한 기타 실시

예와 본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과 이점들이 이하 상세히 설명된다.

청구항 제1항, 제14항, 제21항, 제30항, 제33항, 제49항 및 제55항의 특징의 조합에 따른 전기 통신 광고용 방법과 

장치에 의해 본 발명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청구항들은 전기 통신 광고를 위한 방법과 장치의 추가적인 실시

예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는 청구범위의 가능한 모든 부조합(sub-combinations)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다.

본 명세서에서 교시되고 있는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첨부도면의 특징에 있어 제한적인 의도가 아니라 한 예로

서 예시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여러 실시예에서 유사한 요소들은 예시의 용이화를 위해 동일한 참조부호로 나타낸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을 예시하는 도면.

도 2는 고정 라인 통신망의 동작을 예시하는 처리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전기 통신 시스템을 예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예시하

는 도면.

도 5는 고정망 스위치에 인터페이스되는 다수의 셀룰러 전기 통신 시스템을 예시하는 도면이며, 각각의 셀룰러 전기 

통신 시스템이 도 4에 예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페이징 네트워크 시스템을 예

시하는 도면.

도 7은 페이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처리를 예시하는 처리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전기 통신 광고의 방법을 예시하는 처리 흐름도.

도 9는 도 1의 전기 통신 광고 수단과 함께 사용되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갱신하는 방법을 예시하는 처리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예시하는

도면.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은 바람

직하기로는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의 핵심부이며 광고 데이터베이스(102), 처리 수단(104), 및 라우터(

106)를 포함한다. 광고 데이터베이스(102)는 적정 기준에 따른 적정 시간마다 시스템 사 용자에게 플레이될 수 있는 

광고를 저장하고 있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들은 임의의 가입자에게 특정한 메시지, 또는 제3자인 광고주로부터

의 광고인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다. 처리 수단(104)은 광고 데이터베이스(102)내의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입중계 통

신(108)과 선택적으로 연관시킨다. 예를 들면, 일실시예로서, 처리 수단(104)은 하나의 광고를 입중계 통신(108)의 

송신원(110)과 연관시킨다. 다른 실시예로서, 처리 수단(104)은 하나의 광고를 입중계 통신(108)과 연관된 수신처(1

12)와 연관시키며, 또 다른 실시예로서, 처리 수단(104)은 하나의 광고를 입중계 통신(108)의 송신원(110) 및 수신처

(112) 양쪽 모두와 연관시킨다. 전술한 각 실시예에서, 처리 수단(104)은 단일 광고에 나란히 붙여 놓은 것과 같이, 

실제로는 다수의 광고들이 입중계 통신(108)의 송신원(110) 및/또는 수신처(112)와 연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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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106)는 입중계 통신(108)을 수신하여 이를 적정 수신처(112)에 접속시킨다. 라우터(106)는 예를 들면, 교환 

센터를 통해 통상의 전화기를 함께 통상적으로 접속시키는, PSTN 또는 ISDN과 같은 고정 라인 전기 통신망의 일부

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신 광고 수단(100)과, 그에 따른 라우터(106)는 그러한 교환 센터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통

상적인 고정된 전기 통신망의 예에서, 교환 센터는 통상적으로 전화국이라고 명명되는 전화 회사 설비이지만, 교환 

센터는 톨 오피스(toll office), 사설 교환기(PBX) 등일 수 있다.

교환 센터내에서 라우터(106)가 수행하는 통상의 처리는 도 2의 단계들로 도시되어 있다. 첫번째로, 단계(202)에서, 

호출측은 스위치 훅 콘택(switch hook contact)을 종료하는 전화기 훅으로부터 자신의 전화기를 제거하여 로컬 교환

센터에 서비스 요청을 알린다. 그러나,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라면, 서비스 요청이 본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는 다

양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무선 전화기의 경우, 서비스 요청 신호는 

TALK 또는 CALL 버튼을 누름으로써 생성될 수도 있다. 유사하게, 일부 전화기들은 서비스 초기화를 위한 NEW CA

LL 버튼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생성하는 임의의 특정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계(204)에서, 교환 센터는 호출측의 라인에 다이얼 톤을 인가할 것이며 호출측이 번호를 다이얼하기를 대기할 것이

다. 단계(206)에서, 번호가 다이얼되고 교환 센터는 그 번호를 구성하는 디지트를 해석한다. 그 번호의 일부분, 통상

적으로 첫번째 3개의 디지트는 호출이 사내 호출인지 또는 동일 사무실 호출인지, 즉 그 호출이 2차 전화국을 통해 라

우트될 필요가 있는지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단계(208)에서, 교환 센터가 그 호출이 사내 호출이라고 결정되면, 

그러한 경우에 아이들 접속(idle connection) 또는 다른 전화국으로의 중계선(trunk)이 선택된다(단계 210). 단계(21

2)에서, 일단 중계선이 포착되거나, 만일 동일 사무소 호출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계선도 필요치 않다면, 교환 센터는 

피호출측 라인의 상태를 결정한다. 도 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호출측은 입중계 통신(108)의 수신처(112)이

다. 만일 피호출측의 위치에서의 전화가 통화중이면, 단계(214)에서 호출측의 라인에 통화중 신호(busy signal)가 제

공된다. 만일 피호출측의 위치에서의 전화가 아이들(idle)이면, 단계(216)에서 피호출측의 라인에 링 신호를 제공 하

여 피호출측의 전화의 링거(ringer)를 구동시킨다. 이와 동시에, 단계(218)에서, 호출측의 라인에 링백 신호(ringback

signal)가 제공된다. 전화가 피호출측에 의해 회답될 때(단계 220), 오프 훅 상태는 링백 신호를 종료시키고 피호출측

이 연결된다. 대화의 종료시, 전화는 훅 상태로 되돌아가고(단계 222), 라인 및 중계선은 해제된다.

따라서, 고정된 전기 통신망의 예에서, 라우터(106)는 교환 센터의 회로들 및 시스템의 핵심부를 형성한다. 처리 수단

(104)은 또한 교환 센터를 구성하는 회로들 및 시스템으로 일체화될 수도 있다. 사실상, 일부 실시예에서, 처리 수단(

104)은 라우터(106)와 통합될 수도 있다. 광고 데이터베이스(102)는 독립하여 조작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거나

특정 교환 센터내에 존재하는 자원으로 통합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은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적으로 배급될 수 있다.

다음의 실시예들은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상세히 예시하기 위해 기술되는 것이다. 일 실시예에

서,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은 전화국과 같은 교환 센터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특정 실시예에 따르면, 전기 통신 광

고 수단(100)의 각 구성 요소들은 전화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조작가능하거나 전화국을 구성하는 회로들 및 시스템에 

통합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다른 실시예에서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을 포함하는 구성 요소들은 네트워크내에

서 전화국 전체에 결쳐 분배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라우터(106)는 고정 전기 통신망을 구성하는 복수의 전화

국 각각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광고 데이터베이스(102) 및 처리 수단(104)은 하나의 특정한 전화국내에 포함

될 수 있거나, 라우터(106)와 함께 분배될 수도 있다.

앞에서 송신원(110)이 전화기로서 기술되었지만, 입중계 통신(108)의 송신원(110)은 전화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

른 실시예에서, 예를 들면, 송신원(110)은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팩스기, 또는 전체적으로 상이한 통신 시스템에 대

한 인터페이스이다. 후자에 관련하여, 통상적인 고정망은 입중계 통신(108)이 생성될 수도 있는 다양한 현대의 전기 

통신망에 인터페이스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송신원(110)은 무선 네트워크, 로컬 루프, 페이징 네트워크 또는 LAN(

Local Area Network)일 수도 있다. 추가 실시예에 관련하여 기술되는 바와 같이, 이들 네트워크 각각은 고정망에 대

한 적어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 네트워크 타입 각각은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의 다양한 구

현예에서 입중계 통신(108)의 송신원(110)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교환 센터 자체는 네트워크 교환 센터의 통상적인 PSTN 또는 ISDN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은 무선 시스템 또는 인터넷에 통합될 수도 있다. 이들 실시예에서, 수신처(112)를 식별하고 수신처에 송신

원(110)을 접속하는 방법은 상이하지만, 기본 방식은 동일하다. 인터넷을 포함한 실시예에서,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

0)은 인터넷을 통해 통화량을 라우트(route)시키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라우터 또는 복수의 라우터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어드레스 또는 도메인명은 다이얼된 전화 번호의 디지트 대신에 송신원(110) 및 수신처(112)

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에게는 입중계 통신(108)이 음성 통신에 국한되지 않으며,

또한 데이터 통신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사실상, 실시예에 따르면, 입중계 통신(108)은 비디오 통

신, 페이징 통신, E-메일 통신 또는 이들 통신의 조합일 수도 있다. 어떠한 종류의 광고가 전송되었는지에 관한 것 이

외에, 통신 타입은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의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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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원(110)을 수신처(112)와 접속시키는 것 이외에, 라우터(106)는 송신원(110)과 관련된 광고들을 송신원(110)에

라우트시키고 수신처(112)와 관련된 광고들을 수신처(112)에 라우트시킨다. 사용자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메시지를 듣거나 보아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광고 메시지가 의도된 타겟에 도달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다.

도 2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메시지가 결합될 수도 있으며 라우터(106)에 의해 송신원(110), 수신처(1

12), 또는 양쪽에 전송될 수도 있는 몇가지 포인트가 있다. 예를 들면, 단계(204)를 살펴보면, 광고는 입중계 통신(10

8)과 연결될 수 있으며 다이얼 톤이 인가되기 직전에 송신원(110)에 전송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메시지는 실제적으

로 다이얼 톤을 대체할 수 있다. 이는 다이얼 톤이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되고 번호를 다이얼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은 네트워크 접속의 사용자에게 광고를 알리는데 사용

할 수 있다. 일단 광고의 상영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원하는 번호를 다이얼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짧은 광고는 단계(218)에서 링백 신호를 대체한다. 통상적으로, 링백 신호는 몇초마다 울리는 

짧은 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 짧은 광고가 링 대신에 플레이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일단 피호출측의

전화기가 단계(220)에서 오프 훅되었다면, 짧은 광고가 호출측에게 플레이된다. 짧은 광고의 플레이는 피호출측이 회

답하여 호출측이 광고가 플레이된 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호출측에게 나타내게 된다.

또한 광고는 피호출측(수신처(destination)(112))과 관련될 수 있다. 본 구현에서, 광고는 피호출측의 전화가 오프훅

할 때 피호출측에게 라우팅된다. 바람직하게는 광고가 피호출측측에서 종료될 때까지, 즉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시

점까지, 피호출측은 링백 신호, 또는 대용 광고들을 계속 수신한다. 대안적으로, 피호출측의 회선이 오프훅될 때, 짧은

광고가 양 당사자에게 상영될 수 있어, 광고가 완료된 후에 대화가 개시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광고는 당사자들 중

하나에 의해 접속 중단되는 어떤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인 변화들로, 상술된 본 실시예들은 더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이얼 톤(dial tone) 대신의 광고는 링백 신

호 대신의 짧은 광고와 더 결합될 수 있고, 피호출측의 전화가 오프훅될 때, 하나 또는 양 당사자에게 상영되는 광고

와도 더 결합될 수 있다. 작은 차이를 갖는 실시예에서, 링백 신호 또는 대용 광고, 연속 광고는 호출측이 번호를 다이

얼링한 후에 호출측에게 상영될 수 있다. 피호출측의 전화가 오프훅될 때, 광고가 중단되고, 그리고 나서 대화가 개시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속 광고는 다이얼 톤 대신에 또는 그전에 상영된 광고와 결합될 수 있다. 또한, 피호출측이 픽업

할 때, 피호출측에게 상영되는 광고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술 분야에서 숙달된 기술자들은 기술된 본 구현이

호출 개시 처리 동안 다양한 시점에서 다종의 다양한 길이의 다양한 메시지를 각각의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

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출측은 피호출측측과 동일한 광고 

또는 광고들을 수신할 수 있거나, 또는 그 광고들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사자가 다이얼 톤 또는 링백 신호를 듣

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각 당사자가 광고 또는 광고들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것도 확실하다. 이는 호출을 완료하기 위

해 광고들이 상영되고 있는 특정 시간에 당사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광고들이 특정 피호출측 또는 호출측을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처리 수단(104)이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여 광고 데이터베이스(102)에 저장된 광고들을 연관시킨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고 

데이터베이스(102)에 저장된 광고들은 가입자 특정 광고들 또는 제3자 광고들일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서, 특정 광고는 특정 가입자에 기반하여 관련된다. 예를 들면, 임의의 가입자가 발신 호출(outgoing call), 착신 호출(

incoming call), 또는 양자 모두 동안 특정 메시지가 상영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현은 기업 가입자(bus

iness subscriber)에게 특히 이로울 수 있다. 실례로서, 기업 가입자는 각 착신 호출의 송신원에게 다시 배송되는 기

업명 또는 기업의 징글(jingle) 등의 특정의 쇼트 메시지를 가지기를 원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기업은 발신 호출 또는

사내 호출(interoffice call)이 기업의 회선 중 하나에서 개 시될 때마다 상영되는 특정 메시지 또는 메시지들을 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제3자 광고주가 특정 광고 메시지를 위한 사용자 그룹 또는 특정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광고주는 통신 제공자에게 댓가를 지불하고, 통신 제공자는 통신 제공자의

네트워크에서 호출을 신청하는 각 당사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상영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광고주들로부터 또는 자신의 광고 메시지를 상영하는 기업 가입자들로부터 수집된 돈이 통신망의 각 

정규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차감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시스템(100)을 설정하여, 광고주 및 기

업들로부터 수집된 돈은 호출 처리의 일부로서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동의한 가입자들의 비용을 차감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구현들은 상당히 그 대상이 설정된 광고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단(100)은 중요하게 대상이 설정된 광

고를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의의 광고주는 그의 광고가 임의의 지리적 영역에 있는 가입자들

에게 상영되는 것을 제한하기를 원할 수 있다. 게다가, 광고주는 다수의 언어로 표현된 광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따

라서 대상으로 설정된 가입자의 모국어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상영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현들은 처리 수단을 

소정 척도(criteria)에 기반하여 광고 데이터베이스(102)에 저장된 광고들을 호출 및/또는 피호출측들에게 선택적으

로 관련시키도록 프로그래밍함으로서 성취될 수 있다. 선택적인 관련에 대한 일례는 이미 기술되었으며, 즉 기업을 

호출하는 호출자에게 임의의 기업에 대한 특정 메시지를 상영하는 것이다. 언어 및 지리적인 척도 외 에, 상영되는 광

고 메시지의 선택성을 증가시키는데 시용될 수 있는 다른 예시적인 척도는, 입중계 통신(108)의 송신원(110), 입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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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08)의 유형, 입중계 통신(108)의 일시, 및 입중계 통신(108)의 수신처(112)이다. 송신원(110) 및 수신처(112)

에 관하여, 예컨대, 영역 코드, 어카운트 유형, 월평균 통화료, 자주 거는 전화번호, 주소, 호출 또는 피호출측의 현재 

위치 등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팩터들이 사용될 수 있다.

대응하는 번호 등과 같이 입중계 통신(108)의 송신원(110)과 관련된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송신원(110)이 동일 사무

실 호출을 개시하고 있는지, 사내 호출을 개시하고 있는지,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 LAN, 로컬 루프, 또는 페이징 네트

워크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에서 기원하는 호출을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나서, 

제3자 광고는 송신원에 기반하여 그리고 광고에 소비된 달러에 대해 보다 나은 이윤(return)을 생산하기 위해서 광고

의 선택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입중계 통신과 관련될 수 있다. 유사하게는, 통신의 유형이 광고의 선택성을 증가

시키는 데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통신의 유형은 전화 호출에 한정되지 않고, 데이터 통신,

비디오 통신, 페이징 통신, 이메일, 음성/오디오 통신, 또는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송신원 및 통신의 

유형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선택적인 접근이 특정 광고주들로부터의 특정 광고를 특정 통신들과 관련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다른 구현에서, 개인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관련된 정보가 각 가입자들에 

대해 수집되고, 보다 중요하게 대상으로 설정되도록 관련시키는데 사용된다. 관련 처리에서 사용된 이러한 척도는 입

중계 통신(108)의 송신원(110)에게 보내진 광고들 및 입중계 통신(108)의 수신처(112)에 보내진 광고들 양자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기본적인 원리는 종래의 고정 통신망 실시예 이외의 것을 포함하는 실시예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예를 들면, 전

부 또는 부분적으로 무선 통신 회선에 의존하는 네트워크는 동일 방식으로 여전히 동작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에

는, 선택성이 통신 방법의 호스트와 디바이스들을 접합시키는 인터넷에서 훨씬 더 이익일 수 있다. 따라서, 통신과 광

고의 연계시에 사용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선택 척도가 존재한다. 게다가, 광고는 다양한 포맷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광고는 오디오 광고일 수 있고,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징글, 텍스트 메시지, 비디오 메시지, 그래픽 메시지, 

또는 이러한 메시지들의 조합일 수 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가능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데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인터넷을 포함하는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이러한 메시지 유형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통신

망에서도, 비디오 회의가 가능하고, 텍스트, 비디오, 또는 그래픽 광고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ISDN 등과 같이 고정 

네트워크용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은 다양한 광고 유형을 포함하는 구현들을 가능하게 한다. 임의의 유형의 네트워

크들에 관하여 임의의 유형의 광고 메시지의 이점은 후술되는 다른 실시예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도 3과 관련하여 기술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몇몇 실시예들에서, 입중계 통신(108)의 송신

원(110)은 셀룰러 네트워크, 페이징 네 트워크, 로컬 루프, 또는 LAN 등과 같이, 실제적으로는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

이다.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은 이러한 다른 송신원 네트워크들 중 하

나 내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상황이 도 3에 도시된다. 도 3에 따라서, 이러한 송신원 네트워크(300)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교환 센터(31

2)로 구성되고, 이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302)에 인터페이싱된다. 통상적으로 교환 센터(312)는 네트워크 서브시스

템(304)내에 포함되고, 이는 또한 복수의 관리 수단(administration means)(316)을 포함한다. 교환 센터(312)는 단

말(302)간의 통신에 대한 스위칭 및, 단말(302) 및 고정 네트워크 사용자간의 통신에 대한 스위칭을 조정한다. 교환 

센터(312)는 고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14)를 통해 고정 네트워크 사용자들에 인터페이싱된다. 고정 네트워크는, 

예컨대 PSTN 또는 ISDN 등과 같은 고정 통신망일 수 있다. 관리 수단(316)은 모든 단말(302)에 대한 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이 관리 정보는 교환 센터(312)에서 네트워크(300) 상에서의 통신 제어에 사용된다.

네트워크 서브시스템(304)은 광고 DB(102)와 처리 수단(104)을 더 구비한다. 전술한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광고 DB

(102)는 적절한 기준에 기초하여 적절한 시기에 단말(302)의 사용자에게 플레이되는 광고를 저장한다. 처리 수단(10

4)은 광고 DB(102)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광고와 네트워크(300) 내의 각각의 통신을 연관시킨다. 도 3의 실시예에

서는, 전술한 실시예에서의 라우터(106)의 기능이 교환 센터(312)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교환 센터(312), 광고 DB(1

02) 및 처리 수단(104)은 도 1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을 구성하게 된다.

네트워크(300)에서는 인입되는 통신을 분석하여 송신원, 수신처, 통신의 유형, 시간 등을 판별하고, 처리 수단(104)은

그 판별된 정보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광고와 그 통신에 대한 송신원 및/또는 수신처를 연관시킨다. 광고 또는 광

고들은 특정 가입자 전용이거나 제3자 광고(third party advertisement)이다. 예컨대, 단말간의 통신이 개시되는 경

우, 처리 수단(104)은 광고와 송신원을 연관시키고 이를 다시 송신원 단말(302)에 라우팅하게 된다. 또한, 광고 DB(1

02)로부터의 광고는 수신처 단말(302)과 연관되어 그 단말로 라우팅될 수 있다. 송신원과 수신처에 대해 광고가 동일

할 수도 있으나, 실시예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 고정 네트워크 사용자와의 통신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송신원이

나 수신처 중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대해 광고를 연관시키게 되어 단말간의 통신에서의 경우와 다르게 된다.

단말(302)과 고정 네트워크 사용자 사이에 통신이 확립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고정 네트워크가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을 구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리 수단(104)은 해당 통신에 대해 광고 수단(

100)이 연관시키게 될 광고 또는 광고들을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하,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도 3에 도시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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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 4는 셀룰러 네트워크(400)를 도시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 단말(302)은 무선 이동국(MS)(406)을 포함한

다. 셀룰러 네트워크(400)는 기지국 서브시스템(402)과 네트워크 서브시스템(404)을 더 포함한다. 이동국(406)은 무

선(air) 인터페이스 또는 무선 링크라고 하는 Um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기지국 서 브시스템(402)과 통신한다. 기지국 

서브시스템(402)은 복수개의 기지국 제어기(BSC)(410)과 복수개의 기지국 송수신국(BTS)(408)을 포함한다. 각 기

지국 송수신국(BTS)(408)은 셀을 규정하고 셀 내에서 복수개의 이동국(406)과의 무선 링크를 처리하는 무선 송수신

기를 포함한다. 각 기지국 제어기(BSC)(410)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지국 송수신국(408)의 채널 설정 및 채널 핸

드오프 등의 무선자원을 관리한다. 각 기지국 송수신국(BTS)(408)은 표준 (Abis)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기지국 제어

기(BSC)(410)와 통신한다.

네트워크 서브시스템(404)은 복수개의 관리 레지스터(416) 및 광고 DB(418) 뿐만 아니라 모바일 교환 센터(MSC)(4

12)을 포함한다. 네트워크 서브시스템(404)은 이동 교환 센터(MSC)(412)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이동 사용자들 

사이의 호출 및 이동 사용자와 고정 네트워크 사용자 사이의 호출에 대한 스위칭을 수행한다. 이동 교환 센터(412)은 

고정 네트워크에 대한 정규의 스위칭 노드로서 기능하나, 등록, 인증, 위치, 갱신, 핸드오프, 호출 라우팅 등 이동 가입

자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동 교환 센터(MSC)(412)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414)를 통하여

고정 네트워크로의 접속을 제공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이동 교환 센터(MSC)(412)은 또한 광고 DB(418) 내의 광

고와 네트워크(400) 내의 통신을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 기능을 별도의 처

리 수단을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관리 레지스터(416)는 네트워크(400) 내에 등록된 각 가입자에 대한 

모든 관리정보와 각 이동국(MS)(406)의 현재 위치를 저장하고 있다. 일부 또는 모든 관리 레지스터(416)를 이동 교환

센터(412)의 일부분으로서 구현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서, 각 레지스터(416) 및 이동 교환 센

터(MSC)(412)을 독립한 장치로서 구현할 수도 있다. 관리 레지스터(416)는 이동 교환 센터(MSC)(412)과 함께 호출 

라우팅 및 로밍을 가능하게 한다.

MS(406)가 다른 MS(406)를 호출하는 경우, 이 호출은 이동 교환 센터(MSC)(412)을 통해 라우팅된다. 고정 네트워

크에서의 실시예와는 달리, 그 호출을 개시한 발신자는 네트워크로의 접속을 알리는 다이얼 톤(dial tone)을 수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발신자는 원하는 번호를 다이얼한 후 MS(406)을 자신의 귀에 가져갈 것이다. 이동 교환 센터(M

SC)(412)은 다이얼된 번호에 기초하여 그 호출의 수신처가 다른 이동국(406)인지를 판정하게 된다. 만약 수신자가 

자신의 이동국(406)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수신자의 이동국(406)이 꺼져 있다면, 수신자가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나 통화중 신호음(busy tone)이 발신자에게 라우팅되어 되돌아 온다. 한편, 수신자의 이동국(406)이 켜

져 있거나 통화 대기중인 경우에는, 수신자의 이동국(406)에는 호출음(ring) 신호가 인가되고 발신자의 이동국(406)

에는 링백(ringback) 신호가 인가된다. 수신자가 응답하게 되면 호출음 및 링백 신호가 중단되고 통화를 시작할 수 있

게 된다.

통상적으로, 광고 DB(418)로부터의 광고에는 다이얼 톤이 없기 때문에, 다이얼 톤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이얼 톤 이전

에 광고가 플레이될 수 없다. 그러나, 실시예에 따라서는, 광고 DB(418)로부터의 광고 또는 광고들이 링백 신호 내의 

호출음(ring)을 대신하도록 하여 호출음 사이에 플레이되도록 하거나, 또는 링백 신호 전체를 대신하도록 하여 통상의

링백 신호와 달리 피호출측이 응답할 때까지 한 편의 긴 광고나 일련의 짧은 광고들이 호출측에게 플레이되도록 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로는, 일단 수신자가 응답하면, 호출륵 및 피호출측의 일방 또는 양방에 대해 광고가 플레

이된 후, 통화를 시작하도록 한다. 또한, 실시예에 따라서는 호출 도중에 메시지를 플레이하는 시점을 달리하고 그 방

식을 달리함으로써 조합 및 결합한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다.

MSC(412) 또는 전술한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술된 자립형 처리 수단은 광고 DB(418)로부터의 광고를 예컨대 

호출측에 관련된 정보 또는 호출의 송신원 및/또는 수신처에 기초하여 선택적으로 연관시킨다. 고정 네트워크의 예에

서와 마찬가지로, 시간, 지역, 주 언어 또는 특정 호출측/피호출측의 신분에 기초하여 광고를 선택적으로 연관시킬 수

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연관된 메시지는 일방 또는 양방의 납입정보를 포함한다. 예컨대, 그 당사자의 납입내역(b

alance) 및 그 달의 잔여 납입고지서(minutes)를 그 당사자에게 플레이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소정의 환경에서 플

레이될 메시지를 특정 당사자 또는 가입자가 규정하도록 한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서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동국(406

)을 이용하여 그 회사로 호출한 모든 호출측에게 그 회사의 광고음악이 플레이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서는,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호출 전략을 광고하거나 특별 광고를 플레이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제3 광고

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를 호출 도중에 플레이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

의 광고로 생긴 수익은 네트워크(400)의 가입자들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을 보 조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단말이 전화국에 반영구적으로 배선되어 있는 고정 네트워크의 예에서의 로밍과 달리, 이동국은 한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로밍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이동국(406)과 연관된 전화번호(directory number)는 자국(home)의

네트워크(400)와 연관된 식별번호 뿐만 아니라 국가 코드를 포함한다. 고정 네트워크 가입자가 이동 사용자와 호출을

개시하는 경우, 그 호출을 접속시키기 위하여 고정 네트워크 교환 센터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 교환 센터(MSC)(41

2)과 인터페이스한다. 그 결과, 복수개의 네트워크로부터 복수개의 교환 센터들이 관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절

차는 도 2에 도시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된다. 그러나,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셀룰러 네트워크(502) 내의 

이동 사용자가 제2의 셀룰러 네트워크(504) 내의 사용자와 호출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3개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의 네트워크 교환 센터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은 그 자신의 전기 통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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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100)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잠재적인 충돌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교환 센터(400 및 500)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광고를 연관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형적

인 실시예에서는, 예컨대 각 교환 센터(412)은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이동국(406)(송신원 또는 수신처)에 

광고를 연관시키고, 고정 네트워크(500)는 그 통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광고도 연관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셀룰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동국(406)은 가입자에게 광고를 통신하는데 있어서 특유한 능력

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 실시예에서는 수신자가 청취하는 호출음(ring)은 완전히 프로그램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용한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는 호출음을 광고로 대체한다. 이는 각 이동국(406) 내에 잠재 광고들을 기억시켜 둠으

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동 교환 센터(MSC)(412)이 특정 광고를 연관시키는 경우에는, 교환 센터는 호출음을 대신하

여 광고를 플레이하도록 수신자의 이동국(406)에 명령한다. 그러면, 이동국(406)은 기억되어 있는 광고에 액세스하

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광고를 플레이하게 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무선으로 이동국(406)을 프로그램하여 이동국(4

06) 내에 기억될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 이용될 수 있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통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대다수의 MS(406)에 디스플레

이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는 또한 사용자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디스

플레이되는 그래픽 또는 텍스트 광고의 사용을 계획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착신 호출이 있을 때마다, 또는 사용자가 

통화를 눌러 호출을 초기화할 때마다, 또는 그 조합에 따라 각 MS(406)의 스크린 상에 그 회사의 상표가 뜨도록 할 

수 있다. 그래픽 또는 텍스트 광고의 사용은 또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300)의 제2 실시예 형태를 포함

하는 실시에 포함된다.

도 6은 페이징 장치(604), 페이징 사이트(610), 및 제어 포인트(602)를 포함하는 페이징 네트워크(600)를 도시한다. 

제어 포인트(602)의 중심부는 페이징 네트워크(600)를 고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612)를 통해 지역 전화 회사에 접

속하는 페이징 교환 센터(606)이다. 고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612)는 통상 몇몇 전화선 접속부인데, 이는 직접 내부

로 향하는 다이얼 회로, T1 회로, 또는 네트워크 접속부일 수 있다. 이들 서로 다른 형태의 접속부는 시스템을 최적화

하고 제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혼합된다. 페이징 교환 센터(606)는 페이징 동작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페

이징 및 제어 데이터를 페이징 사이트(610)에 출력한다. 페이징 교환 센터(606)와 페이징 사이트(610) 간의 링크는 

고정 라인 접속의 RF 링크의 어느것이 될 수 있다. 페이징 사이트(610)는 페이징 정보를 지역 내의 모든 페이징 장치(

604)에 송신한다. 대안적으로, 페이징 사이트(610)와 페이징 교환 센터(604) 간의 링크는 위성 링크 시스템으로서 구

현될 수 있다. 게다가, 제어 포인트(602)는 광고 데이터베이스(608)를 포함하고, 페이징 네트워크(600)가 음성메일 

성능을 포함하면 선택적으로 기억 장치(614)를 포함한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데이터베이스(608)에 포함된 광고를 

네트워크(600) 내의 통신과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는 단독 처리 수단이 포함된다. 그러나, 도 6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페이징 교환 센터(606)는 선택적으로 연관된 광고의 기능을 수행한다.

페이지를 완료하는데 포함되는 처리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우선, 단계 702에서, 사람이 페이징 장치(602)에 대응

하는 번호를 다이얼한다. 다음 단계 704에서, 지역 전화 회사의 교환 센터는 다이얼된 번호가 페이징 장치(602)에 대

응하는지를 결정한다. 단계 706에서, 전화 회사 교환 센터는 페이징 교환 센터(606)에 페이지를 라우트시킨다. 페이

징 교환 센터(606)는 페이지를 인코딩하고 처리하여 페이징 정보를 단계 708에서 페이징 사이트(610)에 출력한다. 

다음 페이징 사이트(610)는 단계 710에서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페이징 네트워크(600)는 통상적으로 단방

향 페이징을 포함하기 때문에, 페이징 단말은 통상 착신 페이지를 지시하도록 링 표시자가 아닌 진동 또는 가청 비프

를 포함하며, 페이징 교환 센터(606)는 바람직하게는 데이터베이스(608) 상에 저장된 그래픽 또는 텍스트 광고를 인

터페이스(612)를 통해 수신된 각 착신 페이지와 선택적으로 연관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전 실시예에서와 같이,

회사는 페이지가 수신될 때마다 페이지 장치(602) 장치 상에 그 회사의 광고가 디스플레이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중 프로그래밍가능 링 표시자를 갖춘 양방향 페이징 페이저, 및 음성 오디오 성능을 갖춘 페이저는 페이징 

네트워크(600) 내에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을 구현하는 가능한 방법을 이전 실시예와 관련하여 상기 설명한 다양한 많

은 실시예로 확대시킨다. 음성 오디오 성능 또는 음성메일을 갖는 페이저에서, 예를 들어 징글 또는 슬로건과 같은 가

청 광고는 교환 센터(606)에 의해 수신된 각 음성 페이지의 선두에 선택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네트워크(300)의 다른 실시예는 예를 들어 로컬 루프, 무선 로컬 루프, 또는 LAN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 시스템을 포

함하는 것은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또한, 호출 및 페이지에 부가하여, 포함되는 통신 형태는 시스템 

구현에 따라 비디오 및 텍스트 통신을 포함한다. 논의된 각 실시예는 또한 통신 동안 광고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유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 네트워크,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페이징 네트

워크에서 호출 측 또는 피호출측은 통신 트랜잭션이 끝난 후 켜져 있을 수 있고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하도록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 또는 메뉴를 수신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직접 접속되도록 사용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도시된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이 또한 제공된다. 우선, 단계 802에서, 전기 통신망 내의

통신과 연관될 복수의 광고가 저장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선택적인 단계 810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다. 특정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의 일부 또는 모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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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데, 그 정보는 사용자의 제1 언어, 사용자 기호, 사용자 통신 제공자, 사용자 통신 수단, 사용자의 통신 플랜, 및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이다. 사용자 통신 수단은 전기 통신망을 통해 통신할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치를 지칭한다. 

이러한 장치는 예를 들어 시스템에 따라 전화, 셀폰, PDA, 또는 컴퓨터일 수 있다. 대부분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가 특

정 통신 서비스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인할 때 알려진다. 그러나, 사용자 기호는 예를 들어 사용자 질문 사항 또는 사실

시트의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해 사인할 때 그들은 나이, 봉급, 결혼 상태, 자녀 

수 등과 같은 개인적 정보, 및 사용자가 어떤 품목에 대해 얼마를 지불하는지, 사용자가 통상 구매하는 품목의 종류가 

무엇인지, 사용자가 수신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가 무엇인지 등의 구매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사용자에게 관

련된 모든 정보가 바람직하게 저장되어 다음 단계에서 사용된다.

단계 804에서, 광고는 전기 통신망 내의 통신의 송신처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광고는 소스와 관련된 번호 또는 어드

레스에 의해 결정될 때 소스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간단히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광

고와 같이 타겟으로 삼는 광고를 소스와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도록 동일성은 사용자 정보와 조합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광고의 타겟팅은 또한 한쪽 또는 양 당사자의 위치에 근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 전기 통신

망에서, 위치 정보는 피호출 및 호출 측과 관련된 지역 코드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위치 정보, 예

를 들어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 시가 주소가 제공될 수 있다. 도 4에 설명된 셀룰러 시스템과 같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잘 알려진 위치 장치 및 방법이 어느 한 당사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

떤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BTS(408)를 이용하는 3각 측량이 MS(406)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

으로, MS(406)는 GPS 수신기와 같은 위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GPS 수신기로부터의 좌표는 통신이 MS(406)로

부터 착신 또는 발신이 있을 때마다 MS(406)에서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으로 통신된다. 위치 정보는 예를 들어, 

근처 가게 또는 이벤트 대한 타겟 광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단계 806에서, 통신의 송신처와 연관된 사용자에 대해 광고된다. 바람직하게는, 광고는 또한 통신의 수신처와 연관된

다. 이러한 단계는 선택적인 단계 812로서 도시되어 있다. 만약 수신처와 연관된 사용자가 전기 통신망에 대한 가입

자 이면, 사용자 정보는 또한 광고를 수신처와 연관시키는데 사용된다. 만약 사용자가 가입자가 아니면, 수신처 사용

자의 신원은 연관되는 광고에 사용되는 제1 요인될 것이다. 비록, 몇몇 실시예, 즉 무선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실시예

에서, 수신처 사용자의 위치는 또한 광고를 수신처와 연관시키는데 사용된다. 선택적 단계 814에서, 수신처와 연관되

는 사용자에 대해 광고된다. 단계 808에서, 소스 및 수신처에 대해 광고가 된 후, 두 당사자 사이의 통신 트랜잭션이 

완료된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이 전화 호출 또는 이메일일 수 있다. 광고가 된 후, 호출 또는 이메일은 다른 당사자측

에 연결된다. 이메일 예에서, 광고는 이메일 자체에 첨부되거나 포함될 수 있다.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광고가 통신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통신 서비스

에 대해 보다 낮은 비율로 비용청구되는 것이 예상된다. 또한, 단계 816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실시예에 따라 하나

또는 사용자 모두 온라인 상태일 수 있고 통신 트랜잭션 동안 수행되는 하나 이상의 광고에 대해 또 다른 정보를 수신

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의 특정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되는 회사와 직접 

연결되도록 선택(단계 818)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 통신망은 사용자에 의해 이용되는 전기 통신 수단을 경유하여 

전기 통신을 통해 사용자를 회사에 연결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통신의 송신처와 수신처 간의 접속 이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하도록 사용자에게 옵션이 주어

진다. 예를 들어, 소스에 연관된 사용자에 대해 광고가 된 후, 광고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하

도 록 사용자에게 옵션이 주어진다.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는 정보를 즉시 수신하거나 통신 트랜잭션이 이후까지 대

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간단한 실시예에서, 수신처 사용자에게 유사한 옵션이 제공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 통신 트랜잭션 동안 다양한 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하도록 하나 또는 사용자 모두에게 옵션이 주어진다.

사용자가 회사에 일단 접속되면, 사용자는 이전 통신 트랜잭션 동안 사용자에게 광고된 하나 이상의 품목을 구매하기

를 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계 820에서, 사용자가 회사에 접속된 후, 사용자는 적어도 하나의 품목을 구매하도록 

옵션이 제공될 수 있다. 다음, 단계 822에서, 사용자는 선택하고 품목을 구매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 의해 개시된 통신 동안 사용자에 대해 행해진 광고의 서비스에 접속되기를 사용자가 원할 수 있

다. 사용자는 몇몇 방법으로 광고 소스에 접속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사용자가 광고를 청취한 다음 소

스에 즉시 접속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통신 수단 상의 별 또는 파운드 기호 키

와 같은 고정 키를 눌러 광고 소스에 접속한다.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MS(406)가 광고 소스에 접속하기 위한 특수 전

용 키를 갖도록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셀룰러 네트워크의 몇몇 실시예는 소프트키 또는 음성 커맨드를 사용하여 광

고 소스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들을 때, 사용자는 적절한 키를 누르거나 적절한 음성 커맨드를 제공하여 광고 소

스에 접속된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광고 소스에 접속되도록 선택하면 사용자에 의해 개시된 통신은 종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 전기 통신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만약 사용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음성 호출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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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은 종료되고 사용자는 광고 소스에 접속된다. 반면에, 만약 접속되도록 선택한 것이 피호출측이면, 호출측에게는 

간단히 통화중 톤이 발생되고 피호출측은 광고 소스에 접속된다. 이 경우, 통화중 톤은 하나 이상의 광고에 의해 대체

될 수 있다. 광고는 피호출측이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호출측에게 알리는 메시지에 의해 수반될 수도 있다. 대안

적으로, 사용자는 그가 관심을 갖는 광고를 들을 때 선택할 수 있지만, 통신이 단계 808에서 완료되는 이후까지 접속

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광고 소스에 접속하기 위한 제2 방법은 단계 808에서 통신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자가 대기하는 것이다. 이

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통신이 완료된 후 광고가 사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재생되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광고를 보거나 들을 때, 그는 상기 논의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스에 접속할 수 있다. 제2 방법은 통신 동안 

플레이되는 광고 리스트를 저장하는 것이다. 리스트는 다음 사용자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고 사용자는 접속될 소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트는 예를 들어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 또는 사용자의 전기 통신 수단에 저장될 수 있

다. 고정 전기 통신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리스트는 사용자 단말을 통해 청취가능한 리스트

로서 제공될 수 있다. 사용자가 리스트를 들은 다음 통신 수단 상의 키 또는 음성 커맨드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몇몇 실시예에서는 사용자는 키 또는 음성 커맨드를 사용하여 리스트를 항해하거나 재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더 많은 정보 또는 유사한 광 고 소스가 제공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리스트는 원문 리스트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실시예는 통상 단말, 즉 셀룰러 전화, 페이저, PDA 등에 리스트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가 갖춰진 셀룰러 또는 페이징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사용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리스트를 통해 항해하고, 더 많

은 정보를 액세스하며, 유사한 광고 소스를 보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광고 소스에 접속하도록 단말 키를 이용

할 수 있다.

통신이 완료된 후 사용자가 광고 소스를 접속하는 제3 방법은 통신동안 플레이된 광고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청취

하고자 하는 것을 통신 트랜잭션의 종결에서 사용자가 지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실시예에서, 통신 완료후, 

사용자는 특정 키를 눌러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하고자 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키는 전용 키 또는 소프트 키일 수 있

고, 어떤 실시예에서는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음성 커맨드일 수 있다. 만약 사용자에 대해 플레이된 하나의 광고만이

있다면,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하고자 하는 명령이 사용자로 하여금 광고 소스에 접속될 수 있

도록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정보는 전기 통신 수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고 사용자는 소스에 접속되고자 

하는 바램을 지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전용 키, 소프트 키, 또는 음성 커맨드를 통해 이러한 것이 달성될

수 있다. 만약 다중 광고가 있다면, 사용자에 대해 정보가 플레이될 것이며, 사용자는 어떤 소스가 그가 접속되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지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광고의 소스에 접속되면,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 를 구매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 및/또는 

옵션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플레이된 광고가 특정의 제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에, 사용자는 그 광고

의 소스에 접속하도록 선택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는 그 제품 또는 서비를 구매하기 위한 옵션이 제공된

다. 대안으로서, 사용자가 소스에 접속되면, 사용자에게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트가 제공될 수 있다. 다시, 그 리

스트는 청취가능형이거나 테스트형일 수 있고, 사용자는 키나 음성 명령을 이용하여, 그 리스트를 탐색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구매할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이 인터넷에 접속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광고 소스의 웹사이트에 간단히 

접속될 수 있다. 접속되이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그 사이트를 탐색하여 선택을 행한다. 예를 들면, 통신이 사용자에게 

수신된 이메일인 경우에는,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은 광고를, 그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포함하는 그 이메

일에 삽입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접속된 링크를 간단히 클릭하게 된다.

사용자가 구매할 제품 또는 서비를 선택하면, 사용자는 대금청구(billing)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일 

실시예에서는, 사용자는 사용자의 단말기상의 키을 통하여 청구계정(charge account)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는 육성으로 그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다. 청구계정 정보는 신용카드 번호, 지불카드(debit card

) 정보, 그 밖의 금융 계정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대금청구 목적으로 주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 청구

계정 정보 는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 또는 사용자의 전기 통신 수단내에 저장될 수 있다. 두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

는 적절한 키를 누름으로써 또는 적절한 음성 명령을 제공함으로써 간단히 그 청구계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청구계정 정보는 사용자가 구매를 하는 때에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공된다.

계정 정보를 송신한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안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야기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해 안심시키기 위해, 제3자 인증 및/또는 보안 서비스가 그 계정 정보와 관련된 보안을 향상시키는데에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중 키 암호화를 이용하여, 그 거래가 안전한 거래인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암호화는 수학적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한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한 사람,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해 '키'

를 통해 개별화될 수 있다. 공중 키 암호화는 일정한 타입의 알고리즘이며 일정한 방식의 개별화라고 말할 수 있다. 

공중 키 암호화 기법의 일 예는 공중 키 인프라스트럭처(PKI)이다. 이 기법은 기지이며 널리 배포된 공중 키와, 특정

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게만 알려지며 이들이 암호화 및 해독을 위해 소유하는 별도의 개인 키를 이용한다. 

PKI는 http://www.rsa.com에서 입수가능한 PSA Security의 백서(제목: Understanding Public Ke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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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I))에 설명되어 있고, 그 전체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채용된다.

사용자의 계정 정보와 연계하여 안전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네트워크의 오퍼레이터가 사용자에 의한 

구매를 추적하고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 의해 수행된 정상적 대금청구에 의해 구매에 대한 지불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후,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그 지불을 광고 소스에게 전달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이용료를 공제

한다.

무선 인터넷 접속은 광고 소스에의 접속에 다른 방식을 제공한다. 도 10은 무선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무선 통신 시

스템(1000)을 도시한다. 시스템(1000)은 도 4에 도시된 네트워크(400)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동일한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1000)은 시스템(400)와 마찬가지로, BSS(402)와 NSS(404)를 포함한다. 네트워크(400)의 경

우에서 처럼, 시스템(1000)의 이 부분은 회선 교환 통신을 수행한다. 주로, 이 회선 교환 통신은 음성 통신이지만, 시

스템(1000)은 회선 교환 데이터 통신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회선 교환 통신은 회선 교환 캐리어(1002)에 걸쳐 수

행된다.

시스템(1000)에 있어서, 단말기(1004)는 또한 패킷 데이터 캐리어(1006)에 걸쳐 패킷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패킷 데이터란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정의된 바대로 데이터를 패킷들로 분할하는 방식을 의미

하며, 여기서 인터넷 프로토콜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단말기들이 서로 통신하는데 이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인터

넷(1010)으로 들어가는 또는 이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는 패킷 데이터 서버(1008)를 통해 BSC(410)에 인터페이스된

다. 단말기(1004)가 패킷 데이터 통신을 개시하면, 단말기(1004)는 우선 패킷 데이터 캐리어(1006)을 획득하여야 한

다. 마찬가지로, 담라기(1004)가 패킷 데이터 통신을 수신하면, 단말기는 우선 패킷 데이터 캐리어(1006)을 획득한 

후 그 패킷 데이터 통신을 수신하여야 한 다.

예를 들면, 단말기(1004)가 회선 교환 캐리어(1002)에 걸쳐 어떤 통신에 '캠프-온 되어 있다' 즉, 연계되어 있다면, 

패킷 데이터 서버(1008)는 단말기(1004)에 대해 들어옴(incoming) 패킷 데이터 통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단말

기(1004)가 그 패킷 데이터 통신을 수신하여야한다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단말기(1004)에게 보낼 수 있다. 대안으

로서, 페킷 데이터 서버(1008)가 단말기(1004)에 대해 들어옴 패킷 데이터 통신이 있다는 것을 MSC(412)에게 알려

줄 수도 있으며, 이경우에, MSC(412)는 단말기(1004)에게 요청을 보낼 수 있다. 단말기(1004)가 그 요청을 수락하면

, 그 단말기는 회선 교환 통신을 중단하고 패킷 데이터 캐리어(1006)로 돌려져야 한다. 단말기(1004)가 패킷 데이터 

캐리어(1006)을 획득하게 되면, 단말기는 그 패킷 데이터 통신을 수락할 수 있다.

패킷 데이터 통신을 수신하는 다른 방법은 단말기(1004)가 시스템(1000)에 등록한 후 패킷 데이터 캐리어(1006)에 

캠프-온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말기(1004)는 특수 키 또는 소프트 키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사용자가 그 키를

누르면, 단말기(1004)는 패킷 데이터 캐리어(1006)를 획득하고, 자신을 패킷 데이터 서버(1008)로써 인증한 후, 패

킷 데이터 캐리어(1006)에 캠프-온 하게 된다. 다음,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풀-오프(pull off)할 수 있는데, 즉,

정보가 패킷 데이터 서버(1008)로 '푸시'되어 단말기(1004)로 보내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단말기(1004)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패킷 데이터 서버(1008)로써 인정하고, 사용자 입력 또는 특수 키가 필요없이 캐리어(1006)에 캠

프-온 할 수도 있 다.

전형적으로는, 단말기(1004)가 패킷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기 전에, 단말기(1004)는 시스템(1000)과 같은 시스템

내의 패킷 데이터 서버(1008)로써 등록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말기(1004)는 패킷 데이터 서버(1008)에 의해 수신되

는 패킷 통신 등록 요청을 보내게 된다. 패킷 데이터 서버(1008)은 MSC(412)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액세스하여 단말

기(1004)를 인증하고, 또한 그 단말기(1004)가 패킷 데이터 통신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MSC(412)에게 알려준다. 

단말기(1004)가 인증되면, 패킷 데이터 서버(1008)는, 그 단말기(1004)에게 패킷 통신 등록 응답을 보냄으로써, 패

킷의 송신과 수신을 개시한다.

패킷 데이터 서버(1008)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패킷 데이터 서버(1008)은 I-mode  TM 서버 

내지 공중 교환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PSPDN)이 될 수도 있다. 대안으로서, 패킷 데이터 서버(1008)은 WAP 서버가 

될 수도 있다. WAP 서버는 IP을 이용하는 인터넷(1010)과 통신하면서 동시에, 회선 교환 캐리어에 걸쳐 단말기(100

4)와 사실상 통신하게 된다. 하지만,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러한 특징은, 이용된 특정의 통신 프로토콜이 아

닌 다른 것에 대해 본 발명이 동작하더라도 그 동작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본

명세서에서는, 용어: 패킷 데이터 캐리어, 패킷 데이터 통신 및 패킷 데이터 서버는, 단말기(1004)와 인터넷(1010) 사

이에서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면 어떤 캐리어 통신 또는 서버라도 지칭하는 것으 로 의도한다.

시스템(1000)에 있어서,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은 전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1000)의 회선 교환 부분에

서 통신의 소스 및 수신처에 광고를 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말기(1004)는 전술한 방식에 따라 광고 소스에 접속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안으로서는, 단말기(1004)가 패킷 서버(1008)를 통해 광고 서버에 접속되도록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광고의 소스를 접속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 광고가 플레이된 후에 또는 이전의 통신 동안에 

사용자에게 플레이된 리스트로부터 광고를 선택한 후에, 단말기(1004)는 패킷 데이터 통신을 확립하고 서버(100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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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광고 소스에 연계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그 사용자를 접속시킬 수도 있다. 다음, 사용자는 그 웹사이트를 탐색

하여, 인터넷 구현에 관련한 전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다. 하지만,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단말기(1004)와 같은 모바일 장치의 탐색 능력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종래의

방식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것이다.

단말기(1004)가 패킷 데이터 캐리어(1006)에 캠프-온 하는 실시예에 있어서,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은 패킷 데이

터 서버(1008)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은 단말기(1004)에 의해 개시되거나 수신된

패킷 데이터 통신의 소스 및/또는 수신처에 광고를 연계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메일 메시지가 패킷 데이터 서버(100

8)를 통해 단말기(1004)로 보내지면, 서버(1008)내의 전기 통신 광고 수단(100)은 광고를 이메일에 연계시키고 그에

게 삽입한다. 광고 는 그 광고의 소스의 웹사이트에의 링크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 사용자는 단말기(1004)를 이용

하여, 패킷 데이터 서버(1008)를 통하여 웹사이드에 접속할 수 있고, 접속되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탐색 및/또는 구

매를 할 수 있다.

또한, 광대역 기술이 패킷 데이터 서버(1008)를 통하여 단말기(1004)에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량을 증대시키게 되

고, 또한 단말기(1004)의 탐색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목되여야 한다. 사실, 광대역 능력은 시스템(

1000)의 회선 교환 부분과 패킷 교환 부분을 통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구현에 있어서는, 캐리어 구별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본 발명은 새로운 무선 통신 시스템 내에서도 동일하게 잘 동작할 것이다.

단말기(1004)와 같은 무선 단말기는 전형적으로 전화 번호의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단말기(1004)

에 수신된 광고는 그 저장된 전화 번호의 모두 또는 일부로 전달될 수 있다. 전형적인 실시예에서는, 광고가 전달되는 

전화 번호는 단말기(1004)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1000)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번에, 광고가 전달된 적

이 있는 단말기가 시스템(1000)에 등록되어, 그 전달된 광고를 수신하게 될 것이다. MSC(412)로써 등록된 경우 또는

패킷 데이터 서버(10008)을 접속하는 경우에, 광고의 종류와 단말기에 따라, 단말기는 그 전달된 광고를 수신하게 될

것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수단과 연계된 사용자의 기호(preference)를

갱신하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우선, 단계 902에서, 사용자는 사용자 기호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액세스한다. 하나

의 예 시적 실시예에서는, 이 레코드는 전기 통신망내에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레코드를 포

함하는 대량의 데이터 베이스의 일부이다. 이 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용자에 대한 청

구계정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액세스는 단말기(1004)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랩

탑 컴퓨터와 같은 전통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구현에 있어서, 사용자는 예를 들면 그 사용자 기

호 정보에 액세스하는 선택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갈 수도 있다. 전형적인 구현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그 정보에의 액

세스를 얻기 위해 어떤 종류의 패스워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PKI 는 또한 그 정보에의 안전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액세스를 얻으면, 사용자는 레코드내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와 기호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얻게 된다. 이 

단계는 도 9의 단계 904에 도시되어 있다. 다음, 단계 906에서, 사용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대로 정보를 변경한다. 예

로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구현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스크린 내지 윈도우 또는 일련의 스크린 내지 윈도우를 액세스

하고, 이들로부터 레코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변경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용자 기호는 

나이, 소득, 결혼여부, 자녀수 등 및 사용자가 일정한 품목에 얼마나 많은 액수로 기호품을 구매하는 지, 사용자가 전

형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의 종류는 무엇인지, 사용자가 정보를 수신하고자 하는 품목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되

게 된다.

단계 908에서, 새로운 정보는 자동적으로 갱신되에 레코드에 저장되며, 이 레코드는 자동적으로 갱신되에 데이터 베

이스에 저장된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서는, 이 레코드는 MS(406) 또는 단말기(1004)와 같은 모바일 장치나 전

화에 의해 액세스된다. 사용자는 다시, 예로서 패스워드나 공중 키를 이용하여, 이 정보에 액세스하고, 새로운 또는 갱

신된 정보를 선택할 메뉴 옵션이 제공된다.

단계 908에서 새로운 정보가 갱신되어 저장된 후에, 그 갱신된 레코드는 단계 910에서 이용되어, 사용자에 플레이될 

광고의 연계를 자동적으로 갱신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은 전기 통신망의 일부이다. 사용자가 이 네

트워크내에서 통신을 개시하거나 수신하면, 사용자 정보는 통신 이전, 통신 중, 또는 통신 이후에 사용자에 플레이된 

광고를 연계하는데에 이용될 수 있다. 단계 910에서, 그 갱신된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에게 연계되어 있고 그에게 플

레이될 광고가 무엇인지를 자동적으로 갱신한다.

본 발명을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설명하였지만, 이들은 단지 한정적인 의미로 예시된 것이 아님은 이해되어야 한다. 

다른 많은 실시예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일정한 전기 통신망 시스템을 설명

하였다. 하지만, 전기 통신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통신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수단이 출현하게 될 것이

다. 기술의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본 발명은 새로이 개발될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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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 통신 광고 수단에 있어서,

가입자 특정 광고 및 제3자 광고를 기억하는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된 처리 수단을 포

함하며,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

며, 또한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상기 입중계 통신의 수신처에 연관시키도록 구성된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된 라우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라우터는 상기 입중계 통신을 상기 수

신처로 라우팅하고, 상기 송신원에 연관된 임의 메시지를 상기 송신원으로 라우팅하고, 상기 수신처에 연관된 임의 

메시지를 상기 수신처로 라우팅하도록 구성된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터는 상기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은 고정 전기 통신망의 일부인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또한,

사용자 프레퍼런스,

상기 입중계 통신에 연관된 사용자의 주 언어,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

상기 입중계 통신의 유형,

상기 입중계 통신의 일시,

상기 입중계 통신의 수신처,

상기 입중계 통신의 지리적 위치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특정 광고 또는 광고들을 상기 입중계 통신에 선택적으로 연

관시키도록 구성된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은,

무선 통신망,

로컬 루프,

인터넷,

페이징 통신망,

로컬 고정 통신망,

비로컬 고정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 하나인 전기 통신 광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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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또한,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

상기 수신처의 유형,

상기 입중계 통신의 유형,

상기 입중계 통신의 일시,

상기 수신처의 지리적 위치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특정 광고 또는 광고들을 상기 입중계 통신의 상기 수신처에 선택

적으로 연관시키도록 구성된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처의 유형은,

무선 통신망,

로컬 루프,

인터넷,

페이징 통신망,

로컬 고정 통신망,

비로컬 고정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 임의 하나인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입중계 통신은,

데이터 통신,

화상 통신,

화상/음성 통신,

페이징 통신,

전자 메일 통신, 및

문자 데이터 통신, 화상 데이터 통신, 화상/음성 통신, 페이징 통신,및 전자 메일 통신 중 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 임의 하나인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동일한 광고 또는 광고들을 상기 송신원과 상기 수신처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도

록 구성된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또한 서로 다른 광고 또는 광고들을 상기 송신원과 상기 수신처에 선택적으로 연

관시키도록 구성된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원에 연관된 메시지 또는 메시지들과, 상기 수신지에 연관된 광고 또는 광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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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특정 메시지,

전화 벨 소리,

문자 광고,

음성 광고,

화상 광고, 및

그래픽 광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13.
전기 통신 광고 수단에 있어서,

가입자 특정 광고 또는 제3자 광고를 기억하는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처리 수단은 사용자 프레펀런스, 언어, 통신 송신원, 통신 유형, 일시, 통신 수신지, 그래픽에 기초하여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 중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입중계 통신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되,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상기 입중계 통

신의 수신지에 연관시키는 방식과,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에 연관시키는 방식과,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상기 송신원에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상기 수신지에 연관시키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

로 연관시키도록 구성된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청구항 14.
통신망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기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 시스템은,

교환 센터와,

상기 교환 센터에 결합되며, 상기 전기 통신 시스템에 접속/등록된 복수개의 단말 각각마다 필요한 관리 정보를 기억

하도록 구성된 관리 수단과,

상기 교환 센터에 결합되며,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된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 중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입중계 통신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도록 구성된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을 포함하는 전기 통신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센터는

상기 단말들 간에서의 통신을 라우팅하고,

상기 단말들로부터의 통신을 고정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거쳐 고정 통신망 사용자들에게 라우팅하고,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상기 송신원은 상기 복수개의 단말 또는 고정 통신망 사용자 중 어느 하나임-에 연관된 

광고들을 상기 송신원으로 라우팅하고,

상기 입중계 통신의 수신지-상기 수신지는 상기 복수개의 단말 또는 고정 통신망 사용자 중 어느 하나임-에 연관된 

광고들을 상기 수신지로 라우팅하도록 구성된 전기 통신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센터는 상기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전기 통신 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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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통신은,

데이터 통신,

화상 통신,

화상/음성 통신,

페이징 통신,

전자 메일 통신, 및

문자 데이터 통신, 화상 데이터 통신, 화상/음성 통신, 페이징 통신,및 전자 메일 통신 중 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 임의 하나인 전기 통신 시스템.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동일한 광고 또는 광고들을 상기 송신원과 상기 수신처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도

록 구성된 전기 통신 시스템.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수단은 또한 서로 다른 광고 또는 광고들을 상기 송신원과 상기 수신처에 선택적으로 연

관시키도록 구성된 전기 통신 시스템.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원에 연관된 메시지 또는 메시지들과, 상기 수신지에 연관된 광고 또는 광고들은,

가입자 특정 메시지,

전화 벨 소리,

문자 광고,

음성 광고,

화상 광고, 및

그래픽 광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 통신 시스템.

청구항 21.
전기 통신 광고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광고를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광고 중 하나 이상을 통신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는 단계와,

상기 하나 이상의 광고를 상기 통신에 연관된 사용자에게 플레이시키거나 아니면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사용자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마다

사용자의 우선 언어,

사용자의 프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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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통신 제공자,

사용자의 통신 플랜,

사용자의 통신 수단, 및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광고 중 하나를 통신에 연관시키는 상기 단계는 상기 통신에 연관된 사용자를 판정하

고 상기 사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광고 중 하나 이상을 상기 수신처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는 단계와,

상기 수신처에 연관된 상기 하나 이상의 광고를 상기 수신처에 연관된 사용자에게 플레이하거나 또는 표시시키는 단

계와,

상기 수신처에 연관된 상기 하나 이상의 광고가 상기 수신처에 연관된 상기 사용자에게 플레이 또는 표시된 후 상기 

통신에 연관된 상기 거래를 완료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광고 중 하나 이상을 상기 수신처에 연관시키는 상기 단계는 상기 수신처에 연관된 사

용자를 판정하고 상기 사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광고를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

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프레퍼런스는,

상기 사용자가 관심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유형에 관한 정보,

상기 사용자가 관심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유형에 관한 정보,

상기 사용자가 정보를 수신함에 있어서 선호하는 언어, 및

연령, 성별, 경제 상태, 소비 성향, 소속 정당, 기혼 또는 미혼, 및, 브랜드 로열티를 포함하는 사용자에 관한 개인 데이

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기 통 신 광고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에 상기 광고가 포함하는 것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상이한 비율로 비용을 청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상기 통신 거래가 종료된 후 온라인 상에 머물면서 상기 통신 중에 플레이된 하나 이

상의 광고에 관련된 더 많은 광고를 수신할지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상기 통신 중에 플레이된 광고 중 하나에 연관된 회사에 직접 접속되어야 하느지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30.
전기 통신 광고 수단에 연관된 사용자 프레퍼런스를 갱신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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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프레퍼런스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액세스하는 단계와,

상기 레코드 내의 임의 또는 모든 사용자 프레퍼런스를 변경 또는 갱신 옵션을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프레퍼런스의 일부 또는 모두를 상기 사용자가 변경 또는 갱신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상기 레코드를 갱신하고 기억시키는 단계와,

상기 레코드의 갱신된 변형을 사용하여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을 포함하는 전기 통신망 내에서 상기 사용자에게 

플레이될 광고의 연관들을 자동적으로 갱신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사용자 프레퍼런스 갱신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상기 레코드를 액세스하는 사용자 프레퍼런스 갱신 방법.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프레퍼런스는,

상기 사용자가 관심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유형에 관한 정보,

상기 사용자가 관심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유형에 관한 정보,

상기 사용자가 정보를 수신함에 있어서 선호하는 언어, 및

연령, 성별, 경제 상태, 소비 성향, 소속 정당, 기혼 또는 미혼, 및, 브랜드 로열티를 포함하는 사용자에 관한 개인 데이

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용자 프레퍼런스 갱신 방법.

청구항 33.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무선 인터페이스,

광고를 플레이하고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를 통신하도록 구성된 복수의 단말, 및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복수의 단말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통신망 노드

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통신망 노드는,

고정 통신망 인터페이스,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되며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 중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입중계 

통신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도록 구성된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수단, 및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단에 결합되며, 상기 단말들 간에서의 통신을 라우팅하고, 상기 단말들로부터의 통신을 상기 

고정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정 통신망 사용자에게 라우팅하고,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단에 의해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에 연관된 광고들을 상기 송신원에 연관된 단말로 라우팅하고,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단에 의해 상기 

입중계 통신의 수신처에 연관된 광고들을 상기 수신처에 연관된 단말로 라우팅하도록 구성된 교환 센터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 및/또는 수신처에 연관된 광고 들은 상기 송신원 및/또는 수신처로 전

송될 수 있는 비지 신호를 대신하도록 사용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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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내에서 상기 단말들 사이에서 광고들을 주

고 받고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상기 교환 센터를 통해 상기 교환 센터에 의해 상기 단말로 라우

팅된 임의 광고의 송신원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일단 상기 단말이 상기 광고의 송신원에 접속되면 상기 광고의 송

신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통해 네비게이팅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일단 상기 단말이 상기 광고의 송신원에 접속되면 상품의 구매 또

는 서비스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지불 계정 정보를 상기 단말에 입력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단말는

상기 지불 계정 정보를 상기 광고의 송 신원에 제공하여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은 각 단말에 연관된 지불 계정 정보를 기억하고,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

단은 상기 계정 정보를 상기 광고의 송신원에 자동적으로 제공하여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도

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1.
제36항에 있어서, 또한 상기 입중계 통신의 상기 송신원/및 수신처가 상기 입중계 통신의 완료 전에 광고의 송신원에 

접속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2.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상기 입중계 통신의 완료 중에 플레이되는 광고들의 목록을 기억

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상기 입중계 통신의 완료 후에 상기 광고 목록 중에서 선택된 광

고의 송신원에 접속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4.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단말들을 인터넷에 인터페이스하도록 구성된 패킷 데이터 서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상기 패킷 데 이터 서버를 통해 상기 단말에 라우팅된 임의 광고의 송신원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입중계의 송신원에 라우팅된 광고는,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에 인가되는 링 백 신호 이전에,

상기 링 백 신호에 연관된 링 톤 대신에,

상기 링 백 신호 대신에.

상기 링 백 신호 후이지만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송신원이 상기 입중계 통신의 수신처에 접속되기 전의 시점 중 적어도 

하나 동안 플레이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입중계 통신의 소신처로 라우팅되는 광고는 상기 입중꼐 통신의 수신처에 접속된 상기 입중꼐

통신의 송신원에 앞서 플레이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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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복수의 단말 각각에 기억되며, 상기 교환 센터는 상

기 전기 통신 광고 수단에 의해 제공된 코맨드를 플레이해야 광고를 표시하는 단말로 라우팅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에 기억된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는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단에 의해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갱신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49.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패킷 데이터 캐리어,

상기 패킷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패킷 데이터를 통신하도록 구성된 복수의 단말들,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되며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 중 적어도 하나의 광고를 입중계 

패킷 데이터 통신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도록 구성된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수단,

상기 단말들을 인터넷에 인터페이스시키고, 상기 단말들과 인터넷 사이에서의 통신을 상기 패킷 데이터 캐리어를 통

해 라우팅하고, 상기 입중계 패킷 데이터 통신의 송신원에 연관된 광고들을 상기 송신원에 라우팅하고, 상기 입중계 

패킷 데이터 통신의 수신처에 연관된 광고들을 상기 수신처에 라우팅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버를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 서버에 의해 상

기 단말로 라우팅된 임의 광고의 송신원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상기 단말이 일단 상기 광고의 송신원에 접속되면 상기 광고의 송

신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통해 네비게이팅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상기 단말이 일단 상ㄱ 광고의 송신원에 접속되면 상품의 구매 및

서비스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지불 계정 정보를 상기 단말에 입력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단말은

상기 지불 계정 정보를 상기 광고의 송신원에 제공하여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단은 각 단말에 연관된 지불 계정 정보를 기억하고, 상기 전기 통신 광고 수

단은 상기 지불 계정 정보를 상기 광고의 송신원에 자동적으로 제공하여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55.
송신원과 수신처 사이에서의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신을 위해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기 통신 광고를 행하

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광고들을 기억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광고들 중 하나 이상을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내의 통신에 선택적으로 연관시키는 단계,

상기 통신을 완료할 목적으로 상기 송신원을 상기 수신처에 접속하기 전에 상기 하나 이상의 광고를 상기 통신의 송

신원 또는 수신처에 연관된 단말을 통해 플레이시키거나 혹은 표시시키는 단계,

상기 단말을 상기 하나 이상의 광고 중 하나에 연관된 회사에 접속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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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및/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브라우징하는 것을 허용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기 통신 광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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