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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관련된 것으로, 특히 결제 정보가 포함된 광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결제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광고 VOD 컨텐츠를 수신하여 해당 컨텐츠를 시청

하고 그에 대한 주문 결제 방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및 상기 방법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부가, 광고 VOD 컨텐

츠 수신 중 사용자로부터 상기 광고 VOD 컨텐츠의 대상인 제품에 대한 구매를 위한 키를 입력받아, 상기 제품에 대한

결제 메뉴를 출력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출력된 결제 메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결제 방법을, RTCP(R

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콘트롤 패킷인 수신 보고(Receiver Report) 신호를 통해,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 전달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부터의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

답 RTCP 콘트롤 패킷을 통해 상기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수단을 전달받아 결제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4

색인어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VOD, 광고, 소액 결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VOD 서비스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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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의 콘트롤 패킷의 일실시예 구조도.

도 4 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보고(Receiver Report)를 통한 요금 결제 요청을 위한 RTCP

패킷의 페이로드 타입의 일실시예 구조도.

도 5a 내지 도 5d 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금 결제 요청을 위한 RTCP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패킷의 일실시예 구

조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광고 VOD 수신 중 제품 구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동작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관련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의 동향은 단순 전화기의 기능에서 VOD(Video On Demand), 데이터 통신(Data Communicati

on), 지리 정보 서비스(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MultiMedia) 서비스가 지원됨으

로 인해, 그 기능이 복잡 다변화되면서 단순 전화기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1X기술의 발전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VOD 서비스등 멀티미디어 기능의 확대는 가히 눈부실만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인데, 특히 VOD 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는

그 광고의 효과가 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요즘의 광고 추

세는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제공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즐기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어, 그 광고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접목된 광고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대한민국 특허공개 제 2001-105138(2001년 11월 28일)호의 '티브이 방송용 영상과 이동통신 단말기용 영상 

및 영상 저장 매체용 영상에 광고를 혼합하여 표시하는 광고 방법'(이 종열, 이 종석)에서는 티비 또는 이동통신 단말

기를 대상으로 하는 VOD 영상에 광고를 표시하여 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멀티미디어 영상과 광고를 제공

하지만, 당해 멀티미디어 영상은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니고, 광고는 단순히, 영상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 해당 광고의 상품에 대한 주문 및 결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공개 특허 제 2001-90244(2001년 10월 18일)호의 '광고용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에 상품 광고 정

보를 기입하는 방법 및 상품 광고 정보 입력기'(홍 순기)가 있다. 여기에서는 종래의 광고용 멀티미디어 파일이 가지는

검색이 제한된다는 한계와, 주문 등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멀티

미디어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광고정보 또는 색인어를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기입할 수 있도록 보

조하며, 또한, 검색된 광고용 멀티미디어 파일을 기초로 다양한 형태의 주문, 신청 등을 그 광고 제작자 또는 해당 상

품의 판매자, 중계자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상품광고정보 입력기 및 상품광고정보의 입력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이 기존의 것과는 다른 것을 이용하게 되어 범

용적인 광고 VOD 서비스에서의 사용이 힘든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VOD 서비스의 경우, 그 VOD 서비스의 컨텐츠의 하나로 광고를 선택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 광고 컨

텐츠만을 전송할 수 있을 뿐, 그를 통한 상품 구매 등의 실질적인 판매 광고로서의 작용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

다.

게다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MS(Shot Message Service)를 이용하여 다량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내려

보내는 단문 광고 방법은, 그러한 스팸성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 기반의 

광고로서는 광고주들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텍스트의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광고 VOD 컨텐츠를 수신하여 해당 컨텐츠를 시청

하고 그에 대한 주문 결제 방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및 상기 방법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진행중인 멀티미디어(특히, VOD)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원하는 광고를 소비자

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는 여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Category)의 광고를 다른 매체를 통하지 않고 

이동통신 단말기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재 진행중인 VOD 서비스를 통하여 종래의 텍스트 기반의 단조로운 광고가 아닌 멀티미디어 광고

를 제공하여 광고주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소비자로 하여금 단조로운 텍스트 기반의 광고가 아닌 VOD서비스를 통한 멀티미디어 광고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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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광고 상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 키고 맘에 드는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주문이나 결제 방법을

쉽게 제시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부가, 광고 V

OD 컨텐츠 수신 중 사용자로부터 상기 광고 VOD 컨텐츠의 대상인 제품에 대한 구매를 위한 키를 입력받아, 상기 제

품에 대한 결제 메뉴를 출력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출력된 결제 메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결제 방법을

,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콘트롤 패킷인 수신 보고(Receiver Report) 신호를 통해, 광고 V

OD 컨텐츠 서버로 전달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부터의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

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을 통해 상기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수단을 전달받아 결제하는 제 3 단계를 포함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부가, 광고 VOD 컨텐츠 수신 

중 사용자로부터 상기 광고 VOD 컨텐츠의 대상인 제품에 대한 구매를 위한 키를 입력받아, 상기 제품에 대한 결제 메

뉴를 출력하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에 의해 출력된 결제 메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결제 방법을, RTCP(Rea

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콘트롤 패킷인 수신 보고(Receiver Report) 신호를 통해, 광고 VOD 컨텐츠 서

버로 전달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부터의 상기 제 2 기능에 의한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을 통해 상기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수단을 전달받아 결제하는 제 3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 은 일반적인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VOD 서비스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일반적인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VOD 서비스 시스템은, VOD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11), 이동통신 단말기(11)에 대해 VOD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VOD 컨텐츠 목록을 메뉴의 형태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용 서버(12), 기존에 제작

된 동영상 파일을 변환하거나 실시간 방송(Real Time Broadcasting) 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VOD 컨텐츠를 생성

하여 컨텐츠 전송 시스템(13)에 전송하는 컨텐츠 제작 시스템(14), 컨텐츠 제작 시스템(14)의 VOD 컨텐츠를 데이터

베이스(DB : DataBase) 형태로 관리하고 이동통신 단말기(11)와의 접속을 통해 VOD 컨텐츠를 전송/제어하고 과금

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컨텐츠 전송 시스템(13) 및 통신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IS(Intern

ational Standard)-707/2000 규격에 준하는 무선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16)를 포함한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

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시스템은, VOD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21), 이동통신 단말기(21)

에 대해 광고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고 VOD 컨텐츠 목록을 메뉴의 형태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용 서버(22),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 파일을 변환하거나 실시간 방송(Real Time Broadcasting) 형태의 데이터

를 수신하여 광고 VOD 컨텐츠를 생성하여 컨텐츠 전송 시스템(23)에 전송하는 컨텐츠 제작 시스템(24), 컨텐츠 제작

시스템(24)의 광고 VOD 컨텐츠를 데이터베이스(DB : DataBase) 형태로 관리하고 이동통신 단말기(21)와의 접속을 

통해 광고 VOD 컨텐츠를 전송/제어하고 과금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컨텐츠 전송 시스

템(23), 광고 대상인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 정보 제공 서버(27), 이동통신 단말기(21)의 사용

자가 광고 VOD 컨텐츠에서 선택한 제품에 대한 결제를 위한 결제 시스템(28) 및 통신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IS(Inter

national Standard)-707/2000 규격에 준하는 무선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26)를 포함한다.

여기서, 컨텐츠 전송 시스템(23)과 컨텐츠 제작 시스템(24)은 기능상의 구분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장비에 위치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광고 VOD를 전송하는데 있어서, 그 콘트롤 패킷으로 사용하는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패킷에 결제를 위한 새로운 페이로드 패킷을 정의하여 이를 통해 광고와 결제가 바로 연결 가능한 이동통

신 단말기용 광고 VOD 방법을 제시한다. 즉, 본 발명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광고 VOD 방송 수신 중 

현재 수신중인 광고 VOD 방송의 제품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 해 당 제품에 대한 정보와 그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도 3 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의 콘트롤 패킷의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일반적으로 RTCP는 RTP의 QoS(Quality of Service)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쓰이는 프로토콜이다. RTP는 데이터 전

송에만 관계하지만, RTCP는 데이터 전송을 감시하고, 세션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데 관여한다. 따라서, RTP 노드들

은 네트웍 상태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네트웍 정체 여부를 보고하기 위해 RTCP 패킷을 서로에게 보낸다. RTP와 R

TCP는 모두 UDP(user datagram protocol) 상에서 동작하므로, 그 특성상 품질보장이나 신뢰성, 뒤바뀐 순서, 전송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실시간 응용에서 필요한 시간 정보와 정보 매체의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 정보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VOD, AOD, 인터넷 방송, 영상 회의 

등)들이 RTP 및 RTCP를 이용하고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RTCP 콘트롤 패킷은 2비트로 구성된 V(Version) 필드, 1비트로 구성된 P(Padding) 필드, 5비

트로 구성된 RC(Reception Counter) 필드, 8비트로 구성된 PT(Payload Type) 필드, 16비트로 구성된 Length 필드

및 동기화 소스 확인자(Synchronization Source Identifier) 필드를 포함한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V 필드는 RTP 의 버전을 표시하는 것으로 최근 버전은 2.0이다. 그리고, RTCP 패킷 데이터

의 버전은 RTP 패킷 데이터의 버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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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 필드는 32비트 단위로 패킷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P 필드가 세팅되면 페이로드(payload) 부분이 아

닌 패딩 옥테트들이 패킷의 끝에 포함됨 을 의미한다.

그리고, RC 필드는 당해 패킷이 포함하고 있는 수신 보고 블럭(reception report blocks)의 수를 표시한다.

그리고, PT 필드는 'RFC(Request for Comments) 1890'에서 정의된 프로파일의 RTP 페이로드 양식을 지칭하고 어

플리케이션에 의해서 해석된다. 프로파일은 페이로드 타입 코드를 페이로드 포맷으로 지정하고 고정되도록 대응시킨

것이다. 즉, 예를 들면, PT가 0 이면 인코딩 방식의 오디오 정보이고, 800Hz 클럭률(clock rate)를 갖으며 오디오 채

널 1개를 갖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33개의 페이로드 타입이 정의되어 있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광고에 대한 결제 

방식에 관련된 새로운 PT 필드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페이로드 타입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하 도 4 는 이러한 새로운

PT 필드를 도시하고 있다.

그리고, Length 필드는 당해 RTCP 패킷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 길이에는 헤더와 패딩을 포함한다. 그리고, 동기화 

소스 확인자 필드는 카메라 또는 마이크 등의 데이터 원천지의 식별자를 가리킨다.

도 4 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보고(Receiver Report)를 통한 요금 결제 요청을 위한 RTCP

패킷의 페이로드 타입의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4 에서 제시하는 요금 결제 요청 페이로드 타입은 광고 VOD를 보

고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의 결제 수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4가지 타입의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본 발명에서 지원하는 결제수단은 텔레마케팅, 온라인 입금, 이동통신 단말 기를 이용한 소액 결제 및 신용카드이다.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페이로드 타입은 8비트로 구성되면 상위 6비트를 모두 '1'로 처리하고 하위

2비트를 이용하여 결제 방법을 정하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11111100'의 경우는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하고, '11111101'의 경우는 온라인 입금, '

11111110'의 경우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소액 결제, '11111111'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정의된 페이로드 타입은 33개이므로 본 발명의 페이로드 타입을 상기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5a 내지 도 5d 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금 결제 요청을 위한 RTCP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패킷의 일실시예 구

조도이다. 도 5a 는 페이로드 타입을 '11111100(0xFC)'로 하여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결제에 대한 응답임을 알리고 

그에 해당하는 정보로 텔레마케팅 전화 번호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이 경우 텔레마케팅은 전화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도 5b는 페이로드 타입을 '11111101(0xFD)'로 하여 온라인 입금을 이용한 결제에 대한 응답임을 알리고 그

에 해당하는 정보로, 32비트로 구성된 그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 필드, 4비트로 구성

된 은행의 수 필드, 8비트로 구성된 은행의 코드 필드, 은행의 계좌 번호 필드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도 5c는 페이로드 타입을 '11111110(0xFE)'로 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소액 결제에 대한 응답임을 

알리고 그에 해당하는 정보로, 32비트로 구성된 그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 필드, 32비

트로 구성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소액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 필드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이때, 

이동통신 단말기는 소액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전달받은 후, 현재의 스트리밍(Streaming)을 종료하

고 소액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로 접속을 시도한다.

그리고, 도 5d는 페이로드 타입을 '11111111(0xFF)'로 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에 대한 응답임을 알리고 그에 

해당하는 정보로, 32비트로 구성된 그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 필드, 32비트로 구성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 필드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이때, 이동통신 단말기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전달받은 후, 현재의 스트리밍(Streaming)을 종료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로 접속을 시도한다.

상기의 패킷에 포함된 IP 어드레스의 경우는 현재의 IP 어드레스이므로 32비트로 구현되나, 추후로 IPv6(Internet pr

otocol Version 6)를 사용할 시에는 해당 비트 수가 모두 128비트로 확장된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광고 VOD 수신 중 제품 구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동작 흐름도이다. 우선, VOD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광고 VOD 서비스를 수신한다. 이와 같이 광고 VOD 감상 중 광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시 도한다(601). 이때, 광고 VOD 방송의 경우는 광고자 측에서 해당 데이터 패킷 서비스의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여 광고 VOD에 대한 시청자를 늘일 수 있다.

그리고, 제품의 구매시 해당 제품에 대한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제 방법을 결정한다(602). 그리고

, VOD 서버로의 콘트롤 패킷인 수신 보고(RR : Receiver Report)신호를 통해 구매 시도한다(603).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결제 방법의 응답을 수신하여 제품에 대한 결제를 한다(604).

여기서, 결제 방법은 텔레마케팅, 온라인 입금,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소액 결제 및 신용카드이며, 그 방법은 605

내지 619의 과정에 도시되어 있다.

우선, 결제 방법으로 텔레마케팅을 선택한 경우는, 텔레마케팅 전화번호를 이동통신 단말기의 다이얼링 버퍼에 저장

한다(605). 그리고, 현재 VOD 서비스를 받고 있는 브라우져를 종료하고(606) 폰 아이들(Phone Idle) 상태에서 다이

얼링 버퍼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연결한다(607).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면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다(608).

그리고, 온라인 입금을 결제 방법으로 한 경우는, 제품 정보가 있는 IP 어드레스와 은행명, 계좌 번호 등의 입금을 위

한 정보를 전송받는다(609). 그리고, 현재 VOD 서비스를 받고 있는 브라우져를 종료하고(610) 은행을 통해 결제한다

.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소액 결제를 결제 방법으로 한 경우는, VOD 스트리밍을 중지하고(611) 제품 정보

가 있는 IP 어드레스와 소액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전송받는다(612). 그리고, 소액 결제를 위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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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에 접속하여(613) 결제하고(614) 브라우져를 종료한다(615).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결제 방법으로 한 경우는, VOD 스트리밍을 중지하고(616) 제품 정보가 있는 IP 어드레스와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전송받는다(617).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서버에 접속하여(

618) 결제하고(619) 브라우져를 종료한다(615).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

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진행중인 멀티미디어(특히, VOD)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원하는 광

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는 여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Category)의 광고를 다른 매체를 

통하지 않고 이동통신 단말기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재 진행중인 VOD 서비스를 통하여 종래의 텍스트 기반의 단조로운 광고가 아닌 멀티미디어 광고

를 제공하여 광고주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소비자로 하여금 단조로운 텍스트 기반의 광고가 아닌 VOD서비스를 통한 멀티미디어 광고를 제공

함으로서, 광고 상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맘에 드는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주문이나 결제 방법을 

쉽게 제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부가, 광고 VOD 컨텐츠 수신 중 사용자로부터 상기 광고 VOD 컨텐츠의 대상인 제품에 대한 

구매를 위한 키를 입력받아, 상기 제품에 대한 결제 메뉴를 출력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출력된 결제 메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결제 방법을,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

tocol) 콘트롤 패킷인 수신 보고(Receiver Report) 신호를 통해,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 전달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부터의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을 통해 

상기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수단을 전달받아 결제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

비스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RTCP 콘트롤 패킷은, 버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V(Version) 필드, 패딩 정보를 표시하는 P(

Padding) 필드, 수신 카운트 정보를 표시하는 RC(Reception Counter) 필드, 페이로드 타입을 표시하는 PT(Payload

Type) 필드 및 패킷의 길이 정보를 표시하는 Length 필드를 포함하며,

특히 상기 PT 필드의 상위 6비트를 모두 '1'로 하고 하위 2비트를 이용하여 결제 방법에 대한 페이로드 타입을 결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의 결제 메뉴에서 제시하는 결제 방법은, 텔레마케팅에 의한 결제, 온

라인 입금을 통한 결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소액 결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결제 방법이 텔레마케팅에 의한 결제 방법인 경우,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

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은,

헤더부의 PT(Payload Type) 필드에 상기 텔레마케팅에 의한 결제 방법인 것을 표시하도록 하며, 페이로드부에 텔레

마케팅 전화번호 정보를 저장하는 텔레마케팅 전화번호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

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부터의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을 통해 

상기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수단인 텔레마케 팅 전화번호를 전달받는 제 4 단계;

상기 전달된 텔레마케팅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다이얼링 버퍼에 저장하는 제 5 단계;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수신을 위한 브라우져를 종료하는 제 6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폰(Phone) 아이들(Idle) 상태에서 상기 전화번호 다이얼링 버퍼에 저장된 텔레마케팅 전화

번호로 전화를 연결하여 결제하는 제 7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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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결제 방법이 온라인 입금에 의한 결제 방법인 경우,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은,

헤더부의 PT(Payload Type) 필드에 상기 온라인 입금에 의한 결제 방법인 것을 표시하도록 하며, 페이로드부에 상

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품 정보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 필드, 온라인 입금을 위한 은행의 수 정보

를 표시하기 위한 은행의 수 필드, 온라인 입금을 위한 은행 코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은행 코드 필드 및 상기 은행

의 입금을 위한 계좌 번호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부터의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을 통해 

상기 제품에 대한 정보와 상기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수단인 은행명, 계좌번호를 전달받는 제 4 단계; 및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수신을 위한 브라우져를 종료하고 상기 은행에 대한 온라인 입금을 통해 결제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결제 방법이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한 소액 결제 방법인 경우,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은,

헤더부의 8비트로 구성된 PT(Payload Type) 필드에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한 소액 결제 방법임을 표시하고, 페

이로드부에 상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품 정보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 필드 및 소액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전송 중인 광고 VOD 스트리밍(Streaming)을 중지하는 제 4 단계;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부터의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을 통해 

상기 제품에 대한 정보와 상기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수단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

의 IP 어드레스를 전달받는 제 5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에 접속하여 결제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

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10.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결제 방법이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방법인 경우,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킷

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은,

헤더부의 PT(Payload Type) 필드에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방법임을 표시하며, 페이로드부에 상기 제품에 대한 정보

를 표시하는 제품 정보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 필드 및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 필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전송 중인 광고 VOD 스트리밍(Streaming)을 중지하는 제 4 단계;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부터의 상기 제 2 단계의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을 통해 

상기 제품에 대한 정보와 상기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전달

받는 제 5 단계; 및

상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결제 서버의 IP 어드레스에 접속하여 결제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광고 VOD 서비스 방법.

청구항 12.
프로세서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부가, 광고 VOD 컨텐츠 수신 중 사용자로부터 상기 광고 VOD 컨텐츠의 대상인 제품에 

대한 구매를 위한 키를 입력받아, 상기 제품에 대한 결제 메뉴를 출력하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에 의해 출력된 결제 메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결제 방법을,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

l Protocol) 콘트롤 패킷인 수신 보고(Receiver Report) 신호를 통해,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 전달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광고 VOD 컨텐츠 서버로부터의 상기 제 2 기능에 의한 RTCP 콘트롤 패킷에 대한 응답 RTCP 콘트롤 패킷을 

통해 상기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수단을 전달받아 결제하는 제 3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등록특허  10-0464336

- 7 -

도면1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464336

- 8 -

도면4

도면5a

도면5b

도면5c

도면5d



등록특허  10-0464336

- 9 -

도면6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a
	도면5b
	도면5c
	도면5d
	도면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