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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및그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 인터넷 가능한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기존의 서비스 사용자 주체(즉, 

단말기 기반)에서 서비스 제공자 주체(즉, 망 기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단말기에 제공된 멀티미디

어 컨텐츠를 사용자의 조작없이 능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함과 아울러, 그 노출 이력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

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동 통신망에서의 왑 푸시 방식에 의하여 서버로부터 특정 및/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동 단말기에게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다운로드시 해당하는 하

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그 컨텐츠에 대한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하는 제 1 단계; 상기 이동 단말기

에서, 상기 노출 조건 정보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시 그 노출 조건에 따라 상기 다운로드된 컨텐츠를 실행하여 노출하

는 제 2 단계; 및 상기 다운로드를 위한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서버로의 접속시, 상기 노출된 컨텐츠에 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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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이력 정보를 상기 서버로 업로드하는 제 3 단계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이동 통신망, 무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 광고, 왑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적용되는 망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의 흐름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단문 메시지의 포맷을 설명하는 도면이고,

도 4는 도 2에서의 광고 SMS 메시지 발송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세부 흐름도이고,

도 5는 도 2에서의 광고물(즉, 멀티미디어 컨텐츠) 다운로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세부 흐름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 및 

동작 흐름도이고,

도 7은 도 6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장치의 포팅을 성명하기 위한 도면이 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단말기

100 : 광고 제작 서버 110 : 광고 서버(WAP 서버)

120 : 다운로드 서버 130 : 광고 분석 서버

140 : 위치 관리 서버 150 : 홈위치 등록기

160 :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 170 :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서버

180 :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서버 190 : 교환기

610 : 왑 브라우저 620 : 버추얼 머신

630 : 저장부 640 : MMI

650 :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장치 660 : 컨텐츠 실행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

텐츠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 인터넷 가능한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기존의 서비스 사용자 주체(즉, 단말기 기반)에서 서비스 제공자 주체(즉, 망 기반)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고, 이로 인해 단말기에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사용자의 조작없이 능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함과 아울러, 그

노출 이력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은 사용자가 단말기를 조작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한 후 원하는 멀

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단말기 기반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왑 푸시(WAP Push) 등을 이

용한 망 기반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에 있어, 전자의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를 주체로 하여 사용

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으며, 후자의 방법 또한 망 기반의 컨텐츠 제공을 위해 보다 진보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 이다.

또한 단말기 상에서, 상기 전자의 방법 및/또는 상기 후자의 방법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를 해당 화면에 노출시

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수동적인 조작을 통해 노출 화면 등을 지정해야만 하며, 노출 지정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

공자 측면에서 실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노출 이력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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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여 능동적으로 노출시킴으로

써 광고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그 광고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할 경우, 상기 종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으

로는 구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기술적 배경에서 상기 지적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주체가 되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단말기를 상대로 원하는 멀티미디어 컨텐

츠를 제공하여 해당 단말기에서 능동적으로 노출시키도록 된,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목적의 달성으로 인해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사용자의 조작없이 능동적으로 화면 

노출시키도록 함과 아울러, 그 노출 이력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측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된,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은, 이동 통신망에서의 왑 푸시 방식에 의하여 서버로부터 특정

및/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동 단말기에게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다운로드시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그 컨텐츠에 대한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노출 조건 정보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시 그 노출 조건에 따라 상기 다운로드된 

컨텐츠를 실행하여 노출하는 제 2 단계로 구성되고, 상기 다운로드를 위한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서버로의 접

속시, 상기 노출된 컨텐츠에 대한 노출 이력 정보를 상기 서버로 업로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노출 조건 정보는 해당 컨텐츠 구분자(ID), 상기 사건 명, 노출 시간 간격, 시간 간격별 노출 횟수 및 노출 기간에

대한 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구성되어, 단일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컨텐츠를 순환 노출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사건 명은 단말기 전원 켜기, 단말기 전원 끄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발신, 호 수신, 무선 인

터넷 접속, 무선 인터넷 접속 해제, 대기 상 태, 다운로드 화면 및/또는 버퍼링 화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

츠 제어 장치는, 무선 인터넷 가능한 이동 단말기에 있어서, 왑 푸시 방식에 의해 수신된 접속 정보를 근거로 해당 서

버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그 컨텐츠에 대한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하는 다운로드 수단;

상기 다운로드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노출 조건 정보를 각기 분리 저장하는 저장 수단; 해당 이동 단말기의 조작으

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건을 실시간 감시하는 감시 수단; 상기 감시 결과 및 상기 저장된 노출 조건 정보에 근거하

여, 현재 발생된 사건에 대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노출 일정을 수립하는 일정 수립 수단; 및 상기 수립된 일정에

따라 상기 저장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실행하여 노출하는 컨텐츠 실행 수단으로 구성된다.

상기 다운로드 수단은 심플 이미지 서버스(Simple Image Service : SIS) 기반, 엠펙(MPEG) 기반, 티씨엠-2(TCM-2

) 기반 및/또는 3차원(3D) 기반 형태의 컨텐츠를 각기 또는 결합하여 다운로드가능토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각종 형태로 다운로드된 컨텐츠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컨텐츠 실행 수단은 상기 다운로드 수단의 기능에 대응하여 상기 SIS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SIS 플레이어, 상

기 MPEG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엠펙 플레이어, 상기 TCM-2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TCM-2 플레이어 및/또는 

상기 3D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3D 플레이어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노출된

컨텐츠에 대한 노출 이력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

츠 제어 방법은, 무선 인터넷 가능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왑 푸시 방식에 의해 수신된 접속 정보를 근

거로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그 컨텐츠에 대한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하는 제

1 단계; 상기 다운로드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노출 조건 정보를 각기 분리 저장하는 제 2 단계; 해당 이동 단말기의 

조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건을 실시간 감시하는 제 3 단계; 상기 감시 결과 및 상기 저장된 노출 조건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발생된 사건에 대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노출 일정을 수립하는 제 4 단계; 상기 수립된 일정에 

따라 상기 저장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실행하여 노출하는 제 5 단계; 상기 노출된 컨텐츠에 대한 노출 이력 정

보를 저장하는 제 6 단계; 및 상기 저장된 노출 이력 정보를 상기 서버에 제공하는 제 7 단계로 구성된다.

상기 제 7 단계는 상기 제 1 단계에서의 상기 서버로의 접속시 수행토록 하고, 상기 접속 정보는 단문 메시지를 통하

여 수신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접속 정보의 수신시 해당 서비스 모드의 설정 상태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이후의 과정을 선택적으로 수 행토록 하되, 상기 서비스 모드의 설정은, 일예로 단문 메시지를 통해 수신

된 서비스 신청 또는 해지를 위한 접속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로부터의 서비스 신

청 또는 해지에 대한 메시지 수신에 근거하여 상기 서비스 모드를 온 또는 오프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다른 예로 사용자에 조작에 따라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에 근거

한 상기 서버로부터의 서비스 신청 또는 해지에 대한 메시지 수신에 근거하여 상기 서비스 모드를 온 또는 오프 상태

로 설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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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

법 및 그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적용되는 망 구성도이다.

도 1을 보면,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또는 동영상) 광고 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관리 기능, 광고주의 광고 조건 및 

광고 시간에 대한 스케줄링(Scheduling) 및 관리 (Administration) 기능, 광고 송출 조건에 맞는 광고 대상 단말기의 

추출 기능 및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SMS) 발송 구동 기능을 가진 왑(WAP) 기반의 광고 서

버(110); 상기 광고 서버와 연결되고, 광고물로서의 멀티미 디어 컨텐츠를 저장하고서 접속된 해당 단말기(10)로 다

운로드하기 위한 다운로드 서버(120); 상기 광고 서버와 연계되어 집행 광고별 반응데이터(즉, 노출 이력 정보)의 관

리를 위한 광고 분석 서버(CRM)(130); 상기 광고 서버와 연계되어 가입자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위치 관리 서버(MO

DAS)(140); 상기 위치 관리 서버와 연동하는 기존의 통신망 구성 요소로서의 홈위치 등록기(HLR)(150); 상기 다운

로드 서버와 연동하는 기존의 통신망 요소로서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160); 기존의 통신망 요소로서 상기 

광고 서버와 연계되어 단문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서버(SMSS)(170)와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S

MSC)(180); 상기 홈위치 등록기(150),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160) 및 상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80)와 

연계된 기존의 통신망 요소로서의 교환기(MSC)(190); 및 다운로드받은 광고물별 노출 조건 정보에 따라 해당 광고물

을 해당 화면 상태에서 노출하고 그 노출 이력 정보를 업로딩하는 단말기(10)로 구성되어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의 흐름도로서, 도 1의 망 

시스템에 적용되므로 그 동작과 병행하여 설명한다.

먼저, 광고 제작 서버(100)에서 제작된 광고물로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광고 노출 조건 정보 포함)가 상기 다운로드

서버(120)에 등록되면, 상기 다운로드 서버(120)는 그 등록된 컨텐츠에 해당 서비스 식별자(Service ID : SID)를 부

여하고 저장한다(S201).

상기 광고 제작 서버(100)로부터 상기 광고 서버(110)에 광고 노출 조건, 희망 타겟(Target), 발송 일자, 및 SID가 포

함된 콜백 유알엘(Callback URL) 정보가 포함된 광고 발송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면(S202), 상기 광고 서버(110)는 

그 수신된 광고 발송 요청 메시지에 근거하여 타켓 단말기의 민(MIN)을 추출한 후 상기 SMSS(170)에게 광고 SMS 

발송을 요청하고(S203), 상기 SMSC(180)는 상기 요청에 근거하여 타겟 MIN의 해당 단말기(10)에게로 상기 교환기(

190)를 통해 광고 SMS 메시지를 발송한다(S204).

상기 광고 SMS 메시지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TID(Teleservice ID)와 상기 콜백 URL 정보로 구성되는데, 상

기 TID는 본 발명에 따른 광고 서비스를 위한 광고 SMS임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일반 SMS TID와는 구별된다.

상기 단말기(10)는 상기 수신된 광고 SMS 메시지에 근거하여 상기 광고 서버(110)에 자동 접속 후, 해당 SID의 컨텐

츠에 대한 다운로드(Download)를 요청하되, 그 요청시 누진 저장된 기존의 광고물로서의 컨텐츠에 대한 노출 이력 

정보를 상기 광고 서버(110)로 업로드(Upload) 한다(S205).

상기 광고 서버(110)는 상기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다운로드를 위한 WML 스크립트(Script)를 상기 단말기(10)로 내

려주고(S206), 상기 단말기(10)는 상기 WML 스크립트에 근거하여 상기 다운로드 서버(120)로부터 해당 SID의 컨텐

츠 그 컨텐츠에 포함된 광고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 한다(S207).

상기 다운로드 서버(120)는 타겟별 다운로드 성공 여부를 상기 광고 서버(110)에게로 통보하고(S208), 상기 광고 서

버(110)는 상기 단계 S205에서 획득 된 노출 이력 정보 및 상기 단계 S208에서 획득된 다운로드 성공 여부 정보를 

근거로 광고 결과를 통계내어 주기적으로 또는 요청시 상기 광고 제작 서버(100)측에 제공함으로써 광고 결과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관리토록 한다(S209).

도 4는 도 2에서의 광고 SMS 메시지 발송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세부 흐름도이다.

먼저, 상기 광고 제작 서버(100)는 상기 광고 서버(110)로 광고 발송 등록을 하고, 이때 상기 부여받은 광고물 SID, S

ID별 노출 조건, 다운로드 URL, 발송일자, 발생 타겟 조건 등을 설정하여 등록한다(S401).

상기 광고 서버(110)는 상기 등록 정보에 근거하여 광고 SID 타겟 MIN을 추출하고, SID별 노출 조건을 관리하며, 광

고 SMS 베어러(bearer)를 생성한 후(S402), 이에 따라 상기 SMSS(170)에게 타겟 MIN별 광고 SMS 발송을 요청하

고(S403), 상기 SMSC(180)는 상기 요청에 근거하여 해당 단말기(10)로 광고 SMS를 발송한다(S404).

상기 SMSS(170)는 상기 단계 S404에서의 광고 SMS 발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상기 광고 서버(110)로 전달하고(S4

05), 상기 광고 서버(110)는 상기 전달된 결과 정보에 근거하여 광고 SMS에 대한 수신 실패 MIN을 취합한 후(S406)

, 상기 SMSS(170)로 미수신자 MIN에 대한 광고 SMS 재발송(지정된 횟수만큼 반복)을 요청하고(S407), 이에 따라 

상기 SMSC(180)는 해당 단말기(10)로 광고 SMS를 재발송하며(S408). 상기 SMSS(170)는 상기 재발송 결과 정보를

상기 광고 서버(110)로 전달 하여(S409), 상기 광고 서버(110)에서 광고 SID별 수신정보를 취합하고, 이에 대한 통계

정보를 생성토록 한다(S410).

도 5는 도 2에서의 광고물(즉, 멀티미디어 컨텐츠) 다운로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세부 흐름도이다.

먼저, 상기 광고 제작 서버(100)로부터 도 2의 상기 단계 S201과 같이 광고물로 제작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상기 다

운로드 서버(120)에 등록되면(S501), 상기 다운로드 서버(120)는 상기 광고 제작 서버(100)에게로 상기 등록된 컨텐

츠에 부여된 SID 정보를 제공한다(S502).

상기 단말기(10)는 기등록 광고별 노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해당 형식의 파라미터(Parameter)로 변경하

고 있다가(S503), 상술된 과정에 의해 상기 SMSS/SMSC(170/180)로부터 광고 SMS가 도착하면(S504), 상기 광고 

SMS에 포함된 URL에 근거하여 상기 광고 서버(110)에 자동 접속하여 광고물 컨텐츠 다운로드를 요청함과 아울러 

상기 광고 노출 이력 정보 파라미터를 전송한다(S505).

상기 광고 서버(110)는 광고물 컨텐츠 다운로드를 위한 WML 스크립트를 해당 SID와 함께 상기 단말기(10)로 전송

하고(S506), 이에 따라 상기 단말기(10)는 상기 다운로드 서버(120)에 접속하여 상기 SID에 해당하는 광고물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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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 컨텐츠의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한다(S507).

참고로, 상기 노출 조건 정보는, 해당 컨텐츠 구분자(ID)와, 단말기 전원 켜기, 단말기 전원 끄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발신, 호 수신, 무선 인터넷 접속, 무 선 인터넷 접속 해제 및/또는 대기 상태 등의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사건 명과, 노

출 시간 간격과, 시간 간격별 노출 횟수 및 노출 기간에 대한 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구성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설

명될 본 발명의 단말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장치 및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이어, 상기 다운로드 서버(120)는 상기 단계 S507의 수행 결과에 따른 다운로드 성공(또는 수신 성공이라 표기) MIN

을 관리하고(S508), 다운로드 성공 MIN 정보를 상기 광고 서버(110)로 전송하여(S509), 상기 광고 서버(110)에서 

다운로드 성공 MIN을 관리함과 아울러 상기 단계 S505에서 전송된 파라미터 정보를 관리토록 한다(S510).

본 발명 상기 광고 서버(110)의 기능을 상술된 과정의 수행 단계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광고 SMS 발송전에는, 광고ID, 광고물SID, SID별 광고노출조건, 다운로드 URL정보, 희망 타겟 및 발송일자 등록 등

의 광고 발송 등록 과정을 수행하고, 희망 타겟 MIN을 소팅(Sorting)하고, SMS 베어러를 생성하며, 상기 SMSS(170)

와 연동하여 타겟 MIN 대상 SMS 발송을 요청한다. 광고 SMS 발송후에는, 광고 SMS 수신 성공 또는 수신 실패 MIN

을 취합하고, SMS 발송 결과 통계 정보를 생성한다. 해당 컨텐츠의 다운로드 후에는, 다운로드 성공 또는 다운로드 

실패 MIN을 취합하고, 단말기 업로드 정보(즉, 노출 이력 정보)의 수집 및 해석을 수행한다. 광고 SMS 재전송시에는,

SMS 수신 실패 및 다운로드 실패 MIN 대상 동일 SMS를 지정횟수에 한정하여 재발송한 후, 상기 SMS 발송후 상태 

및 상기 다운로드 후 상태에서와 동일 기능을 반복하도록 한다. 통계 관리시에는, 광고 컨텐츠 ID별 발송조건 및 발송

대상 MIN 정보관리, 광고 컨텐츠 ID별 SMS 발송결과 정보관리, 광고 컨텐츠 ID별 다운로드결과 정보관리 및 단말기 

광고 노출 이력 정보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하, 이상 설명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의 구현을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

미디어 컨텐츠 제어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 및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을 보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장

치는, 왑 푸시 방식에 의해 수신된 접속 정보를 근거로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광고물로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그 

컨텐츠에 대한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하는 다운로드 수단으로서의 왑 브라우저(WAP Browser)(610)와 Jav

a나 C언어로 개발된 버추얼 머신(Virtual Machine : GVM)(620); 상기 다운로드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노출 조건 

정보를 각기 분리 저장하는 저장 수단으로서 광고 미디어 버퍼(631)와 광고 미디어 정보 버퍼(632)와 스케줄링 버퍼(

633)와 로그 정보 버퍼(634)로 구성된 저장부(630); 해당 이동 단말기의 조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건을 실시간

감시하고,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감시 및 제어수단으로서의 엠엠아이(MMI :Man Machine Interface)(640); 상기 감

시 결과 및 상기 저장된 노출 조건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발생된 사건에 대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노출 일정을

수립하는 일정 수립 수단으로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장치(650); 및 상기 수립된 일정에 따라 상기 저장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실행하여 노출하는 컨텐츠 실행 수단으로서, 3차원(3D)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3D 플레이어(

3D Player)(661)와 엠펙(MPEG)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엠펙 플레이어(MPEG Player)(662)와 심플 이미지 서버스

(Simple Image Service : SIS)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SIS 플레이어(SIS Player)(663)와 티씨엠-2(TCM-2)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티씨엠-2 플레이어(TCM-2 Player)(664)로 구성된 컨텐츠 실행 모듈(66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장치(650)는 모바일 광고 스케줄러(Mobile Advertisement Scheduler : 이하 MAS) 모

듈로 구성되고, 이 MAS모듈(650)은 크게 skad_Layer와 skmas_Layer로 구성된다.

skad_Layer는 기존 단말 SW인 SMS, WAP 브라우저, GVM 그리고 7가지 State(화면, TCM2와 MPEG4는 다운로드

화면과 버퍼링화면 포함)에서의 MMI가 모바일광고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읽거나 쓰는데 필요한 API들로 구성

되며 skad 라이브러리 소스로 제공된다. 각 SW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이 API를 호출해야 한다.

Skmas_Layer는 상기 MAS(650)가 모바일광고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광고미디어, 광고스케쥴링정보, 광고 로

그정보, 광고미디어정보, 모바일광고 기능의 동작을 나타내는 정보)를 NV-ROM에 쓰기위해 호출하는 API들로 구성

된다.

상기 GVM(620)은 SIS 기반 컨텐츠, MPEG 기반 컨텐츠, TCM-2 기반 컨텐츠 및 3D 기반 형태의 컨텐츠를 각기 또

는 결합하여 다운로드한 후, 상기 각종 형태의 컨텐츠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상기 저장부(630)에 저장하되, 각 컨텐츠

내에 포함된 컨텐츠 데이터와 컨텐츠 노출 조건 정보를 분리한 후, 상기 컨텐츠 데이터는 상기 광고 미디어 버퍼(631)

에 저장하고 상기 컨텐츠 노출 조건 정보는 상기 스케줄링 버퍼(633)에 저장한다. 또한, 상기 로그 정보 버퍼(634)에

는 상기 MMI(640)의 제어에 따라 노출된 컨텐츠에 대한 노출 이력 정보가 저장된다.

또한, 도 6에서, 참조 번호 110, 120 및 170/180은 각각 도 1에 도시된 광고 서버(110), 다운로드 서버(120), SMSS(

170) 및 SMSC(180)를 나타낸다.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사용자가 웹(Web) 또는 콜 센터(Call Center)를 통하여 본 발명의 광고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또는 해

지)하면, 상기 광고 서버(110)에서 그 신청(또는 해지)가 이루어지고(S1), 상기 광고 서버(110)는 상기 SMSS(170)에

게 상기 신청(또는 해지)에 대한 SMS 메시지 발송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상기 SMSC(180)는 상기 단말기(10)로 서

비스 신청(또는 해지) SMS 메시지를 발송한다(S2). 상기 서비스 신청(또는 해지) SMS 메시지는 도 2와 같이 TID에 

서비스 신청 해지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URL 정보도 포함한다.

상기 MMI(640)는 상기 수신된 서비스 신청(또는 해지) SMS 메시지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상기 광고 서버(110)에 왑 

접속한 후(S3), 상기 광고 서버(110)로부터 수신되는 서비스 기능 설정(또는 해지) 메시지에 따라 본 발명의 광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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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한 서비스 모드를 설정(또는 해지)한다(S4). 이하의 설명에서는 서비스 모드 설정 상태를 전제로 한다.

상기 SMSS/SMSC(170/180)로부터 도 2와 같은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를 위한 광고 SMS가 발송되어 상기 단말기(1

0)에 수신되면(S5), 상기 단말기(10)의 상기 MMI(640)는 상기 수신된 광고 SMS를 기반으로 상기 광고 서버(110)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광고 컨텐츠에 대한 다운로드를 요청한다(S6).

상기 광고 서버(110)는 상기 요청에 근거하여 상기 단말기(10)의 상기 왑 브라우저(610)로 광고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기 위한 WML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하고(S8), 상기 왑 브라우저(610)는 상기 WML 스크립트에 근거하여 상기 GV

M(610)에게 다운로드 실행 명령을 한다(S9).

상기 GVM(620)은 상기 실행 명령에 근거하여 상기 다운로드서버(120)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광고 컨텐츠를 다운로

드 한 후(S9), 그 다운로드된 광고 컨텐츠를 광고 컨텐츠 데이터와 그 컨텐츠에 대한 노출 조건 정보로 각기 분리한 

후, 상기 광고 컨텐츠 데이터는 상기 저장부(630)의 상기 광고 미디어 버퍼(631)에 저장하고, 상기 노출 조건 정보는 

상기 스케줄링 정보 버퍼(633)에 저장한다(S11).

이어, 상기 MMI(640)는 단말기(10)의 현재 동작 상태를 감시하여, 발생되는 사건 즉, 단말기 전원 켜기, 단말기 전원 

끄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발신, 호 수신, 무선 인터넷 접속, 무선 인터넷 접속 해제 및/또는 대기 상태 등의 사건이 발

생되는가를 인지하고 각 사건의 발생시 마다 해당 사건시에 노출해야할 컨텐츠가 무엇인가를 상기 MAS(650)에게 문

의하고(Query)(S12), 상기 MAS(650)는 상기 스케줄링 정보 버퍼(633)에 저장된 상기 노출 조건 정보를 탐색하여 상

기 문의에 대응하여 스케줄링된 노출 일정 정보를 상기 MMI(640)에게 전달하여 응답한다(S13).

상기 MMI(640)는 상기 전달된 노출 일정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컨텐츠 실행 모듈(660)의 구성인 상기 각종 플레이어

(661-664) 중에서 해당 플레이어(661-664 중 하나)를 구동하여 상기 광고 켄텐츠를 화면 표시한다(S14).

또한, 상기 단계 S14에서의 상기 노출 수행에 의한 노출 이력 정보(즉, 어떤 컨텐츠가 어느 사건 화면에 얼마나 노출

되었는가 등의 정보)는 상기 MMI(640)에 의해 상기 로그 정보 버퍼(634) 저장되고, 상기 저장된 노출 이력 정보는 상

기 단계 S6의 수행시 상기 광고 서버(110)에 전달된다.

이상 도 6을 참조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는 바,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구현을 위한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해 세분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MAS(650)는 단말기(10)상에서 본 발명 서비스의 광고 데이터(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하는 모듈로서, 멀티

미디어 광고 스케줄링 및 광고 노출에 관한 로그(LOG) 즉, 노출 이력 관리를 수행한다.

상기 멀티미디어 광고 스케줄링이란, 단말기가 특정시간에 특정상태(단말기 전원 켜기, 단말기 전원 끄기, SMS 발신,

Call수신, NATE접속, NATE접속해제, 대기 상태 등)가 되었을 때 노출하여야 할 광고가 무엇인가를 결정해 주는 기

능이다. 상기 MAS(650)는 상기 단말기(10)로 다운로드 된 광고 데이터의 스케쥴링 정보(또는 노출 조건 정보라 칭함

)들을 바탕으로 이 기능을 수행한다.

광고 노출에 관한 로그 관리란, 상기 단말기(10)상에서 해당 가입자(서비스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광고를 실제로 

얼마나 보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광고 서버(110)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 응용되는 광고 서비스의 종류 즉 멀티미디어 컨텐츠 형태는 광고 SIS 서비스, 광고 TCM-2 서비스 및 광

고 MPEG4 서비스가 있다.

상기 광고 SIS 서비스란 SIS형식의 데이터를 광고 데이터로 사용한 서비스로서, 광고 SIS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은 

SIS 이미지를 단말기 화면에 재생하는 상기 SIS 플레이어(663)를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

상기 광고 TCM-2 서비스란 지정된 웨이브렛(WAVELET) 형식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

미한다. 광고 TCM-2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은 해당 데이터를 재생하는 상기 TCM-2 플레이어(664) 기능을 탑재하

고 있어야 한다.

상기 광고 MPEG4 서비스란 지정된 VOD형식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광고 MPE

G4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은 해당 데이터를 재생하는 상기 MPEG4 플레이어(662)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으 구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 음과 같으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일련 번

호를 부가하여 설명토록 한다.

1. 서비스 가입 방법 : 고객은 본 발명의 광고 서비스 가입을 왑(WAP)을 통하거나, 웹(WEB) 또는 기존의 콜 센터(Ca

ll Center)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각각의 경로에 대한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1. WAP을 통한 서비스 가입 : 고객이 WAP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1. WAP페이지에서 WMLS 함수 수행 : WAP에서 고객이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고객의 단말이 서비스 가입을 인

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진 WMLS 함수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함수는 WAP 단에서 구현

한다.

Function Multimedia.SetSkAd(adEnableFlag, returnURL, version );

Parameter Description

AdEnableFlag
SK-AD 신청 또는 해지를 표시하는 Flag이 값이 1이면 SK-AD 신청 , 0이면 SK-AD 해지를 의미

한다.

ReturnURL 이 스크립트가 수행되어 단말이 SK-AD 신청(해지)을 위한 특정 작업수행 후(단말내의 광고공간확

보, 광고가능Flag 세팅, 광고메모리초기화) WAP으로 복귀할 주소.

고객이 WAP을 통하여 SK-AD 신청(해지)시에만 유효하다. Call Center나 WEB을 통하여 SK-AD

신청(해지)한 후 SMS에 의해 WAP에 자동접속된 경우에는 WAP으로 복귀하지 않으므로 이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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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이다

Version Reserved Field

SK-AD 가입 절차가 시작되면 온라인(Online) 화면상에는 광고(서비스 명칭이 정해지면 대체됨)서비스 설정 중 입니

다. 라고 표시 된다.

1-1-2. 마스터 플래그(Master Flag) 체크 : WMLS함수가 수행되면 단말기는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인지하고, 우선

적으로 본 발명의 광고 서비스 기능의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체크하여야 한다. 만약 마스터 플래그가 이미

인에이블(enable)되어 있었다면, 고객이 이전에 이미 광고서비스를 신청하여 단말 에서는 현재 광고 서비스가 되고있

다고 간주하고(중복신청오류) 단말은 이하의 모든 작업들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단말이 본 발명의 서비스 기능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체크하기 위해 호출해 주어야 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다.( 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

Function Int skad_GetSkAd();

Return Value

단말의 SK-AD기능동작 여부를 알려주는 값

값이 1 이면 단말은 현재 광고서비스 중

값이 0이면 단말은 현재 광고서비스 안하고 있음.

Description:

SK-AD 기능동작여부를 체크한다.

단말은 이 함수를 호출하여 고객이 SK-AD를 신청(해지)했을 때 신청(해지)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고

광고다운로드시 SK-AD 기능동 작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skmas_GetSkAd()를 호출하여 NV-ROM에 설정된SK-AD의 기능동

작을 나타내는 Master Flag 값을 얻어낸다.)

1-1-3. 광고전용공간 확보 : 단말이 마스터 플래그를 체크하였을 때 중복신청 오류가 아니였다면 단말은 본 발명의 

광고 서비스(이하, SK-AD서비스라 칭함)를 할 수 있는 단말기상의 광고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말기는 저장

공간을 검색하여 단말기상에 광고 전용공간이 부족할 경우(즉, 고객이 다운로드 받은 TCM-2 파일이 많아서 일정 저

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를 삭제하여 광고전용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특히, 초

과 컨텐츠 삭제시 단말은 다운로드 받은 시간이 가장 오래된 컨텐츠를 우선 순위로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단말은 고

객의 TCM-2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1-1-4. 마스터 플래그 세팅 : 단말기가 광고 저장공간을 검색하였을 때 이미 단말기에 광고를 위한 저장공간이 확보

되어 있거나, 위의 경우와 같이 광고저장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컨텐츠를 삭제하고 공간을 확보한 후에 단말은 SK-A

D 서비스 기능의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세팅한다. 마스터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으면 단말기는 SK-AD 서

비스 단말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고객이 SK-AD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는다.

단말이 SK-AD 서비스의 기능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세팅하기 위해 호출해 주어야 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

다.( 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

Function Void skad_SetSkAd(int sw);

Return Value Void

Int sw
SK-AD기능동작을 설정/해지를 결정하는 값

Sw=1: SK-AD서비스 설정, sw=0: SK-AD 서비스 해제

Description:

SK-AD 기능을 단말에서 Enable/Disable시킨다.

단말은 이 함수를 호출하여 고객이 SK-AD를 신청(해지)했을 때 단말내의 SK-AD 기능 동작을 설

정(해지) 한다.

(참고: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skmas_SetSkAd(sw)를 호출하여 NV-ROM에 설정된SK-AD의 기능

동작을 나타내는 Master Flag 를 set/reset시킨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말기의 초기화 기능을 이용한 단말 초기화시에도 단말은 마스터 플래그의 값을 유지하여 SK-

AD 서비스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1-1-5. SK-AD 서비스 관련 메모리(NV-ROM) 즉, 상기 저장부(630)의 초기화 : SK-AD 서비스 기능의 동작을 나

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설정한 후(즉, 위 함수의 파라미터 sw=1), SK-AD 서비스 관련 버퍼(NV-ROM)를 초기화해

야 한다. SK-AD 서비스 관련 버퍼의 종류는 광고미디어(SIS, TCM-2, MPEG4)저장 메모리(631), 광고 스케쥴링 데

이터 저장메모리(633), 광고 로그데이터 저장메모리(634) 및 광고 미디어정보 저장메모리(632)로 구성되며,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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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단말이 호출해야 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다.(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

Function Void skad_SetClear();

Return Value Void

Description:
SK-AD 기능 동작설정 후 각 광고관련 NV-ROM을 초기화시키기 위하여 호출해주어야 하는 함수

(참고: 이 함수는 NV-ROM 각 데이터 버퍼를 0으로 초기화하고 광고미디어(SIS, TCM-2, MPEG4)

버퍼는 모두 NULL로 초기화한다.)

1-1-6. 왑(WAP)으로의 복귀 : WAP에서 SK-AD 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단말은 WAP

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이때 접속할 URL은 WMLS가 실행될 때 받은 리턴 URL 값이다. 반면, 콜 센터나 웹에서 신청

시에는 이 단계가 없고, 단말은 WAP 접속을 끊어야 한다

1-2. 웹이나 콜 센터를 통한 SK-AD 서비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2-1. SK-AD 서비스 가입용 SMS 발송 : SMSS(170)는 WEB 이나 콜 센터를 통해 SK-AD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이 정보를 받아서 고객에게 SK-AD 서비스 가입용 SMS(TI=특정값)를 발송하여야 한다. SK-AD 서비스 가입용 SM

S 규격은 서비스 해지 및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용 SMS규격(도 3참조)과 동일하며 메시지 헤더값즉 TID 값만 다르다.

SK-AD 서비스 가입용 SMS 메시지 규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설 명

TI 12345

메시지

규격

SKAD_T, retURL

(각 항목은 , 로 구분한다. 생략없음)

메시지

의미

SKAD_T : SK-AD 서비스가입용 SMS 헤더로 값이 0

retURL=string : SK-AD서비스 가입을 위해 접속해야할 URL

(NOTICE: 1) retURL에서 http:// 은 생략한다.

2) SMS 메시지의 길이가 프로토콜 상으로 80 bytes 제약이 있으므로 메시지 헤더를 제외한 URL길이는78

byte까지로 제한됩니다. )

즉 첫번째 바이트 : 가입 식별값(0)이 들어가고

두번째 바이트 : ',' 문자

세번째 바이트~80번째 바이트 : retURL 값

예제 0,wap.nate.com/entry.wml

1-2-2. 마스터 플래그 체크 : 서비스 가입용 SMS메시지가 오면 단말은 메시지 헤더로 가입용 SMS임을 판단한후, 

우선적으로 SK-AD 서비스 기능동작을 나타내는 마그터 플래그를 체크하여 서비스 가입 SMS의 중복오류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만약 마스터 플래그가 이미 인에이블되어 있었다면, 고객이 이전에 이미 광고서비스를 신청하여 단말

에서는 현재 광고 서비스가 되고있다고 간주하고(중복신청오류) 단말은 이하의 모든 작업들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단

말이 SK-AD 서비스의 기능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체크하기 위해 호출해 주어야 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다

.( 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

Function Int skad_GetSkAd();

Return Value

단말의 SK-AD기능동작 여부를 알려주는 값

값이 1 이면 단말은 현재 광고서비스 중

값이 0이면 단말은 현재 광고서비스 안하고 있음.

Description:

SK-AD 기능동작여부를 체크한다.

단말은 이 함수를 호출하여 고객이 SK-AD를 신청(해지)했을 때 신청(해지)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고 

광고다운로드시 SK-AD 기능동 작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skmas_GetSkAd()를 호출하여 NV-ROM에 설정된SK-AD의 기능동작

을 나타내는 Master Flag 값을 얻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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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WAP으로의 자동접속 : 단말은 마스터 플래그를 체크하였을 때 중복신청오류가 아니였다면 단말은 가입용 S

MS의 메시지에 포함된 리턴 URL을 가지고 서비스 가입을 위해 WAP으로 자동 접속하도록 한다. 만약, 사용자가 WA

P에 접속중이었다면 SMS를 받은 단말은 사용자가 WAP에서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서비스가입을 위해 WAP으로 

자동접속토록 한다.

1-2-4. WAP으로 접속된 후의 서비스 가입 방법은 상술된 WAP을 통한 SK-AD 서비스 가입 방법의 과정과 같다. 단

, 고객은 SMS를 받기전 WAP에 접속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서비스 가입절차가 끝나도 WAP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즉 단말은 WAP접속을 끊어야한다. 또한 WMLS가 수행될 때 파라미터인 리턴 URL은 널(NULL)의 값을 갖

는다..

2. 광고컨텐츠 다운로드 방법 : SK-AD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은 임의의 시간에 SK-AD 서비스 광고컨텐츠 다운로드

를 위한 SMS(TI=특정값)를 수신하게 된다. SK-AD 서비스의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용 SMS 규격은 SK-AD 서비스 

가입 및 해지용 SMS규격과 동일하며 메시지 헤더값만 다르다. SK-AD 서비스 컨텐츠 다운로드용 SMS 규격은다음

과 같다.

항 목 설 명

TI 12345

메시지

규격

SKAD_T, retURL

(각 항목은 , 로 구분한다. 생략없음)

메시지

의미

SKAD_T : SK-AD 컨텐츠 다운로드용 SMS 헤더로 값이 2

retURL=string : SK-AD서비스 가입을 위해 접속해야할 URL

(NOTICE: 1) retURL에서 http:// 은 생략한다.

2)SMS 메시지의 길이가 프로토콜 상으로 80 bytes 제약이 있으므로 메시지 헤더를 제외한 URL길이는78 

byte까지로 제한됩니다. )

즉 첫번째 바이트 : 다운로드용 식별값(2)이 들어가고

두번째 바이트 : ',' 문자

세번째 바이트~80번째 바이트 : retURL 값

예제 2, cpsvr.thinkwaresys.com/download.cgi ?gid=2

단말은 광고컨텐츠 다운로드를 위한 SMS를 수신하면 우선적으로 SK-AD 서비스 기능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

그 값을 체크하여 이 값이 인에이블 되어있음을 확인하여야한다. 만약 이전에 SK-AD 서비스 가입을 위한 작업(서비

스 가입 SMS 유실, WAP접속 실패, WML Script의 수행실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SK-AD 마스터 플래그 

값이 디스에이블(disable)되어 있었다면 단말은 광고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위한 이하의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

도록 한다.

반대로 특정 광고를 다운로드받기위한 SMS가 중복수신되었다 할지라도 단말은 이를 인지할 필요가 없이 다운로드를

받기위한 작업을 똑같이 수행하여야한다. 동일한 광고에 또는 유효하지 못한 광고에 대한 처리는 광고컨텐츠를 다운

로드받은 후 GVM(620)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진다.

마스터 플래그가 인에이블되어 있었을때 단말은 광고 SMS에 포함된 URL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WAP에 접속하

여 기존의 광고 로그 정보를 업로드 하고, 새로운 광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단말이 광고컨텐츠 다운로드를 위하여 SMS를 처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마스터 플래그 체크: 단말이 SK-AD 컨텐츠 다운로드용 SMS를 수신하면 우선적으로 현재 단말에 SK-AD 기능동

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가 인에이블 되어있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만약 이전에 SK-AD서비스 가입을 위한 작

업(서비스 가입SMS유실, WAP접속 실패, WMLScript의 수행실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SK-AD 마스터 

플래그 값이 디스에이블되어 있다면 단말은 광고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위한 이하의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도

록 한다.

단말이 SK-AD 서비스의 기능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체크하기 위해 호출해 주어야 하는 함수는 Int skad_

GetSkAd();" 이며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은 상술된 서비스 가입 방법 부분을 참조한다.

2) 광고 로그 업로드: 단말기는 SK-AD 서비스 기능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가 인에이블되어있음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왑 브라우저(610)를 기동한다. 이때 초기 접속 URL은 SK-AD 서비스 컨텐츠 다운로드용 광고 SMS에 포함

된 URL과 기존광고의 로그데이터를 파라미터로 하여 구성된다. 단말은 (SMS 에서 받은 URL) + (adLog=) + (skad

_GetLogParam(str))"로 읽은 로그데이타로 초기접속 URL을 구성해야한다. 초기접속 URL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

다.

항 목 설 명

초기접속 URL retURLadLog=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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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항목설명

retURL : SK-AD컨텐츠다운로드용 SMS에서받은 URL

: 접속 URL의 파라미터들을 구분하기위한 delemeter

adLog :로그데이타를 위한 변수이름

str : 아래의 skad_GetLogParam(str)에서 읽은 로그데이타

( str에 대한 내용은 아래 함수설명 참고 )

기존광고의 로그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 단말이 호출해야 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함수는 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된다

Function void skad_GetLogParam(char *str );

Return Value Void

Char *str

광고 노출 기록 문자열. 최대 75bytes 이내의 길이를 갖는다. str은 함수 내부에서 메모리가 할당되

지 않으므로 함수 호출시 75bytes 크기의 char array를 사용해서 함수파라미터로 넘겨주어야 한다..

이 문자열에 저장될 로그데이타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로그데이타 = (화면ID + 광고의 ID +실제노출된 횟수 총합)

-화면 ID(1Byte): 노출될 화면(State)을 표시하는 define된 상수

-광고ID (2Bytes): 다운로드받을 때 저장한 광고 식별자

-노출된 횟수총합(2Bytes): 누적노출횟수

하나의 광고를 위한 로그데이타는 5Bytes의 길이를 가지고 최대 15개의 광고가 존재하므로, str의 

길이는 75Bytes이다.

Description:

현재까지 누적된 광고 노출 기록을 문자열 형태로 알려준다.

단말은 광고노출회수에 대한 로그정보를 광고서버에 업로드하기 위해 이 함수를 호출한다.

이 함수로 얻어낸 로그정보는 단말이SK-AD용 SMS를 수신한 후 WAP에 접속하기 위한 URL을 구

성하는데 쓰인다.

이 함수가 호출된 후에도 광고 노출 기록은 계속 누적되며 새로운 광고를 받았을 경우에만 0으로 초

기화 된다

3)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 초기 접속 URL로 접속이 성공하여 로그 데이터가 업로드되고 나면 GVM(620)에서의 컨텐

츠 다운로드를 위한 기존 WML 스크립트 형식이 왑 브라우저(61)에 의해 수행되어 자동으로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조정한다.

3.1) 다운로드 도중 시스템이나 네트웍의 문제로 다운로드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GVM의 이어받기 기능을 활용하여

이어받는다.

3.2) 다운로드 중 사용자가 다른 버튼을 누를 경우,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누른 버튼에 정의되어 있는 화면으로 전환한

다.

3.3) 다운로드는 폴더나 플립이 열려있는 경우에도 실행된다.

3.4) 전화수신 중 SMS수신시 전화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네트웍접속 시도한다.

3.5) 다운로드 중에는 화면에 광고컨텐츠 다운로드 중 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4) 광고컨텐츠 설치: 다운로드된 광고컨텐츠는 노출될 광고미디어(SIS, TCM-2, MPEG4)와 광고 스케쥴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GVM(620)은 광고데이타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상기 MAS(650)의 API를 호출하여 단말기의 해당 

저장부(630)에 광고 미디어(SIS, TCM-2, MPEG4)와 광고 스케쥴링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그데이터와 광고미디어정

보 데이터를 초기화한 후 종료한다.이때 상기 GVM(620)은 중복된 광고나 유효하지 않은 광고가 다운로드 되었을 때 

이를 체크하여 무효처리한다.

3. 광고컨텐츠 노출 방법 : 다운로드된 광고는 상기 MAS(650)의 스케줄링 지 시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된다..

상기 MAS(650)는 지정된 노출규칙과 다운로드 받은 스케쥴링정보에 기준해서 화면에 노출될 광고를 스케쥴링을 하

며 특정시간, 특정상태에서 노출된 광고에 대한 정보는 로그데이터로 만들어 관리한다.

3-1. 광고컨텐츠 노출 규칙: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화면은 미디어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노출 규칙은 미디어 타입과

무관하게 공통이다. SIS의 경우는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정의된 화면(상태:State)은 단말기 On 화면, 단말기 Off화

면, 대기화면, 착신화면, 무선 인터넷 접속화면, 무선 인터넷 종료 화면, SMS 발송화면의 7가지이다. TCM-2와 MPE

G-4의 경우는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정의된 화면(상태:State)은 단말기 On 화면, 단말기 Off화면, 대기화면, 착신

화면, 무선인터넷 접속화면, 무선인터넷 종료화면, SMS발송화면, 다운로드 화면, 버퍼링 화면의 9가지이다.

노출규칙을 설명하면, 상기 광고서버(110)는 모든 노출화면에 복수개의 광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복수개의 광고를 

화면에서의 노출은 라운드-로빈(Round-Robin)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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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고서버는 기본광고를 설정할 수 있다. 상기 MAS(650)는 광고스케쥴링 결과 노출해야 할 유효 광고가 없고, 

기본광고가 설정되어 있다면 기본광고를 단말기에게 지정해준다. 단, 특정화면(예 : 대기화면과 전화수신화면)에서는

노출하여야 할 유효한 광고가 없을 경우 상기 MAS(650)는 널(NULL)을 리턴하며, 단말은 고객이 지정한 SIS를 노출

시킬 수 있다.

광고서버가 다운로드하여 보내는 각각의 광고컨텐츠에 포함된 스케쥴링 정보(즉, 노출 조건 정보)는 이 광고가 노출

될 화면(복수지정가능)과 노출 시간간격(1일최대 24개까지 지정가능), 그리고 각 시간간격에서 하루 최대노출횟수, 

그리고 이 광고의 만료일자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화면상태가 시작되는 경우 단말은 상기 MAS(650)의 API를 통해 어떤 광고 데이터를 재생해야 하는지 확인하

고, 스케줄링된 결과에 의해 선택된 광고 데이터를 재생한다. 각각 화면 상태에 따른 광고노출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화면상태 광고 동작

단말기 On 화

면

단말기를 켜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

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단말기 Off화

면

단말기를 끄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

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SMS발송화면
SMS를 발송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대기화면
폴더를 펴거나 대기모드를 시작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SK-MA

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그림친구(SIS) 를 재생한다..

무선인터넷접속화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AS가 지

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단말은 재생되는 화면 하단(기존 soft icon영역)에 무선인터넷접속중임을 표시한다.

무선인터넷종료화면

무선인터넷에 접속을 종료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

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단말은 재생되는 화면 하단(기존 soft icon영역)에 무선인터넷접속중임을 표시한다.

착신화면

착신한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그림친구(SIS) 를 재생한다..

사용자가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사용중이라면 단말은 재생되는 화면 하단(기존 soft icon

영역)에 발신자 번호를 표시한다.

다운로드 화면

TCM-2나 MPEG4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단말은 재생되는 화면 하단(상단)에 TCM-2나 MPEG4 다운로드중임을 막대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말이 SK-AD 서비스 활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특정화면 이외의 폰트는 메뉴상에서 흐리게 처리하여 고객이 가능하

면 선택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고객이 특정화면 이외의 화면에 대해 다른 화면을 설정하려고 했을 때는 "SK-AD 광

고 서비스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반대로 SK-AD 서비스가 의 활성이 리

셋(disable)되었을 경우는 이 기능을 해지하여야 한다.

3-2. 노출 횟수 로깅(로그데이타 즉, 노출 이력 정보의 생성) : 상기 MAS(650)는 광고컨텐츠의 스케쥴링과 동시에 

광고 노출에 대한 로그데이타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특정 광고의 노출회수는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스케쥴링 정보에 

지정된 각 시간간격의 최대노출회수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한다. 또한 노출회수는 하 루단위로 카운팅 되므로 다음날

이 되면 0으로 리셋된다. 폴더폰인 경우 2초(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따라 조절가능)안에 폴더를 닫는 경우는 노출회

수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단 대기화면에서 키 입력이 있었다면 노출회수를 카운트해야 한다.

특정광고에 대한 로그데이타는, 로그데이타 = (화면ID + 광고의 ID + 실제노출된 횟수 총합)과 같이 구성된다. 각 광

고에 대한 로그데이타는 단말이 새로운 광고를 다운받기 위해 WAP에 자동 접속할 때 WAP을 통해서 업로드 된다. 

단말은 WAP에 자동접속시의 URL을 SMS수신시 받은 URL과 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된 API를 통하여 읽어낸 로그

데이타로 구성한다. 상기 광고서버(110)에 접속이 되면 URL에 포함되어 있는 로그데이타는 그 광고서버(110)가 처

리한다. 단말이 로그데이타를 얻기 위해 호출해야 할 함수는 skad_GetLogParam(char *str )"로 상술된 광고컨텐츠 

다운로드 설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로그데이터의 리셋의 경우, 광고에 대한 로그정보는 서버에서 그 광고를 대치할 새로운 광고를 내려받았을 경우 리셋

되며, 그 순간부터는 새로운 광고에 대한 로그데이터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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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고컨텐츠 삭제규칙 : 기본적으로 광고서버는 특정화면에서 노출되고있는 광고에 대해서 그 만료일자가 되기

전까지는 같은 화면에 노출될 새로운 광고를 내려보내지 않아야 한다. 만약 특정화면을 위한 유효한 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그 화면에 노출될 새로운 광고를 내려보낸다면 상기 MAS(650)는 그 광고를 무효처리 한다. 즉, 광

고서버의 에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특정화면에 있는 유효한 광고를 삭제하려고 한다면 삭제하고자 하

는 광고 ID와 삭제 플래그 내용으로하는 광고컨텐츠를 가지고 강제 삭제가 가능하다. 상기 MAS(650)는 이 컨텐츠를 

받았을 때 해당하는 광고ID를 찾아서 그 광고데이타와 스케쥴링정보를 삭제하고 그 광고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한

다.

4. SK-AD 서비스의 해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SK-AD 서비스의 해지는 상술된 SK-AD 서비스 가입 절차와 유사하게 다양한 경로(WAP, Call center, WEB)를 통

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WAP을 통해 고객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단말이 서비스 해지를 위한 특정 작업을

하도록 상술된 WAP을 통한 SK-AD 가입 에서 설명한 WMLS인 Multimedia.SetSkAd(adEnableFlag, returnURL, v

ersion);"가 수행되어야 한다. 해지의 경우 WMLS의 파라미터 중 adEnableFlag가 0이 된다.

WAP이 아닌 WEB이나 콜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해지를 할 경우, 상술된 서비스 가입절차와 유사하게 광고서버는 SK

-AD 서비스 해지용SMS(TI=특정값)를 고객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SK-AD 서비스 해지용SMS 규격은 가입 및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용 SMS규격과 동일하며 메시지 헤더값만 다르다. SK-AD 서비스 해지용SMS 규격은다음과 같다.

항 목 설 명

TI 12345

메시지

규격

SKAD_T, retURL

(각 항목은 , 로 구분한다. 생략없음)

메시지

의미

SKAD_T : SK-AD 서비스해지용 SMS 헤더로 값이 1

retURL=string : SK-AD서비스 가입을 위해 접속해야할 URL

(NOTICE: 1) retURL에서 http:// 은 생략한다.

2)SMS 메시지의 길이가 프로토콜 상으로 80 bytes 제약이 있으므로 메시지 헤더를 제외한 URL길이는78

byte까지로 제한됩니다. )

즉 첫번째 바이트 : 해지용 식별값(1)이 들어가고

두번째 바이트 : ',' 문자

세번째 바이트~80번째 바이트 : retURL 값

예제 1, cpsvr.thinkwaresys.com/cancel.wml

해지 SMS를 받은 단말은 우선적으로 SK-AD 서비스 기능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가 현재 디스에이블되어있

는지를 체크한다. 단말이 이 작업을 위해 호출해야 하는 함수는 상술된 서비스 가입 방법에서 설명한 skad_GetSkAd

();"이다.

만약 마스터 플래그가 이미 디스에이블되어 있었다면(함수의 return 값이 0, (SMS중복수신오류)) 단말은 광고서비스

해지를 위한 이하 어떠한 작업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함수의 return 값이 1 ) 단말은 서비스 해지를 위해

SMS에 포함된 URL로 WAP에 자동접속한다. 접속된 이후는 WAP을 통한 서비스해지와 같은 경로를 거쳐 서비스를 

해지한다.

단, 고객은 원래 WAP에 접속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WAP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즉, WAP 접속을 끊어야한

다. 따라서, WML 스크립트가 수행될 때 두번째 파라미터인 리턴URL은 널(NULL)값을 가진다. WML 스크립트 수행

으로 단말이 서비스 해지를 인지하면, 온라인 화면상에는 SK-AD 서비스 해지 중 입니다 라고 표시되도록 한다.

실제 단말에서 SK-AD 서비스의 해지를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특정작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말은 SK-AD 서비스 신청시 세팅했던 SK-AD 서비스 기능의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리셋(disable) 하

여야 한다. 단말이 이 작업을 위해 호출해야 하는 함수는 상술된 WAP을 통한 SK-AD 서비스 가입에서 설명한 skad_

SetSkAd(sw)"이다. 단, 함수의 파라미터인 sw의 값이 신청시에는 1, 해지시에는 0이 된다. 화면설정 메뉴의 특정 설

정메뉴에서 특정화면이외의 화면설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부분을 해지하여야 한다. 광고전용공간으로 확보했던 

메모리를 허용치만큼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하, 도 6에 도시된 본 발명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설명시 편의를 위하여 일련 번호를 부가하여 설명토록 한다.

1. SMS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SK-AD 서비스는 SK-AD 서비스 가입 및 해지와 광고 컨텐츠의 다운로드를 위해 SMS 푸시(Push)를 사용한다. 따라

서 단말은 SK-AD 서비스를 위한 SMS 푸시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다. SK-AD 서비스를 위한 SMS 푸시는 SK-AD 

서비스 가입 및 해지와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를 위한 것이며, 각각은 메시지에 포함된 헤더로서 구분한다. 모두 SMS 

수신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기 광고 서버(110)에 접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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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D 서비스의 신청/해지의 경우 즉, 고객이 웹이나 콜 센터를 통하여 SK-AD 서비스를 신청/해지할 시, 상기 광

고서버(110)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SK-AD 서 비스 신청/해지용 SMS를 상기 단말(10)에게 보내며, 상기 단말(10)은

이를 인지하여 상기 마스터 플래그를 체크한 후, 이 SMS에 포함되어 있는 URL정보를 가지고 상기 광고 서버(110)에

자동접속한다.

광고컨텐츠 다운로드의 경우는, 고객이 SK-AD 서비스 신청을 확인하고 단말(10)에서 SK-AD 서비스가 가능하면 상

기 광고서버(110)는 임의의 시간에 SK-AD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 용 SMS를 단말에게 보낸다. 상기 단말(10)은 이를

인지하여 상기 마스터 플래그를 체크한 후, 이 SMS에 포함되어 있는 URL정보를 가지고 상기 광고 서버(110) 및 상

기 다운로드 서버(120)에 자동접속하여 광고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다.

다음은 SK-AD 서비스에 사용되는 SMS의 규격의 일예로서, TI는 모두같고 각 메시지는 메시지 헤더값으로 구분한

다(0,1,2).

<SK-AD 가입/해지/컨텐츠다운로드용 SMS 규격>
항 목 설 명

TI 12345

메시지

규격

SKAD_T, retURL

(각 항목은 , 로 구분한다. 생략없음)

메시지

의미

SKAD_T :

SK-AD 서비스가입/해지 및 컨텐츠 다운로드용 SMS 헤더로

가입일 경우 값이 0,

해지일경우 값이 1

다운로드일경우 값이 2

retURL=string :

SK-AD 서비스 가입/해지 및 컨텐츠 다운로드을 위해 접속

해야할 URL.

(NOTICE: 1) retURL에서 http:// 은 생략한다.

2) SMS 메시지의 길이가 프로토콜 상으로 80 bytes 제약이 있으므로 메시지 헤더를 제외한 URL길이는78

byte까지로 제한됩니다. )

즉 첫번째 바이트 : 헤더 식별값(0,1,2)이 들어가고

두번째 바이트 : ',' 문자

세번째 바이트~80번째 바이트 : retURL 값

예제

0,wap.nate.com/entry.wml (가입용 SMS)

1,cpsvr.thinkwaresys.com/cancel.wml (해지용 SMS)

2,cpsvr.thinkwaresys.com/download.cgi?gid=2 (다운로드용 SMS)

주의할 것은, 단말은 가입/해지/다운로드 SMS 수신시 음성/데이터통화중인 경우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저장한 

후 통화가 종료되면 네트웍에 접속시도하고, 단말은 SMS가 중복수신시 나중에 수신된 SMS는 무시토록 하며, 단말은

SMS(TI= 12345)수신시 메시지박스에 저장하지 않으며 단말기에서 무음/무진동 처리토록 한다.

2. WAP과 단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K-AD 서비스 신청/해지시 즉, 고객이 SK-AD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해지시 WAP을 이용하여 상기 광고 서버(110)

에 접속하면, 그 광고 서버(110)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의 WMLS함수(상술된 WAP을 통한 SK-AD 서비스 가입시

의 설명에서와 동일)를 실행하여 단말이 광고기능동작 설정/해지를 위한 특정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이 함수

는 WAP단에서 구현한다.)

Function Multimedia.SetSkAd(adEnableFlag, returnURL, version );

Parameter Description

adEnableFlag
SK-AD 신청 또는 해지를 표시하는 Flag

이 값이 1이면 SK-AD 신청 , 0이면 SK-AD 해지를 의미한다.

ReturnURL 이 스크립트가 수행되어 SK-AD 신청/해지를 위해 단말이 광고가능Master Flag체크, 광고공간확

보, 광고가능MasterFlag enable/disable, 광고메모리초기화 의 작업수행 후WAP으로 복귀할 주소.

ReturnURL은 고객이 WAP을 통하여 SK-AD 신청/해지시에만 유효하다. Call Center나 WE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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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SK-AD 신청/해지한 후 SMS에 의해 WAP에 자동접속된 경우에는 WAP으로 복귀하지 않아

야하므로(WAP접속을 끊어야한다.) 이 값은 NULL이다

Version Reserved Field

상기의 WMLS가 실행되고 나면 단말(10)이 이를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SK-AD 서비스 기능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가 현재 디스에이블/인에이블(disable/enable)되어있는지를 체크하여 SK-AD 서비스에 대한 신청/해지의 중

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신청을 위한 WMLS가 실행된 경우 마스터 플래그가 이미 인에이블되어있었다면 중복

신청에 해당된다. 중복되었을 경우 단말은 신청/해지를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단말(10)이 SK-AD 서비스의 기능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체크하기 위해 호출해 주어야 하는 함수는 skad

_GetSkAd()"이고, 이 함수는 상술된 서비스 가입 방법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며, 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한다.

중복이 아니였다면 광고기능동작 설정/해지를 위해 단말(10)이 호출하여야 하는 함수는 skad_SetSkAd(int sw)" 이

고, 이 함수는 상술된 WAP을 통한 SK-AD 서비스 가입 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며, 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한다.

만약 광고기능동작 설정의 경우라면, 단말(10)은 광고용 각 메모리 초기화를 해주기 위해 skad_SetClear()"를 호출해

주어야 하고, 이는 상술된 WAP을 통한 SK-AD 서비스가입 방법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며, skad 라이브러리로 제

공한다.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 및 광고 로그 업로드시, 단말기(10)는 광고 다운로드용 SMS를 수신하면 우선적으로 SK-AD 

서비스 기능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가 현재 인에이블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이전에 SK-AD 서비스 가

입을 위한 작업(서비스 가입 SMS유실, WAP접속 실패, WMLScript의 수행실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마스터 플래그 값이 디스에이블되어 있었다면 단말(10)은 광고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위한 이하의 어떠한 작업도 수

행하지 않도록 한다.

마스터 플래그가 인에이블되있을시 단말(10)은 자동으로 상기 왑 브라우저(610)를 기동한다. 단말(10)이 마스터 플

래그의 체크를 위해 호출해야 하는 함수는 상술된 서비스 가입 방법에 기재된 skad_GetSkAd()"이다

WAP접속시 초기접속 URL은 SK-AD 서비스용 SMS에 포함된 URL과 기존광고의 로그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하여 

구성된다. 업로드된 로그데이타는 상기 광고 서버(110)에서 처리한다. 기존 광고의 로그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 단

말(10)이 호출해야 하는 함수는 skad_GetLogParam(char *str)"이며, 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된다. 초기접속 URL

에 대한 규격과 skad_GetLogParam(str)"에 대한 규격은 상술된 광고컨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한다.

3. GVM과 단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광고 컨텐츠 다운로드시, 일반단말에서 광고컨텐츠는 GVM(620)을 통하여 다운로드 된다. 광고 컨텐츠는 광고미디어

와 광고 스케쥴링 정보로 구성되며 GVM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인 실행화일(예 : *.sgs)의 형태로 GVM(620)에 

의해 다운로드된다.

하나의 실행파일에 수용할 수 있는 광고컨텐츠 수는 각 미디어의 최대 사이즈가 다르므로 미디어타입에 따라 달라진

다.

주의할 것은, 기존의 GVM 스크립트와는 달리 다운로드되는 스크립트가 광고컨텐츠라면 GVM(620)은 이 스크립트

를 광고용 버퍼(NV-ROM)에 설치한후 따로 스크립트 저장 메모리 (Flash-SSB) 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광고 컨텐츠 설치시, GVM(620)을 통하여 다운로드된 광고컨텐츠는 GVM(620)에 의해 그 GVM(620)내에서 광고미

디어와 광고스케쥴링 데이터로 분리되어 적절한 형식으로 재구성된 후 단말(10)의 비휘발성 저장부(630)에 설치된다

. 동시에 GVM(620)은 MAS(650)가 스케쥴링시 사용하는 광고미디어 정보를 초기화하고 그 MAS(650)가 새로이 다

운로드된 광고에 대한 로그데이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광고 로그데이타에 대한 초기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새 광고에

대응되는 기존광고의 로그데이타는 리셋되며 이 광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로그정보가 서버로 업로드되지 않는다.

광고 컨텐츠의 설치와 초기화작업을 위해 상기 GVM(620)은 skad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API를 호출하는데 호출

되는 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함수들은 skad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된다. 함수의 설명은 이하 설명될 MAS(650)의

포팅 설명을 참조한다.

void skad_SetAdLog(int index, LogEntity* log); 로그정보 초기화

void skad_GetAdLog(int index, LogEntity * log); 로그정보를 얻는다

void skad_SetAdInfo(int index, StateEntity * stateInfo); 화면노출정보를 저장한다.

void skad_GetAdInfo(int index, StateEntity * stateInfo ); 화면노출정보를 얻는다.

void skad_SetAdMedia(int index, int mediaType, char *media, int size); 미디어를 저장한다

void skad_SetAdMDBInfo(int index, MDBInfoNode *countInfo): 미디어정보를 저장한다.

void skad_GetAdMDBInfo(int index, MDBInfoNode *countInfo): 미디어정보를 얻는다

광고 컨텐츠 SDK제공 : 광고컨텐츠 SDK란 광고용 실행파일을 손쉽게 만들수 있도록 하는 툴(Tool)이다. 광고미디어

(SIS, TCM-2, MPEG4)가 일단 준비되면 사용자는 광고의 스케쥴링 정보가 아무리 많거나 복잡하더라도 이 SDK를 

통하여 편리하게 스케쥴링 정보를 입력하면, 이 SDK는 준비된 광고미디어(SIS, TCM-2, MPEG4)와 사용자의 입력

으로 받은 스케쥴링 정보로 자동으로 상기 GVM(620)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형태인 광고용 실행파일을 생성한다.

4. 광고미디어타입별 단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광고미디어 노출시

1) SIS 재생 : SK-AD 서비스는 SIS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를 노출한다. 따라서 단말에는 SIS 디코더가 포함된 상기

SIS 플레이어(663)가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SIS 디코딩 및 화면 출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술 규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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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CM-2 재생 : SK-AD 서비스는 Wavelet규격인 TCM-2 광고를 노출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단말에는 TCM-2 

플레이어(664)가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TCM-2 화면 출력에 대해서는 TCM-2 규격에 준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SK-AD 서비스 기능이 동작하려면 단말은 광고를 위한 전용메모리를 확보해야 한다. TCM-2의 경우 기존 미디어데

이터 저장공간의 일부가 광고전용메모리로 전환되는데, 사용자가 이 공간에 이미 자신의 미디어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상태라면 이 데이터는 삭제된다. 단말은 이 중 가장 오래된 미디어데이타를 식별하고 이 정보를 우선순위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다.

3) MPEG4 재생 : SK-AD 서비스는 VOD규격인 MPEG4광고를 노출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단말에는 MPEG4 플레

이어(662)가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MPEG4화면 출력에 대해서는 MPEG4규격에 준한다.

5. 기타 단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패킷데이터 처리방안(NAI) : 별도 NAI(Network Access Identifier)를 정의하여 단말기에 저장하며 광고폰서비스

가입 및 해지, 컨텐츠 다운로드를 위하여 네트웍에 접속시 해당 NAI를 통하여 접속되며 발생되는 패킷데이터는 별도 

처리할 수 있다.

2) 현재 SIS를 서비스 하고 있는 기존 단말에 광고용 SIS를 노출을 위해 정의된 총 7개의 화면(TCM-2, MPEG4일경

우 9개)에 대해서 SIS노출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정의해 주어야한다. 예를 들어, SMS전송, 무선 인터넷 종료 화면

에서의 SIS를 노출을 지원하지 않은 기존단말은 이 기능을 추가 구현해야 한다.

6. MAS의 포팅( 2가지 Layer : skad_ , skmas_ )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K-AD 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에 MAS 모듈(650)을 탑재해야 한다. 그 MAS모듈(650)은 라이브러리 함수의 모임

으로 별도의 새로운 상태(State)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MAS 모듈(650)은,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skad_ La

yer와 skmas_ Layer 의 2가지 레이어(Layer)로 구성된다.

skad_ Layer는 기존 단말의 SMS, 왑 브라우저, GVM 그리고 7가지 상태 화면, TCM-2와 MPEG4의 경우는 다운로

드 화면과 버퍼링 화면을 포함해서 9가지)에서의 MMI(640)가 SK-AD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읽거나 쓰는데 

필요한 API들로 구성되며 skad라이브러리 소스로 제공된다.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적절한 시점에 이 API를 호출해

야 한다..

skmas_ Layer는 상기 MAS(650)가 SK-AD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광고미디어, 광고 스케쥴링정보, 광고 로

그정보, 광고미디어 정보, SK-AD 서비스 기능의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를 NV-ROM으로 구성된 상기 저장

부(630)에 읽고 쓰기 위해 호출하는 API들로 구성되다.

상기 MAS(650)의 포팅 작업은 기존 단말SW의 대응되는 부분에서 skad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의 리턴

값에 대해 적절한 처리 루틴을 구현하는 것과, 그 MAS(650)가 요구하는 skmas 함수를 구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MAS 모듈 소스 : 상기 MAS 모듈(650)의 포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소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skad.h SK-AD 공용 헤더파일

skad.c skad 라이브러리 (skad_ Layer)

scheduler.c SK-MAS 스케줄러 루틴

skmas.c skmas 더미 함수 소스 (skmas_ Layer : 제조사 구현해야 하는 부분)

2) 메모리 요구사항

SK-AD서비스를 위해 단말은 상기 MAS(650)를 탑재해야 하며, 광고미디어 저장공간(631) 및 스케줄링 데이터 저장

공간(633), 광고미디어정보를 저장할 공간(632), 그리고 로그데이터 저장공간(634)를 포함하는 상기 저장부(630)를 

확보하여야 한다. SK-AD 서비스 기능의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 저장 공간도 상 기 저장부(630)를 통해 확

보되어야 한다.

상기 MAS(650)의 실행메모리로는 그 MAS(650)구동시 상기 저장부(630)에 저장된 스케쥴링데이타와 로그데이타, 

미디어정보데이타등을 읽어 스케쥴링하고 값을 변경하는 등의 실행을 위해 일정크기의 램(RAM)이 필요하다.

스케줄링 데이터 저장공간으로서의 스케줄링 버퍼(634)는 광고가 노출될 7개(TCM-2와 MPEG4는 9가지)의 상태 

화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배열인 비휘발성 롬(NV-ROM)으로 구성된다. 배열의 각 원소는 해당 화면상태에서 노출

될 최대 3개의 광고정보를 가지며, 광고정보에는 최대 24개의 시간대별 노출정보가 저장된다.

스케줄링 정보(또는 노출 조건 정보라 함)는 상기 GVM(620)을 통하여 상기 스케줄링 버퍼(634)에 저장되며, 상기 M

AS(650)는 그 버퍼(634)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서 스케줄링 한다. 변화된 스케줄링 정보는 다시 상기 MAS(650)에 의

해 수정된다.

광고미디어 저장공간으로서의 광고 미디어 버퍼(631)는 광고미디어(또는 광고 데이터나 광고 컨텐츠라 칭함)(SIS, T

CM-2, MPEG4)가 저장될 비휘발성 롬으로 구성된다. 단말기(10)는 SK-AD 서비스를 활성화시켰을 경우 광고 전용

메모리를 사용한다. TCM-2는 기존 메모리 공간을 일부 광고용으로 사용하므로, 광고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는 SK-AD 서비스 신청시 단말기는 이를 검색하여 삭제하여 광고전용메모리를 확보하고 SK-AD 서비스를 활성화한

다. 광고미디어는 상기 GVM(620)을 통하여 그 버퍼(631)에 저장되며 상기 MAS(650)는 이 정보를 읽는다.

로그데이터 저장공간으로서의 로그 버퍼(634)는 복수개의 광고에 대한 로그 정보가 저장될 비휘발성 롬으로 구성된

다. 로그정보는 새로운 SK-AD 서비스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WAP을 통해 상기 광고 서버(110)에 전달되고, 

초기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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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그정보는 상기 GVM(620)에 의해서 초기화되고 상기 MAS(650)에 의해서 업로드되며 단말은 skad 라이브러리

의 함수를 호출하여 이 정보를 읽어서 WAP으로 업로드시킨다.

광고미디어 정보 저장 공간으로서의 광고미디어정보 버퍼(631)는 광고미디어(컨텐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비휘발성 롬으로 구성된다. 특정 광고미디어의 정보는 상기 GVM(620)을 통하여 초기화되어 그 버퍼(631)에 저장되

며 상기 MAS(650)는 스케쥴링시 이 정보를 이용하고 업데이트한다.

상술된 마스터 플래그는 SK-AD 서비스 기능 동작을 나타내는 NV-ROM에 저장되는 시스템 변수이다. 이 값은 단말

에 의해 세팅되고 리셋된다. 단말은 skad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여 이 플래그를 액세스(Access)한다.

3) 상기 MAS(650)의 실행시 요구되는 램은 3.2K이며 이 RAM에 저장되는 시스템 변수는 없다.

4) NV-ROM에 저장되는 시스템 변수

상기 MAS(650)의 운용을 위해 시스템 변수가 NV-ROM에 유지된다. 이 변수들은 위에서 설명한 5가지종류의 NV-

ROM 즉, 스케쥴링데이타버퍼(633), 로그데이타버퍼(634), 광고미디어정보버퍼(632), 광고미디어버퍼(631), 마스터 

플래그에 저장될 상기 MAS(650)를 위한 정보이다. 이 변수들은, 광고서비스가 인에이블/디스에이블되고, 새로운 광

고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광고노출을 위한 스케쥴링을 하는 등의 상기 MAS(650) 호출과정에서 참조되고 업데이트

된다.

각각의 NV-ROM에 따른 시스템 변수는 다음과 같다.

4-1) 스케쥴링 데이터 버퍼(633)에는 광고가 노출되어야할 각각의 화면(state)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스트럭쳐(st

ructure)인 스테이트엔터티(StateEntity)가 최대 9개(SIS서비스만 할경우 7개) 저장된다. StateEntity structure의 

필드는 다음과 같다.

스케쥴링 NV Item 의 미

BYTE isValid; 유효한지의 여부

BYTE nextRollingAdNode; 다음 노출될 광고

AdNode adNodeSet[MAX_AD_NODE];
이 화면(state)에 노출될 광고들

MAX_AD_NODE : 화면당 노출가능 광고수

StateEntity는 하나의 광고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AdNode structure를 포함하고있다. AdNode structure

의 필드는 다음과 같다.

스케쥴링 NV Item 의 미

INT2 adID 광고 ID

BYTE isValid ; 유효한지의 여부

BYTE adDBIdx; 미디어버퍼 저장위치

BYTE mediaType; 미디어타입

INT2 endY, BYTE endM, endD Expire Year, MM, DD

TimeTable rollingTable 스케쥴링 시간정보

AdNode는 스케쥴링을 위한 시간정보를 가지고있는 TimeTable structure를 포함하고있다. TimeTable structure의

필드는 다음과 같다.

스케쥴링 NV Item 의 미

INT2 hitY, BYTE hitM, hitD 스케쥴링을 위한 시간정보

TimeNode timeNodeSet[MAX_TIME_NODE];
노출시간 정보

MAX_TIME_NODE : 최대 노출시간조건 수(24개)

노출될 시간정보는 TimeTable structure안의 TimeNode Structure에 저장된다.

스케쥴링 NV Item 의 미

BYTE startH, endH 광고노출 시간조건(시작시간, 끝시간)

BYTE curHit; BYTE maxHit; 광고노출횟수(현재노출수, 최대노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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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로그데이타버퍼(634)에는 특정 광고의 노출정보를 저장한 structure인 LogEntity 가 최대 15개(SIS서비스만 

할경우 13개) 저장된다LogEntity structure의 필드는 다음과 같다.

로그 NV Item 의 미

INT2 adID 광고ID

BYTE rollingState 광고의 노출화면

INT2 totalCurHi; 누적노출수

4-3) 광고미디어버퍼(631)에는 미디어타입에 따라 각각의 광고미디어를 저장하는 structure인 AdSIS, AdTCM2, A

dMPEG4 가 최대광고미디어저장갯수만큼 유지된다. AdSIS, AdTCM2, AdMPEG4 structure의 필드는 다음과 같다.

광고미디어타입별 NV Item 의 미

BYTE adSIS[MAX_SIS_SIZE]; SIS를 위한 저장공간, MAX_SIS_SIZE(예) : 10K

BYTE adTCM2[MAX_TCM2_SIZE]; TCM2를 위한 저장공간, MAX_TCM2_SIZE(예) : 100K

BYTE adMPEG4[MAX_MPEG4_SIZE] MPEG4를 위한 저장공간, MAX_MPEG4_SIZE(예) : 50K

4-4) 광고미디어정보 버퍼(632)에는 광고미디어에 대한 정보인 MDBInfoNode가 미디어타입갯수만큼 유지된다. M

DBInfoNode structure의 필드는 다음과 같다.

광고미디어정보 NV Item 의 미

BYTE countInfo [MAX_AD_STATE * MAX_AD_NODE];

광고미디어에 대한 정보

MAX_AD_STATE : 노출화면(state)수

MAX_AD_NODE : 화면당 노출가능 광고수

4-5) SK-AD 마스터 플래그 : SK-AD 서비스 기능의 동작을 나타내는 마스터 플래그 필드는 다음과같다.

Global Flag NV Item 의 미

BYTE skad_MasterFlag; SK-AD 기능 동작여부

5) skad 라이브러리 호출 (skad_ Layer)에 대하여 설명한다.

SK-MAS 포팅 과정중 skad 라이브러리 호출은 기존의 단말SW인 SMS, WAP Browser ,GVM그리고 7가지 상태(St

ate)에서의 MMI(640)가 SK-AD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읽거나 쓸 때 적절한 시점에서 skad_ Layer의 API들

을 불러주는 과정이다.

이 함수들은 모두 skad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므로 단말은 해당 시점에 이를 호출하면 된다.

다음은 skad_ Layer에 있는 API들이다.

5-1) skad_Scheduler(state,mediaType) : 단말이 특정 상태가 되었을 때 노출광고와 광고미디어 타입이 무엇인지 

문의(Query)하기 위해 호출한다.

5-2) skad_GetLogParam(str) : 단말이 로그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 호출한다.

5-3) skad_SetSkAd(sw) : 단말이 SK-AD 서비스 기능동작 설정(해지)을 위해 호출한다.

5-4) int skad_GetSkAd() : 단말이 SK-AD 기능동작 설정(해지)여부를 체크하기위해 호출한다.

5-5) skad_SetClear() : 단말이 SK-AD 기능의 동작을 설정했을 때 SK-AD 서비스 관련 버퍼(NV-ROM)(631-634)

들을 초기화하기 위해 호출한다.

5-6) skad_Set(Get)AdInfo(index, stateInfo) : GVM(620)이 광고 화면노출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호출한다.

5-7) skad_SetAdMedia(index,mediaType,media,size) : GVM(620)이 광고 미디어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호출한

다.

5-8) skad_Set(Get)AdLog(index, log) : GVM(620)이 광고 로그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위해 호출한다.

5-9) skad_Set(Get)AdMDBInfo(index,countInfo) : GVM(620)이 광고 미디어정보를 초기화하기 위해 호출한다.

skad_ Layer에 있는 함수의 자세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5-10) skad_Scheduler(state, mediaType) : skad_ Layer의 가장 핵심부분은 MMI(640)가 7종류(TCM-2, MPEG4

의 경우 9종류)의 광고 노출 시점에 광고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광고 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하는데 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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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정의된 7종류(TCM-2, MPEG4의 경우 9종류)의 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광고 미디어를 재생한다. (

예제: SIS기준)

기존의 MMI

ENTRANCE: // 특정 모드 진입

selectMedia = GetCurrentSIS(state); // 그림친구 확인

if (selectMedia is valid)

PlaySIS(selectMedia); // 그림친구 재생

Else

PlayDefaultAnimation(mode); // 단말기 기본설정

SK-AD적용

ENTRANCE: // 특정 모드 진입

selectMedia = skad_Scheduler(state,mediaType);// SK-MAS 확인

if (mediaType is SIS){

if(selectMedia is Valid)

PlaySIS(selectMedia); // 광고 재생

else {

selectMedia = GetCurrentSIS(mode); // 그림친구 확인

if (selectMedia is valid)

PlaySIS(selectMedia); // 그림친구 재생

Else

PlayDefaultAnimation(mode); // 단말기 기본설정

}

}

Function BYTE * skad_Scheduler(int state, int *mediaType)

Return Value
BYTE * :SK-MAS에 의해 선택된 광고 미디어

만일 적절한 광고를 찾지 못한 경우 각각 NULL을 리턴한다.

Int state

Int *mediaTyp

e

state : 현재의 state(화면)

mediaType : SK-MAS에 의해 선택된 광고의 미디어 타입으로 MMI는 호출시 이 변수를 위한 메

모리를 할당해서 넘겨주어야 한다. 만일 적절한 광고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0xFF가 된다.

Description:

노출할 광고미디어와 그 타입을 리턴한다.

MMI는 이 함수를 호출하여 현재의 State에서 노출할 광고 미디어와 그 타입을 얻어낸다.

state는 현재의 state(화면)를 의미하는 define된 상수로 아래 표를 참조한다. mediaType은 3가지

종류의 미디어를 식별하기 위해 define된 상수이며 아래 표를 참조한다.

MediaType 상수값

SIS #define SKAD_SIS

MPEG4 #define SKAD_MPEG4

TCM-2 #define SKAD_TCM2

State (화면) 광고 동작

#define SKAD_PWRO

N

단말기를 켜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define SKAD_PWRO

FF

단말기를 끄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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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SKAD_SEND

SMS

SMS를 발송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define SKAD_IDLE
폴더를 펴거나 대기모드를 시작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출력한다. SK-M

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SIS/TCM2/MPEG4를 재생한다..

#define SKAD_WAPC

ON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단말은 재생되는 화면 하단에 무선인터넷접속중임을 표시하기 위한 기존 soft icon영역 확

보

#define SKAD_WAP

REL

무선인터넷에 접속을 종료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일, SK-M

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단말은 재생되는 화면 하단에 무선인터넷종료중임을 표시하기 위한 기존 soft icon영역 확보

.

#define SKAD_PAG

ING

착신한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출력한다.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SIS/MPEG4를 재생한다..

사용자가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사용중이라면 단말은 재생되는 화면 하단에 발신자 번호

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번호표시는 화면 하단 10%이내로 제한)

#define

SKAD_DL

TCM-2, MPEG4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

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단말은 재생되는 화면 하단(화면 하단 10%이내로 제한)에 MPEG4 다운로드중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define

SKAD_BUFF

TCM-2, MPEG4 데이터를 버퍼링 하는 경우 SK-MAS가 지정한 광고를 반복 출력한다. 만

일, SK-MAS가 지정한 광고가 없는 경우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화면을 재생한다.

단말은 재생되는 화면 하단(화면 하단 10%이내로 제한)에 MPEG4 버퍼링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11) skad_GetLogParam(str)

Function void skad_GetLogParam(char *str );

Return Va

lue
Void

char *str

광고 노출 기록 문자열. 최대 75bytes 이내의 길이를 갖는다. str은 함수 내부에서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으므로 함수 호출시 75bytes 크기의 char array를 사용해서 함수파라미터로 넘겨주어야 한다..

이 문자열에 저장될 로그데이타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로그데이타 = (화면ID + 광고의 ID +실제노출된 횟수 총합)

-화면 ID(1Byte): 노출될 화면(State)을 표시하는 define된 상수

-광고ID (2Bytes): 다운로드받을 때 저장한 광고 식별자

-노출된 횟수총합(2Bytes): 누적노출횟수

하나의 광고를 위한 로그데이타는 5Bytes의 길이를 가지고 최대 15개의 광고가 존재하므로, str의 길

이는 75Bytes이다.

Description: 현재까지 누적된 광고 노출 기록을 문자열 형태로 알려준다.

단말은 광고노출회수에 대한 로그정보를 광고서버에 업로드하기 위해 이 함수를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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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수로 얻어낸 로그정보는 단말이SK-AD용 SMS를 수신한 후 WAP에 접속하기 위한 URL을 구

성하는데 쓰인다.

이 함수가 호출된 후에도 광고 노출 기록은 계속 누적되며 새로운 광고를 받았을 경우에만 0으로 초

기화 된다

5-12) skad_SetSkAd(sw)

function void skad_SetSkAd(sw)

Return Value Void

Int sw
SK-AD기능동작을 설정/해지를 결정하는 값

Sw=1: SK-AD서비스 설정, sw=0: SK-AD 서비스 해제

Description:

SK-AD 기능을 단말에서 Enable/Disable시킨다.

단말은 이 함수를 호출하여 고객이 SK-AD를 신청(해지)했을 때 단말내의 SK-AD 기능 동작을 설

정(해지) 한다.

(참고: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skmas_SetSkAd(sw)를 호출하여 NV-ROM에 설정된SK-AD의 기능

동작을 나타내는 Master Flag를 set/reset시킨다.)

5-13) skad_GetSkAd()

Function Int skad_GetSkAd();

Return Value

단말의 SK-AD기능동작 여부를 알려주는 값

값이 1 이면 단말은 현재 광고서비스 중

값이 0이면 단말은 현재 광고서비스 안하고 있음.

Description:

SK-AD 기능동작여부를 체크한다.

단말은 이 함수를 호출하여 고객이 SK-AD를 신청(해지)했을 때 신청(해지)의 중복여부 를 판단하

고 광고다운로드시 SK-AD 기능동 작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skmas_GetSkAd()를 호출하여 NV-ROM에 설정된SK-AD의 기능동

작을 나타내는 Master Flag 값을 얻어낸다.)

5-14) skad_SetClear()

Function Void skad_SetClear();

Return Value Void

Description:
SK-AD 기능 동작설정 후 각 광고관련 NV-ROM을 초기화시키기 위하여 호출해주어야 하는 함수

(참고: 이 함수는 NV-ROM 각 데이터 버퍼를 0으로 초기화하고 광고미디어(SIS, TCM-2, MPEG4)

버퍼는 모두 NULL로 초기화한다.)

5-15) skad_Set(Get)AdInfo(index, stateInfo)

Function Void skad_Set(Get)AdInfo(int index, StateEntity *stateInfo);

Return Value Void

State

stateInfo

Index : 스케쥴링 버퍼인덱스

stateInfo : Set인경우 광고의 화면노출정보를 저장한 structure의포인터, Get인경우 현재 NV에 저

장된 화면노출정보를 얻어낼 structure의포인터로서 Get인경우 GVM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stateI

nfo는 sizeof(StateEntity)크기만큼 GVM에서 메모리를 할당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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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스케쥴링버퍼의index위치에 있는 화면노출정보를 읽거나/쓴다. (Get/Set).

GVM은 이 함수를 호출하여 다운로드받은 화면노출정보를 스케쥴링버퍼에 저장한다.

Index는 0에서 (MAX_AD_STATE - 1)까지의 값을가진다

5-16) skad_SetAdMedia(index,mediaType, media,size)

Function Void skad_SetAdMedia(int index, int mediaType, char *media, int size)

Return Value Void

Index

mediaType

media

Size

index : 광고미디어 버퍼의 인덱스

mediaType : 저장할 광고미디어의 타입

media : 저장할 광고미디어

size : 저장할 광고미디어 크기

Description:

광고미디어를 광고미디어버퍼의 index위치에 size크기만큼 저장한다.

GVM은 이 함수를 호출하여 다운로드받은 광고 컨텐츠에 포함된 광고미디어를 타입에 따라 미디어

버퍼에 저장한다.

size 최대값은 각 타입별 광고미디어의 최대사이즈이다.

mediaType은 4가지종류의 미디어를 식별하기 위해 define된 상수이다 (SKAD_SIS, SKAD_MPEG

4, SKAD_TCM2)

index 는 미디어의 타입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다르다.

미디어타입

미디어버퍼의 Index값

광고미디어최대사이즈(예)

SKAD_SIS

0~ 13

10K

SKAD_MPEG4

0~ 9

50K

SKAD_TCM2

0~ 2

100K

5-17) skad_Set(Get)AdLog(index, log)

Function void skad_Set(Get)AdLog (int index, LogEntity *log)

Return Val

ue
Void

Index

Log

index : 광고로그 버퍼의 인덱스

log: Set인 경우 로그 정보를 저장한 structure의포인터, Get인 경우 현재 저장된 로그정보를 얻어낼 s

tructure의포인터로서 Get인 경우 GVM이 이 함수를 호출시 log는 sizeof(LogEntity)크기만큼 메모리

를 할당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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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광고로그버퍼의index위치에 있는 로그정보를 읽거나/쓴다. (Get/Set).

GVM은 이 함수를 호출하여 광고컨텐츠를 다운로드받았을 때 광고의 로그데이타를 초기화한다.

Index는 0에서 (MAX_ADLOG_DB -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5-18) skad_Set(Get)AdMDBInfo(index, MDBInfoNode *countInfo)

Function void skad_Set(Get)AdMDBInfo(int index, MDBInfoNode *countInfo)

Return Value Void

Index

countInfo

index : 광고미디어정보 버퍼의 인덱스

countInfo : Set인 경우 미디어 정보를 저장한 structure의포인터, Get인 경우 현재 저장된 미디어 

정보를 얻어낼 structure의포인터로서 Get인경우 countInfo는 sizeof(MDBInfoNode)크기만큼 GV

M이 메모리를 할당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어야 한다

Description:

광고미디어정보 버퍼의 index위치에 있는 미디어 정보를 읽거나/쓴다. (Get/Set).

GVM은 이 함수를 호출하여 광고컨텐츠를 다운로드받았을 때 광고미디어정보를 초기화한다.

Index는 0에서 (MAX_MDBINFO_DB - 1)까지의 값을가진다 .

6. skmas 함수(skmas_ Layer)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 MAS(650)의 포팅과정중 skmas 함수의 구현은 MAS(650)가 상기 저장부(630)에 광고미디어, 광고 스케쥴링 

정보 , 광고 로그정보, 광고미디어정보, 그리고 마스터 플래그를 읽고 쓰는 (Get/Set)함수에 대해서 직접 구현해야 한

다. 이 함수들을 구현하는데 참조하기 위한 더미소스(skmas.c)는 다음과 같다.

1) MasterFlag set/get함수:

skmas_SetSkAd(sw)

int skmas_GetSkAd();

2) 로그정보 set/get 함수:

skmas_SetAdLog(index, log);

skmas_GetAdLog(index, log)

3) 광고미디어 set/get함수:

skmas_SetAdMedia(index, mediaType, media, size);

media = skmas_GetAdMedia(index, mediaType);

4) 화면노출정보 set/get함수

skmas_SetAdInfo(index, stateInfo);

skmas_GetAdInfo(index, stateInfo);

5) 미디어정보 set/get함수

skmas_SetAdMDBInfo(index, countInfo);

skmas_GetAdMDBInfo(index, countInfo);

상기 함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Function Void skmas_SetSkAd(int sw);

Return Value Void

Description:
NV-ROM으로 잡혀진skad_MasterFlag에 sw값을 지정한다.

(참고: 단말이 호출해주어야 할 skad_ Layer 의 라이브러리 함수인skad_SetSkAd(sw)는 내부적으
로 이 함수를 호출한다. ( 3.7.3 skad라이브러리호출 참조))

skmas_GetSkAd()

Function Int skmas_GetSkAd();

Return Value

단말의 SK-AD기능동작 여부를 알려주는 값

값이 1 이면 단말은 현재 광고서비스 중

값이 0이면 단말은 현재 광고서비스 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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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K-AD 기능동작여부를 체크한다.

고객이 SK-AD를 신청(해지)했을 때 신청(해지)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고 광고 다운로드시 SK-AD기

능동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말이 호출하는 skad_GetSkad()는 내부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한다.

Function Void skmas_SetAdLog(int index, LogEntity * log)

Return Value Void

Index

Log

Index : 광고로그 버퍼의 인덱스

log : 업데이트할 로그정보를 저장한 structure의포인터

Description:

광고로그버퍼의index위치에 로그 정보를 저장한다.

SK-MAS는 이 함수를 호출하여 광고로그버퍼의index번째에 로그정보를 저장한다.

Index는 0에서 (MAX_ADLOG_DB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Function Void skmas_GetAdLog(int index, LogEntity* log)

Return Value Void

Index

Log

Index : 광고로그버퍼의 인덱스

log : 현재의 로그정보를 얻어낼 structure의포인터로서 SK-MAS가 sizeof(LogEntity)크기만큼 메

모리를 할당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므로 구현시 함수내부에서 이를 위해 따로 할당할 필요가 없다.

Description:

광고로그버퍼의index위치에 있는 로그 정보를 읽는다.

SK-MAS는 이 함수를 호출하여 광고로그버퍼의index번째에있는 현재의 로그정보를 읽는다.

Index는 0에서 (MAX_ADLOG_DB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Function Void skmas_SetAdInfo(int index, StateEntity *stateInfo)

Return Value Void

index

stateInfo

Index : 광고스케쥴링 버퍼 인덱스

stateInfo : 업데이트할 화면노출정보를 저장한 structure의포인터

Description:

스케쥴링버퍼의index위치에 화면노출정보를 저장한다.

SK-MAS는 이 함수를 호출하여 스케쥴링버퍼의index번째에 화면노출정보를 저장한다.

Index는 0에서 (MAX_AD_STATE - 1)까지의 값을가진다 .

Function Void skmas_GetAdInfo(int index, StateEntity *stateInfo)

Return Value Void

index

stateInfo

index : 광고스케쥴링 버퍼 인덱스

stateInfo : index번째에 저장된 현재의 화면노출정보를 읽어낼 structure의 포인터로서SK-MA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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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of(StateEntity)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므로 구현시 함수내부에서 이를

위해 따로 할당할 필요가 없다.

Description:

스케쥴링버퍼의index위치에 있는 화면노출정보를 읽는다.

SK-MAS는 이 함수를 호출하여 스케쥴링버퍼의index번째에있는 현재의 화면노출정보를 읽는다

Index는 0에서 (MAX_AD_STATE - 1)까지의 값을가진다 .

Function Void skmas_SetAdMedia(int index, int mediaType, char *media, int size)

Return Value Void

Index

mediaType

media

Size

index : 광고미디어 버퍼의 인덱스

mediaType : 저장할 광고미디어의 타입

media : 저장할 광고 미디어

size :광고 미디어 크기

Description

광고미디어를 광고미디어 버퍼(NV-ROM)의 index 위치에 size 크기만큼 저장한다.

SK-MAS는 이 함수를 호출하여 광고미디어를 광고미디어 버퍼에 저장한다.

Size 최대값은 각 타입별 광고미디어의 최대사이즈이다.

mediaType은 3가지 종류의 미디어를 식별하기 위해 define된 상수이다.(SKAD_SIS, SKAD_MPEG

4, SKAD_TCM2)

index는 미디어의 타입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다르다.

미디어타입

미디어버퍼의 index값

광고미디어 최대사이즈(예)

SKAD_SIS

0~13

10K

SKAD_MPEG4

0~9

50K

SKAD_TCM2

0~2

100K

Function char* skmas_GetAdMedia(int index, int mediaType);

Return Valu

e
광고미디어

Index

mediaType

index : 광고미디어 버퍼의 인덱스

mediaType : 얻어낼 광고미디어의 타입으로 이 변수는 SK-MAS에서 메모리를 할당하여 파라미터

로 넘겨주므로 구현시 함수내부에서 이를위해 따로 할당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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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광고미디어 버퍼 (NV-ROM)의 Index 위치에 있는 광고미디어를 얻는다.

SK-MAS는 이 함수를 호출하여 저장된 광고미디어와 그 타입을 얻는다.

mediaType은 3가지 종류의 미디어를 식별하기 위해 define된 상수이다 (SKAD_SIS, SKAD_MPEG

4, SKAD_TCM2)

index 는 미디어의 타입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다르다.

미디어타입

가능한 미디어버퍼의 Index(예)

SKAD_SIS

0~ 13

SKAD_MPEG4

0~ 9

SKAD_TCM2

0~ 2

Function Void skmas_SetAdMDBInfo(index, MDBInfoNode *countInfo)

Return Value Void

Index

countInfo

index : 광고미디어정보 버퍼의 인덱스

countInfo : 업데이트할 광고미디어정보를 저장한 structure의 포인터

Description:

광고미디어정보 버퍼의 index위치에 광고미디어정보를 저장한다.

SK-MAS는 이 함수를 호출하여 광고미디어정보 버퍼의 index번째에 광고미디어정보를 저장한다.

Index는 0에서 (MAX_MDBINFO_DB -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Function void skmas_GetAdMDBInfo(index, MDBInfoNode *countInfo)

Return Value Void

Index

countInfo

index : 광고미디어정보 버퍼의 인덱스

countInfo : index번째에 저장된 현재의 광고미디어정보를 읽어낼 structure의 포인터로서SK-MAS

가 sizeof(MDBInfoNode)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므로 구현시 함수내부에서

이를위해 따로 할당할 필요가 없다.

Description:

광고미디어정보버퍼의 index위치에 있는 광고미디어정보를 읽는다.

SK-MAS는 이 함수를 호출하여 광고미디어정보버퍼의 index번째에 있는 현재의 광고미디어정보를

읽는다

Index는 0에서 (MAX_MDBINFO_DB -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어 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주체가되어 고객의 단

말기 조작없이 자동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운로드 시켜주고, 그 다운로드된 컨텐츠의 노출 화면 및 노출 조건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컨텐츠의 실제 노출 횟수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에 응용되어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여 능동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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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그 광고 효과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효과가 창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망에서의 왑 푸시 방식에 의하여 서버로부터 특정 및/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동 단말기에게로 멀티미디어 컨

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다운로드시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그 컨텐츠에 대한 구분자(ID), 사건 명, 

노출 시간 간격, 시간 간격별 노출 횟수 및 노출 기간에 대한 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진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노출 조건 정보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시 그 노출 조건에 따라 상기 다운로드된 컨텐츠를 

실행하여 노출하는 제 2 단계;

상기 다운로드를 위한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서버로의 접속시, 상기 노출된 컨텐츠에 대한 노출 이력 정보를 

상기 서버로 업로드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

스 제공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건 명은 단말기 전원 켜기, 단말기 전원 끄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발신, 호 수신, 무선 인터넷 접속, 무선 인터

넷 접속 해제, 대기 상태, 다운로드 화면 상태 및/또는 버퍼링 화면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

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 조건 정보는 단일의 사건에 대하여 복수개의 컨텐츠를 순환 노출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의 실행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해당 모드 설정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7.
무선 인터넷 가능한 이동 단말기에 있어서,

왑 푸시 방식에 의해 수신된 접속 정보를 근거로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그 컨텐츠에 

대한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하는 다운로드 수단;

상기 다운로드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노출 조건 정보를 각기 분리 저장하고, 상기 노출된 컨텐츠에 대한 노출 이력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

해당 이동 단말기의 조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건을 실시간 감시하는 감시 수단;

상기 감시 결과 및 상기 저장된 노출 조건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발생된 사건에 대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노출

일정을 수립하는 일정 수립 수단; 및

상기 수립된 일정에 따라 상기 저장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실행하여 노출하는 컨텐츠 실행 수단을 포함하여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 수단은 심플 이미지 서버스(Simple Image Service : SIS) 기반, 엠펙(MPEG) 기반, 티씨엠-2(TCM-2

) 기반 및/또는 3차원(3D) 기반 형태의 컨텐츠를 각기 또는 결합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 수단은 상기 각종 형태의 컨텐츠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 말기의 제어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실행 수단은, 상기 SIS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SIS 플레이어, 상기 MPEG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엠펙

플레이어, 상기 TCM-2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TCM-2 플레이어 및/또는 상기 3D 기반 컨텐츠를 실행하는 3D 플

레이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장치.

청구항 11.



등록특허  10-0424449

- 27 -

삭제

청구항 12.
무선 인터넷 가능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왑 푸시 방식에 의해 수신된 접속 정보를 근거로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그 컨텐츠에 

대한 노출 조건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하는 제 1 단계;

상기 다운로드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노출 조건 정보를 각기 분리 저장하는 제 2 단계;

해당 이동 단말기의 조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건을 실시간 감시하는 제 3 단계;

상기 감시 결과 및 상기 저장된 노출 조건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발생된 사건에 대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노출

일정을 수립하는 제 4 단계;

상기 수립된 일정에 따라 상기 저장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실행하여 노출하는 제 5 단계;

상기 노출된 컨텐츠에 대한 노출 이력 정보를 저장하는 제 6 단계; 및

상기 저장된 노출 이력 정보를 상기 서버에 제공하는 제 7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7 단계는 상기 제 1 단계에서의 상기 서버로의 접속시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

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정보는 단문 메시지 형태로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접속 정보의 수신시 해당 서비스 모드의 설정 상태 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상기 판

단 결과에 따라 이후의 과정을 선택적으로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제

어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모드의 설정은,

단문 메시지를 통해 수신된 서비스 신청 또는 해지를 위한 접속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로부터의 서비스 신청 또는 해지에 대한 메시지 수신에 근거하여 상기 서비스 모드를 온 또는 오프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모드의 설정은,

사용자에 조작에 따라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요청에 근거한 상기 서버로부터의 서비스 신청 또는 해지에 대한 메시지 수신에 근거하여 상기 서비스 모드를 

온 또는 오프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 단말기의 제어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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