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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고주들 및 개별 웹사이트운영자들(또는 출판인들)간에 복수개의 인터넷광고물들을 인터넷을 통해 중개하는 광고중개 
호스트이다. 호스트는 각각의 인터넷광고물과 대응하는 식별자, 웹사이트운영자에 대응하는 식별자 및 광고성과를 저장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광고중개 호스트는 광고주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웹사이트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로 인터넷광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인터넷광고물들 및 대응하는 광고안내정보를 개시하는 웹페이지
들을 제공한다. 이 웹페이지들은 각각의 인터넷광고물을 대응하는 웹사이트운영자식별자 및 광고물번호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인터넷광고물이 게재되는 웹사이트운영자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인터넷광고물을 선택함
에 의해 생성되는 광고성과는 광고중개 호스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웹사이트운영자는 광고주에 상관없이 자신
의 사이트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광고성과에 대한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고, 광고주는 자신의 광고물을 게재한 출판인에 
상관없이 광고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본 발명은 방문객이 적은 웹사이트의 운영자라도 광고주에게 일일이 승
인을 받지 않고서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광고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고비의 창구가 광고중
개 호스트로 일원화되므로, 수많은 광고주들과 웹사이트운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광고를 요청하거나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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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신을 통한 광고 중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도 2는 도 1의 중개호스트에서 웹사이트운영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10M : 광고주컴퓨터 20 : 인터넷

30 : 애드파인드호스트 32 : 데이터베이스

401 ∼40N : 출판인컴퓨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중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중개하기 위한 방법 및 그 
호스트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광고 시장이 무르익어 가는 요즈음에도, 광고주(advertiser) 즉, 자사의 광고물을 출판인의 사이트에 올린 대가
로 금전을 지불하는 자와 출판인(publisher) 즉,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하고 대가로 금전
을 수수하는 자 사이의 중개시스템의 미비로 인터넷광고의 중개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인터넷광고의 중개는 거의 모두가 사람의 손을 거쳐서 광고주와 출판인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때문에 광고중개의 
성사 건수가 한정되어 있다. 수백만의 사이트들과 거기에 광고를 하고 싶은 수많은 광고주들을 엮어 주기에는 중개자들
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그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한 달의 예상 광고수입
이 모두 합쳐서, 예를 들어 10만원이라면 어느 중개자/광고주도 거들떠보지 않은 것이 자명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소규모 웹사이트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소규모의 웹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웹사이트운영자들(또는 출판인들)
에게도 광고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인터넷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중개 호스트상에 게제된 광고주의 광고물을 광고주의 사전 허락없이 
웹사이트운영자 자신의 웹사이트로 가져가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웹사이트운영자는 광고주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이트
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광고성과에 대한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고, 광고주는 자신의 광고물을 게재한 출판인에 상관없이 
광고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인터넷 광고를 중개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중개 호스트상에 게제된 광고주의 광고물을 광고주
의 사전 허락없이 웹사이트운영자 자신의 웹사이트로 가져가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웹사이트운영자는 광고주에 상관
없이 자신의 사이트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광고성과에 대한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고, 광고주는 자신의 광고물을 게재한 
출판인에 상관없이 광고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인터넷 광고를 중개하는 호스트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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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적어도 하나의 광고주 및 적어도 하나의 웹사이트운영자(광고
출판인)간에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광고물을 중개하기 위한 방법은,

(a) 광고주 또는 호스트운영자가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광고물을 개시하여, 웹사이트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로 인터
넷광고물을 가져갈 수 있는 광고중개 호스트를 제공하는 단계;

(b) 광고주로부터의 사전승인없이 웹사이트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광고물을 게재하는 단계
; 및

(c) 웹사이트운영자의 웹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인터넷광고물이 선택됨에 의해 생성되는 광고성과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광고성과는 광고중개 호스트 또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광고성과는 광고중개 호
스트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광고주 및 적어도 하나의 웹사이트운영자(광고출판인)간에 적어
도 하나의 인터넷광고물을 중개하기 위한 광고중개 호스트는, 각각의 인터넷광고물과 그에 대응하는 웹사이트운영자식
별자 및 광고성과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광고중개 호스트는, 광고주 또는 호스트운영자가 상기 인터넷광고물을 게재하고 광고주로부터의 사전승인없이 웹
사이트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로 인터넷광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의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웹사이
트운영자의 웹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인터넷광고물이 선택됨에 의해 생성되는 광고성과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개의 인터넷광고물들의 경우, 각각의 인터넷광고물 및 대응하는 광고성과는 웹사이트운영자식별자 및 광고물번호
에 의해 식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중개 호스트는 각각의 인터넷광고물을 대응하는 웹사이트운영자식별자 및 광고물번호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전술한 출판인(웹사이트운영자)식별자는 광고중개 호스트에서 지정되거나, 또는 출판인의 도메인주소 
또는 IP주소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구현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개개의 웹사이트운영자 및 전술의 출판인 양자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중개 호스
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간편함을 위해, 이하의 설명에서는, 웹사
이트운영자 및 출판인 양자를 대표하여 출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광고 중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에서, 참조번호 10 1 ∼
10M 은 광고주의 컴퓨터들이다. 20은 인터넷, 30은 광고중개 호스트, 32는 광고중개 호스트 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401 ∼40N 은 출판인의 컴퓨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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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개 호스트(30)는 광고주컴퓨터(101 , 102 , ..., 10 M ) 및 출판인컴퓨터 (40 1 , 402 , ..., 40 N )간에 인터넷광고물
들을 중개하기 위한 것이다. 광고중개 호스트(30)는 광고주 또는 광고주들이 인터넷(20)을 통해 광고물(들)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출판인 또는 출판인들이 호스트(30)의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에 올려진 광고물(들)을 인터넷(20)을 
통해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광고할 수 있게 한다. 이 광고중개 호스트(30)는 다른 통신수단을 통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물(들)을 수신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광고중개 호스트(30)와 출판인컴퓨터(40 1 , 402 , ..., 또는 40 N )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광고에 관련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은,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30)가 광고주컴퓨터(10 1 , 10

2 , ..., 또는 10 M )와 출판인컴퓨터 (401 , 402 , ..., 또는 40 N )간에 인터넷광고를 중개할 수 있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광고중개 호스트(30)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32)는 광고중개 서비스에 관련한 정보, 
즉 광고주들에 관련한 정보, 출판인들에 관련한 정보, 광고물들에 관련한 정보 및 광고성과에 관련한 정보 등을 저장하
기 위한 테이블들(또는 서브데이터베이스들)을 포함한다. 광고주에 관련한 정보는 광고주정보(예, 회사,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광고주식별자, 그리고 광고비결제를 위한 정보 등을 포함할 것이다. 광고비 총계를 위한 정보를 더 추
가할 수도 있다. 출판인에 관련한 정보는 출판인정보(예, 회사,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출판인식별자, 은행계좌
번호, 그리고 광고비정산을 위한 정보(이것도 경우에 따라 별도로 계산 가능함) 등을 포함할 것이다. 광고물에 관련한 
정보는 광고물 그 자체(또는 광고물의 URL), 광고물의 타겟URL(Uniform Resource Locator), 광고안내정보, 광고
물번호 및 광고주식별자 등을 포함할 것이다. 여기서 광고물의 타겟URL은 광고주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위한 
웹사이트에서의 해당 광고물에 관련한 URL이다. 광고성과에 관한 정보는 광고물번호, 출판인식별자와 광고노출횟수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광고물은 이미지배너(banner)를 포함한 영상, 음향, 텍스트, 또는 이것들 모두 다로 구성
된 것일 수 있다. 광고안내정보는 광고물의 광고단가, 광고유효기간 및 광고지역과 같은 광고조건들, 광고물의 종류 및 
설명, 그리고 ALT(Alternate Text) 등을 포함할 수 있다. ALT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서에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IMG(IMAGE) 태그의 속성으로서, 이미지 대신 보여주는 텍스트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광고성과는 광고비계산을 위한 광고노출카운트와 광고클릭카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우스의 클릭횟수의 
카운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전술한 광고주식별자 및 광고물번호는 광고중개 호스트(30)에서 자동으로 또는 이 호스
트의 운영자가 지정한다. 출판인식별자의 경우, 광고중개 호스트(30)에서 지정되거나, 또는 출판인의 도메인주소 또는 
IP주소('IPng' 또는 'IPv6'라고 하는 차세대 IP주소를 포함)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광고중개 호스트(30)는 광고주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미도시)를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인터넷(20)을 통해 광고주
가 광고물(또는 광고물들)을 광고중개 호스트(30)에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32)에 연동하는 
웹페이지(들)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웹페이지에 올려지는 광고주(들)에 관련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32)를 구
성하는 테이블들(또는 서브데이터베이스들)의 해당 영역에 곧바로 기록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광고중개 호스트(30)
는 한 광고주가 여러 개의 광고물들을 동시에 광고중개 호스트(30)에 올릴 수 있도록 구현된다. 이 경우, 인터페이스는 
광고주가 광고물을 구성하는 광고내용 및 광고안내정보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도록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고중개 호스트(30)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출판인들에게 광고물들을 알려주기 위한 출판인용 광고물들을 웹
페이지들을 통해 제공한다. 출판인용 광고물은 광고물에 관련한 정보 중에서 광고물 및 광고안내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출판인이 광고배너 또는 광고선택단추를 통해 임의의 출판인용 광고물을 선택하는 경우, 광고중개 호스트(30)는, 출판
인이 자신의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하는 HTML코드를 출판인의 컴퓨터에 제공한다. 이 HTML코드는 
광고물번호, 출판인식별자, 광고물의 이미지URL(또는 이미지파일) 및 타겟URL을 포함한다. HTML코드는 ALT를 위
한 문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HTML코드를 출판인의 컴퓨터에 제공하기 위해, 선택된 광고에 대응하는 HTML코드를 
파일의 형태로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법, 또는 광고가 선택되면 HTML코드를 가져가는 방법을 안내하
여 그에 따라 HTML코드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광고중개 호스트(30)는 출판인이 원하는 광고물들을 모두 선택한 이후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선택된 모든 광고물들을 
출판인에게 제공하도록 데이터베이스(32) 및 웹페이지들을 설계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설계는, 출판인이 여러 개의 광
고물들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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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개 호스트(30)는, 서로 관련된 광고물들에 출판인이 효율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판인용 웹페
이지들을 디렉토리방법에 따라 구성한다. 이러한 웹페이지의 예가 도 2에 보여졌다. 도 2에 보여진 웹페이지는 광고물 
및 광고안내정보를 갖는 두 개의 출판인용 광고물들(110, 120)을 보여준다. 디렉토리경로(101)인 "애드파인드홈 이
벤트 경품 회원가입"은 도 2의 광고물들이 디렉토리 경로에 의해 정해지는 종류(class)에 속하는 이벤트광고물들임을 
알려준다. 검색단추(103)는 야후 등과 같은 분류검색엔진(directory search engine)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에서의 
또는 디렉토리경로(101) 내에서의 검색을 제공한다. 광고중개 호스트(30)는 디렉토리 내에서 뿐 아니라, 광고물의 설
명이나 유효일, 가격 및 ALT의 내용 등에서 광범위하게 검색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광고중개 호스트(30)에 의해 제
공되는 이러한 검색기능을 실현하는 것은 이 기술의 당업자에게 명백하므로 그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참조번호 111 및 121은 출판인용 광고물들(110 및 120)의 광고이미지들, 즉 광고배너들이다. 113 및 123은 광고안
내정보이고, 115 및 125는 대응하는 광고물(110 및 120)을 선택하기 위한 광고선택단추이다. 도 2에 보여진 광고안
내정보에 있어서, "방문당 광고비지급"은 광고단가, "이벤트 기간"은 광고유효기간을 의미한다. ALT는 광고배너(111)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출판인컴퓨터(401 , 402 , ..., 또는 40 N )에 접속하는 사
용자에게 광고를 위한 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출판인이 자신의 컴퓨터(401 , 402 , ..., 또는 40 N )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광고중개 호스트(30)의 웹사이트를 방문
하는 경우, 광고중개 호스트(30)는 예를 들어 도 2에 보여진 것 같은 출판인용 광고물들을 출판인의 브라우저에 제공
한다. 따라서, 출판인들은 광고의 가격 뿐 아니라 배너의 적절성 등을 광고안내정보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에 해 광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너교환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개인/광고주의 일방적인 광고할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광고중개 호스트(30)가 도 2에 보여진 광고물(110)의 광고배너(111)가 선택되는 경우 출판인의 브라우저에 공급하
는 HTML코드의 예는 다음과 같다.

HTML코드의 예

< A HERF=http:adfind.co.kr/click.asp?banner="광고물번호"referee="출판인식별자"< IMG SRC=http://adfin
d.co.kr/show.asp?banner="광고물번호"referee="출판인식별자" BORDER=0 alt="10억을 잡아라"< /A

위의 HTML코드에서, http://adfind.co.kr/show.asp?banner="광고물번호" referee="출판인식별자" 는 배너의 이미
지 소스를 출판인 컴퓨터로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광고중개 호스트(30)는 데이터베이스(32)에 광고 선택을 기록한 
후 이미지를 출판인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출판인은 광고중개 호스트(30)가 자신의 컴퓨터로 공급하는 HTML코드를 자신의 웹페이지들에 적절히 배
치하는 것만으로, 인터넷 광고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출판인이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 출판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통해 
광고물이 노출이 되는 순간, 출판인의 컴퓨터는 선택된 광고물의 광고물번호 및 출판인식별자를 광고중개 호스트(30)
로 전달한다. 광고중개 호스트(30)는 광고물의 노출에 따른 광고성과를 데이터베이스 (32)에서 갱신한다. 출판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가 자신의 브라우저를 통해 광고물들 중의 하나를 마우스단추의 클릭 등을 통해 선택하면, 출
판인의 컴퓨터는 선택된 광고물의 타겟URL로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연결시킴과 동시에, 선택된 광고물의 광고물번호 
및 출판인식별자를 광고중개 호스트(30)로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를 수신하는 광고중개 호스트(30)는 출판인컴퓨터로
부터 전송되는 광고물번호 및 출판인식별자에 대응하는 광고성과를 데이터베이스(32)에서 갱신한다. 예를 들어, 전술
한 예의 HTML코드를 갖는 광고물의 광고배너가 선택(클릭)되는 경우, 매개변수들(parameters)인 "banner" 및 "re
feree"는 각각 광고물번호 및 출판인식별자를 광고중개 호스트(30)로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32)에 기록된 해당 방문
성과를 업데이트시킬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광고중개 호스트(30)는 갱신되는 광고성과에 대응하는 광고비결제를 위
한 정보 및 광고비정산을 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32)에서 갱신한다. 광고성과는 간단하게는 단순한 배너의 노출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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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수 있으며, 광고배너가 마우스의 클릭을 통해 선택되는 횟수를 카운트 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현
실적으로는, 광고내용이 한 화면을 초과하는 여러 페이지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광고성과는 광고물이 선택되
는 횟수와 함께 보여진 광고 페이지들의 수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또한, 광고성과는 클릭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페이지 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거래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광고비 또한 이 경우 거래액의 일정
비율로 산출할 수 있다. 전술의 설명에서는 광고물의 노출 및 광고물의 선택횟수에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다르게는, 상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광고비를 적립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출판인의 웹사이트를 통해 상거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총액을 산정하여 광고비를 적립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거래총액
은 광고주의 사이트에서만 계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중개 호스트(30)는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광고성과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
비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예를 들면 광고물을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조작 등을 판별하여, 광고성과를 산출할 것이다.

광고중개 호스트(30)는 각 광고물에 대한 광고비정산을 위한 정보를 광고주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광고주는 광고비 지출을 보면서 추후의 광고단가 또는 광고 유효일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전술의 실시예는 광고주에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광고주 대신에 광고주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본 발명의 광고중
개 호스트에 광고를 올리고 광고성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함은 당업자에게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고중개 호스트에 의하면, 출판인은 광고주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이트로부터 이루
어진 모든 광고성과에 대하여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광고주는 자신의 광고물을 게재한 출판인에 상관
없이 광고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발명은 방문객이 적은 출판인이라도 광고주에게 일일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이 소규모 광고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광
고비의 창구가 본 발명에 따른 광고중개 호스트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수많은 광고주들과 출판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
로 광고를 요청하거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광고주 및 상기 광고주의 광고물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웹사이트운영자간
에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 광고물을 중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광고주 또는 상기 광고주를 대신한 호스트운영자가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광고물을 게시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웹사이트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로 인터넷광고물을 가져갈 수 있는 광고중개 호스트를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웹사이트운영자가 광고주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인터넷상에서 상기 광고중개 호스트로부
터 자신의 웹사이트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광고물을 가져와 게재하는 단계; 및

(c) 상기 웹사이트운영자의 웹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인터넷광고물이 상기 웹사이트운영자의 웹사이트에서 선택됨에 의
해 생성되는 광고성과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중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인터넷광고물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광고성과들의 각각은 웹사이트운영자식별자 및 광고
물번호에 의해 식별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중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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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단계 (a)는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광고물을 그에 대응하는 광고안내정보와 함께 개시하는 
광고중개 호스트를 제공하는 단계인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중개 방법.

청구항 4.

적어도 하나의 광고주 및 상기 광고주의 광고물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웹사이트운영자간
에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광고물을 중개하기 위한 광고중개 호스트에 있어서,

각각의 인터넷광고물과 그에 대응하는 웹사이트운영자식별자 및 광고성과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광고중개 호스트는, 광고주 또는 상기 광고주를 대신한 호스트운영자가 상기 인터넷광고물을 게재하고 광고주로부
터의 사전 승인없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웹사이트운영자가 인터넷상에서 상기 광고중개 호스트로부터 자신의 웹사이트
로 인터넷광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의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웹사이트운영자의 웹사이트에서 게재되
는 인터넷광고물이 상기 웹사이트운영자의 웹사이트에서 선택됨에 의해 생성되는 광고성과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는 광고중개 호스트.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중개 호스트는 각각의 인터넷광고물을 대응하는 웹사이트운영자식별자 및 광고물번호와 함
께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광고중개 호스트.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중개 호스트는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광고물을 그에 대응하는 광고안내정보와 함
께 개시하는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광고중개 호스트.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중개 호스트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웹 페이지를 통해 광고안내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광고중개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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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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