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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문서 수행과 같은 최종 사용자 광고 품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사용하여 광고 카운
트 및／또는 광고 브랜딩을 조정 또는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문서들 또는 문서들의 세트들은 예를 들어 광고가 문서(또는 문서 세트에 속하는 문서)와 함께 서빙될 때 선택과
같은 단계의 값을 반영하도록 스코어링될 수 있다. 문서와 함께 서빙될 다수의 광고들 및/또는 그러한 광고들에
제공될 브랜딩(branding)의 형태 또는 레벨은 다음으로 그 스코어를 사용하여 제어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
라 사용되는 문서 스코어들은 광고 서빙 시스템이 그것의 브랜드의 품질을 유지 및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추가로, 서빙될 다수의 광고들 및/또는 그러한 광고들에 제공될 브랜딩의 형태 또는 레벨은 광고들의 품질의
최종 사용자 인식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사용하여 제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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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디바이스(250) 상의 전자 문서(325) 상에 렌더링하기 위해 제공된 광고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제 1 서버(320) 상에 제공되는 전자 문서(325)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전자 문서(325)는 하
나 이상의 광고들(315)을 수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광고 슬롯을 포함하는, 상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적어도 제 2 서버(210) 상에 광고들(315)을 제공하는 단계;
c) 선택 레이트들(selection rates) 또는 전환 레이트들(conversion rates)을 포함하는 상기 전자 문서(325)의
결정된 문서 수행 값(determined document performance value; 356)을 적어도 사용하여 상기 전자 문서(325)의
문서 품질 스코어(374)를 결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에 기초하여, (A)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하기 위해 제공될 다수의
광고들, 및 (B)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branding element)들 둘다를, 상기 제 2 서
버(210)에 의해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고들의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전자 문서(325)의 적어도
하나의 광고 슬롯의 수보다 적은 광고들을 제공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하기 위해 제공될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는, 광고들의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
(374)가 상기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보다 많은 광고들을 제공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하기 위해 제
공될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는, 광고들의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는 브랜드 색상들 없는 광고 포맷
을 선택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들을 제어하는, 광고들의 제어 방
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는 브랜드 그래픽 요소들 없는 광
고 포맷을 선택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들을 제어하는, 광고들의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는 브랜드 색상들을 포함하는 광고
포맷을 선택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들을 제어하는, 광고들의 제어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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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는 브랜드 그래픽 요소들을 포함하
는 광고 포맷을 선택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들을 제어하는, 광고
들의 제어 방법.
청구항 8
하나 이상의 광고들을 수신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광고 슬롯을 포함하는 전자 문서(325) 상에 렌더링할 하나
이상의 광고들(315)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a) 프로그램 명령어들을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 디바이스;
b) 제 1 서버(320) 상에 제공되는 전자 문서(325)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입력 디바이스로서,
상기 전자 문서(325)는 하나 이상의 광고들(315)을 수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광고 슬롯을 포함하는, 상기
입력 디바이스;
c)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저장 디바이스에 의해 저장되는 프로그램 명령어들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로서,
1) 적어도 제 2 서버(210) 상에 광고들(315)을 제공하는 단계,
2) 선택 레이트들 또는 전환 레이트들을 포함하는 상기 전자 문서(325)의 결정된 문서 수행 값(356)을
적어도 사용하여 상기 전자 문서(325)의 문서 품질 스코어(374)를 결정하는 단계, 및
3)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에 기초하여, (A)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하기 위해 제공
될 다수의 광고들, 및 (B)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들 둘다를, 상기 제 2 서버(210)
에 의해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를 위한 수단은 상기 전자 문서
(325)의 적어도 하나의 광고 슬롯의 수보다 적은 광고들을 제공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하기 위해
제공될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를 위한 수단은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상기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보다 많은 광고들을 제공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하
기 위해 제공될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를 위한 수단은 브랜드 색상들 없
는 광고 포맷을 선택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들을 제어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를 위한 수단은 브랜드 그래픽 요
소들 없는 광고 포맷을 선택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들을
제어하는, 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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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를 위한 수단은 브랜드 색상들을 포
함하는 광고 포맷을 선택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들을 제어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374)가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어하는 단계를 위한 수단은 브랜드 그래픽 요소
들을 포함하는 광고 포맷을 선택하도록 상기 전자 문서와 함께 렌더링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 요소들을 제어
하는, 장치.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 품질 스코어(374)는 또한 (A) 선택 레이트들 또는 전환 레이트들을 포함하는 상기 광고들(315) 중 적
어도 하나에 대한 광고 수행 값(346), (B) 상기 전자 문서(325)와 상기 광고들(315) 중 적어도 하나 사이의 유
사도(degree of similarity), (C) 상기 전자 문서(325)의 콘텐트에 대한 상기 광고들(315) 중 적어도 하나의
관련 스코어(relevancy score), 및 (D) 관련 광고들(315)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키워드 타겟팅의 유형 중 적어
도 하나를 사용하여 결정되는, 광고들의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 품질 스코어(374)는 또한 (A) 선택 레이트들 또는 전환 레이트들을 포함하는 상기 광고들(315) 중 적
어도 하나에 대한 광고 수행 값(346), (B) 상기 전자 문서(325)와 상기 광고들(315) 중 적어도 하나 사이의 유
사도, (C) 상기 전자 문서(325)의 콘텐트에 대한 상기 광고들(315) 중 적어도 하나의 관련 스코어, 및 (D) 관련
광고들(315)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키워드 타겟팅의 유형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결정되는, 장치.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온라인 환경에서 공급되는 광고들과 같은 광고들("ads")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광고 품질
이나 광고 품질의 최종 사용자 인식들, 및 광고 품질 브랜딩(ad quality branding)을 관리하도록 사용될 수 있
는 테크닉들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들, 및 잡지들과 같은 통상적 매체를 사용하는 광고 수단은 잘 알려져 있다. 불행히도,
심지어 다양한 미디어 아웃렛들(media outlets)의 전형적인 청취자에 대한 인구학적 연구들 및 전체적으로 합리
적인 가정들을 통해 준비될 때조차, 광고주들은 그들의 광고 예산의 많은 양이 쉽게 낭비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더욱이, 그러한 낭비를 식별하여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0003]

최근에, 보다 많은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대중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광고주들은 광고를 하기 위한 잠재적으로 강력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5-

등록특허 10-1240515
미디어 및 서비스들로 판단하고 있다.
[0004]

인터랙티브 광고는 광고주들에 대해 수용적 청취자에게 그들의 광고들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즉, 목적이 된 광고들은 그 광고들이 (예로써, 검색 엔진에 대한 사용자위 검색 쿼리(query)와 관련
하여,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는 문서 내 콘텐츠와 관련하여, 등등) 일부 사용자 활동으로부터 추론되는 필요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쿼리 키워드 관련 광고는 검색 엔진들에 의
해 사용되어 왔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의 구글에 의한 AdWords 광고 시스템은 쿼리 키워드 관련 광고의 일
례이다. 마찬가지로, 콘텐츠 관련 광고 시스템들이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어, 발명가들로 Jeffrey A. Dean,
Georges R. Harik, 및 Paul Buchheit에 의해 2002년 12월 6일 출원된 명칭이 "관련 광고들에 대해 작동하기 위
한 방법들 및 장치들(METHODS AND APPARATUS FOR SERVING RELEVANT ADVERTISEMENTS)"인 (참조문헌으로 본 명세
서에 포함되고 " '427 출원서"로 언급되는) 미국 특허 출원서 일련 번호 10/314,427과, 발명가들로 Darrell
Anderson, Paul Buchheit, Alex, Carobus, Claire Cui, Jeffrey A. Dean, Georges R. Harik, Deepak Jindal,
및 Narayanan Shivakumar에 의해 2003년 2월 26일 출원된 명칭이 "콘텐츠에 기초하는 서빙 광고들(SERVING
ADVERTISEMENTS BASED ON CONTENT)"인 (참조문헌으로 포함되고 " '900 출원서"로 언급되는) 10/375,900에서는
예를 들어 웹 페이지와 같은 문서의 콘텐츠에 관련된 광고들을 서빙하기 위한 방법들 및 장치들을 기술하고 있
다. 구글에 의한 AdSense 광고 시스템과 같은 콘텐츠 관련 광고는 웹 페이지들상에서 광고들을 서빙하도록 사용
되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일부 광고 전달 시스템들(예로써, DoubleClick)은 동적으로 웹 페이지 뷰(Web page view) 당 가장 높은 가격을
갖는

광고들을

선택한다.

다른

광고

전달

시스템들(예로써,

Overture)은

페이

퍼

퍼포먼스(pay

per

performance) 기반이고, 단순히 가장 높은 클릭 당 가격을 갖는 광고들을 선택한다. 대부분의 콘텐츠 웹 사이트
광고 전달 시스템들(예로써, DoubleClick)은 웹 페이지 뷰의 수익을 최대화하도록 웹 페이지상에 매 슬롯에 광
고를 보여준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종종 너무나 많은 광고들로 범람되는 최종 사용자들의 희생에서 일어나거
나, 때때로 최종 사용자에게 한계적이거나 어떠한 가치도 없는 웹 페이지 뷰 수익을 최대화하는데 초점을둔다.
더욱이, 일부 콘텐츠 광고 시스템들은 제공되는 웹 사이트의 사용자들에게 광고들을 타겟팅 하지만, 웹페이지상
의 특정 주제로 광고들을 타겟팅하지 않는다. 원래의 기초적 타겟팅을 활용하는 그러한 콘텐츠 광고 전달 시스
템들로부터의 광고들은 종종 최종 사용자에게 한계적이거나 어떠한 가치도 없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 eBay와
같은 일부 광고주들은 어떠한 콘텐츠 매칭도 없이 순수히 정적인 광고들을 배치한다.
[0006]

결과적으로, 최종 사용자들은 그러한 광고 전달 시스템들로부터 광고들을 무시하도록 제약될 수 있다. 더욱이,
구글로부터의 AdSense 콘텐츠 관련 광고 시스템과 같은 보다 정교하고 차별적인 광고 전달 시스템들에 의해 서
빙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광고들이 종종 정확하게 동일한 외형을 갖거나 적어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유시한 외
형을 갖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들은 더 많이 관련된 유용한 광고들을 무시하도록 제약될 수 있다.

[0007]

추가로, 심지어 구글로부터의 AdSense 콘텐츠 관련 광고 시스템과 같은 보다 정교하고 차별적인 광고 전달 시스
템들을 통해, (예로써, 선택들, 전환들 등등과 같은 최종 사용자들에게 유용함의 일부 표시자(들)로부터 얻어지
는 바와 같이) 광고들의 수행은 그 광고들이 렌더링되는 문서(예로써, 웹 페이지)상에 의존하여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심지어 최종 사용자들이 보다 양호한 광고 전달 시스템에 의해 전달되는 광고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경우조차, 다른 광고 전달 시스템들의 광고들로부터 보다 양호한 광고 전달 시스템의 광고들의 유용성이
서로 다른 문서들에 걸쳐 변경된다면, 더 빈약한 수행 문서들에 대해 덜 유용한 것으로 발견되는 광고들은 더
양호한 수행 문서들에 대해 보다 유용한 광고들을 무시하도록 사용자들을 제약할 수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8]

본 발명에 따르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들은 광고들의 최종 사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요인들을
사용하여 렌더링되는 광고들의 수, 및/또는 광고들과 연관되는 브랜딩의 형태 및/또는 등급을 제어(예로써, 조
정 또는 결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0009]

본 발명에 따르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들에 있어서, 그러한 요인들은 광고들이 렌더링될 문서(예로써, 웹
페이지)의 수행의 일부 측정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들에 있어서, 그러한 요인
들은 사용되는 타겟팅에 따르는 신뢰의 일부 등급(예로써, 유사성의 일부 등급, 사용되는 타겟팅의 형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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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0]

상술된 내용을 감안하면, 보다 양호한 광고 전달 시스템들은 최종 사용자들에 의한 그것의 광고들의 양호한 인
식을 유지하고, 다른 광고 전달 시스템들에 의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맷을 통한 광고들로 인해, 및/또는 빈약
한 수행 문서들에 대한 그것 자신의 광고들로 인해 그러한 양호한 인식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용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1]

도 1은 광고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엔티티들을 나타내는 고레벨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르는 실시예들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르는 방식으로 문서들을 스코어링하기 정보 및 동작들의 버블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 스코어들과 같은 광고 품질의 최종 사용자 인식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용하여 광고 수 및/또는 광고 브랜딩을 조정하는 정보 및 동작들의 버블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 스코어링 동작을 수행하는 예시적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의 스코어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광고 스코어를 결정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를 통해 서빙되는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는 예시적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서빙되는 광고들과 연관될 브랜딩의 등급 및/또는 형태를 제어하는 예시적 방
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하고 다양한 정보를 저정할 수 있는 예시적 장치를 도시
한 블록도.
도 10 내지 도 19는 웹 페이지의 상위 또는 하위 여백에서 렌더링될 광고 브랜딩의 서로 다른 레벨들을 갖는 서
로 다른 광고 위치 포맷들의 예들을 도시한 도면.
도 20 내지 도 24는 웹 페이지의 우측 또는 좌측 여백에 렌더링될 광고 브랜딩의 서로 다른 레벨들을 갖는 서로
다른 위치 포맷들의 예들을 도시한 도면.
도 25 내지 도 35는 웹 페이지의 상위 또는 하위 여백에서 렌더링될 광고 브랜딩의 서로 다른 레벨들을 갖는 서
로 다른 위치 포맷들의 예들을 도시한 도면.
도 36 내지 도 42는 웹 페이지를 통해 렌더링될 광고들에 대한 광고 브랜딩의 서로 다른 레벨들을 갖는 서로 다
른 광고 위치 포맷들의 예들을 도시한 도면.
도 43a 내지 도 43k는 다양한 치수들의 다양한 광고 위치들에 대해 모두 "Ads by Goooooooooooogle"을 갖는 다
양한 광고 포맷들을 도시한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2]

본 발명은 문서 또는 문서 그룹의 문서를 통해 서빙되는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고/하거나 그러한 광고들과 함
께 사용될 브랜딩의 형태 및/또는 레벨을 제어하기 위해, 문서들 또는 문서 그룹들을 스코어링하고/하거나, 문
서 또는 문서 그룹의 그러한 스코어 및/또는 광고 품질의 최종 사용자 인식의 일부 다른 요인을 사용하는 독창
적인 방법들, 장치들, 메세지 포맷들, 및/또는 구조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의 기술은 당업자가 본 발명을 구
성하여 사용하도록 인에이블하기 위해 표현되고, 특정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콘텍스트 및 그것들의 요구들에 따라
제공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의 다음의 기술은 예시 및 기술을 제공하지만, 개시된 간결한 형태
에 따라 본 발명을 제한하거나 전부인 것으로 의도되지는 않는다. 개시된 실시예들에 대한 다양한 수정들은 당
업자에게 명백할 것이고, 이하 설명되는 일반적인 원리들은 다른 실시예들 및 애플리케이션들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련의 단계들이 흐름도에 대한 참조를 통해 기술될지라도, 단계들의 순서는 하나의 단계의
수행이 또 다른 단계의 종료에 의존하지 않을 때 다른 구현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추가로, 비의존적인 단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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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병행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본 기술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요소, 단계, 또는 지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기술
되지 않는 경우 본 발명에 대해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
되는 바와 같이, 관사 "하나"는 하나 이상의 아이템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단지 하나의 아이템이 고려되는
경우, 용어 "하나" 또는 유사한 말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제시된 실시예들에 대해 제한적이도록 의도
되지 않으며, 본 발명가들은 기술되는 어떠한 특허가능한 주제로 그 발명을 고려한다.
[0013]

다음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의들은 §4.1에서 제공된다. 그 후에, 본 발명이 동작할 수
있는 실시예들이 §4.2에 기술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실시예들이 §4.3에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부 예시적 예들이 §4.4에서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관한 일부 결론들이 §4.5에
설명되어 있다.

[0014]

§4.1 정의들

[0015]

온라인 광고들은 다양한 고유의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특징들은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광고주에 의해
명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하 "광고 특징들"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텍스트 광고의 경우에 광고 특징
들은 타이틀 라인, 광고 텍스트, 및 광고 매립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미지 광고의 경우, 광고 특징들은 이
미지들, 실행가능한 코드, 및 매립된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의 형태에 의존하여, 광고 특징들은
다음의 것들, 텍스트, 링크,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이미지 파일, 실행가능한 코드, 매립된 정보 등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0016]

온라인 광고가 서빙될 때,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들은 그 광고가 어떻게, 언제, 및/또는 어디서 서빙되는지를 기
술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이하 "서빙 파라미터들"로 언급된다. 서빙 파라미터들은 예를
들어 광고가 서빙되는 문서(정보를 포함하는)의 특징들, 광고의 서빙과 연관된 검색 쿼리 또는 검색 결과들(예
로써, 그것들의 지리적 위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사용되는 브라우저의 형태, 이전 페이지 뷰들, 이
전 행위, 사용자 계정,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어떠한 웹 쿠키들 등등), 요청을 개시한 호스트 또는 계열 사이
트(예로써, 아메리카 온라인, 구글, 야후), 서빙되는 페이지상에 광고의 절대적 포지션, 서빙되는 다른 광고들
에 관련하여 광고의 포지션(공간 또는 시간적), 광고의 절대적 사이즈, 다른 광고들에 관하여 광고의 사이즈,
광고의 색상, 서빙되는 다수의 다른 광고들, 서빙되는 다른 광고들의 형태들, 서빙되는 날의 시간, 서빙되는 주
의 시간, 서빙되는 해의 시간, 사용되는 타겟팅의 형태(예로써, (사용되는 컨셉 타겟팅의 특정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컨셉, 광범위한 키워드, 정확한 키워드, 문구 키워드 등등), 광고의 관련성의 정도, 광고가 서빙되는
문서의 발행인의 품질 메트릭 등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당연히, 본 발명의 콘텍스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서빙 파라미터들이 존재한다.

[0017]

서빙 파라미터들이 광고 특징들에 대해 고유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들은 서빙 조건들 또는 제약들과 같이 광
고와 연관될 수 있다. 서빙 조건들 또는 제약들과 같이 사용될 때, 그러한 서빙 파라미터들은 단순히 "서빙 제
약들"(또는 "타겟팅 기준")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일부 시스템들에서 광고주는 어떠한 포지션보다 더 낮지
않은 어떠한 위치 등등에 따라 사용자들에게만 평일에 서빙되도록 명시함으로써 그것의 광고의 서빙을 타겟팅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일부 시스템들에서 광고주는 단지 페이지 또는 검색 쿼리가 어떠한 키워드들 또는 구절
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그것의 광고가 서빙될 것을 명시할 수 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예로, 일부 시스템들에
서 광고주는 단지 서빙될 문서가 어떠한 주제들 또는 컨셉들을 포함하거나, 특정한 클러스터 또는 클러스터들
하에 포함되거나 일부 다른 분류 또는 분류들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것의 광고가 서빙될 것을 명시할 수 있다.

[0018]

"광고 정보"는 ("광고 유도된 정보"로 언급되는) 광고 특징들, 광고 서빙 제약들, 광고 특징들 또는 광고 제약
들로부터 유도가능한 정보, 및/또는 ("광고 관련된 정보"로 언급되는) 광고에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의 연장(예로써, 광고 관련된 정보로부터 유도되는 정보)의 어떠한 조합도 포함할 수 있다.

[0019]

광고의 인상들의 수에 따른 광고의 선택들의 수의 비율(예로써, 클릭수들)은 광고의 "선택 레이트(또는 "클릭수
레이트")로 정의된다.

[0020]

"전환"은 사용자가 이전에 서빙된 광고에 관련되는 거래를 완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을 구
성하든지, 전환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다양한 방식들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광고에
클릭할 때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일 수 있고, 광고주의 웹 페이지를 참조하며, 그 웹 페이지를 떠나기 이전에 거
기서 구매를 완성한다. 전환들은 또한 입도의 서로 다른 레벨들을 통해 트래킹될 수 있다(예로써, 구매된 아이
템들의 수, 구매된 아이템들 또는 서비스들의 클래스들, 보수적인 경우에 선택 당 하나의 전환에 따라 제한되는
전체 구매 비용 등등). 대안적으로, 전환은 사용자가 광고를 보고, 미리 결정된 시간(예로써, 7일) 내에 광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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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웹 페이지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대안으로, 전환은 예를 들어 화이
트 페이퍼(white paper)를 다운로딩하고, 웹사이트의 적어도 제공된 깊이에 따라 네비게이팅하고, 웹 페이지들
의 적어도 어떠한 수를 뷰잉하고, 웹사이트 또는 웹 페이지에서 적어도 미리 결정된 시간의 양을 소비하고,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등등과 같은 어떠한 측정가능한/관찰가능한 사용자 행위이도록 광고주에 의해 정의될 수 있
다. 때때로, 사용자 행위들이 완성된 구매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것들은 전환을 구성하는 사용자 행위들이
이것에 제한되지 않을지라도 세일즈 리드(sales lead)를표시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다른 정의들을 구성하는
무엇이든지,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들의 수 대 광고들의 인상들 또는 선택들의 수(광고가 렌더링되거나 선택되
는 시간들의 수)의 비율은 "전환 레이트"로 언급된다. 광고의 서빙 때문에 전환이 미리 결정된 시간 내에 발생
할 수 있도록 정의되는 경우, 그 전환 레이트의 한 가지 가능한 정의는 단지 과거에 미리 결정된 시간 이상으로
서빙된 광고들을 고려할 수 있다.
[0021]

"문서"는 어떠한 머신 판독가능 및 머신 저장가능 작동 제품을 포함하도록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문서는
파일, 파일들의 조합, 다른 파일들로의 매립된 링크들을 갖는 하나 이상의 파일들 등등 일 수 있다. 그 파일들
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등과 같은 어떠한 형태의 것일 수 있다. 최종 사용자에게 렌더링될 문서
의 일부분들은 그 문서의 "콘텐츠"로 고려될 수 있다. 문서는 콘텐츠(워드들, 픽쳐들 등등) 및 그 콘텐츠의 의
미의 일부 표시(예를 들어, 전자 메일 필드들 및 연관된 데이터, HTML 태크들 및 연관된 데이터 등등) 모두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문서에서 광고 위치들은 매립된 정보 또는 명령어들에 의해 정
의될 수 있다. 인터넷의 콘텍스트에서, 공통적인 문서가 웹 페이지이다. 웹 페이지들은 종종 콘텐츠를
포함하고, (메타 정보, 하이퍼 링크들 등등과 같은) 매립된 정보 및/또는 (자바스크립트 등등과 같은) 매립된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문서는 독특하고 어드레스 가능한 저장 위치를 가지므로,
이러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의해 독특하게 식별될 수 있다.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은 (정보의 인
스턴스들이 종종 복제되어 다중 로케이션들에 저장될 수 있을지라도) 인터넷상에서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사용되
는 독특한 어드레스이다.

[0022]

"문서 정보"는 문서에서 포함되는 어떠한 정보, ("정보 유도된 문서"로 언급되는) 문서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유
도가능한 정보, 및/또는 ("정보 관련된 문서"로 언급되는) 문서에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의 연장
들(예로써, 관련된 정보로부터 유도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정보 유도된 문서의 예는 문서의 텍스추얼 콘텐
츠에 기초하는 분류이다. 정보 관련된 문서의 예들은 인스턴트 문서로의 링크들을 갖는 다른 문서들로부터의 문
서 정보 뿐만 아니라, 그 인스턴트 문서가 링크시키는 다른 문서들로부터의 문서 정보를 포함한다.

[0023]

문서로부터의 콘텐츠는 "콘텐츠 렌더링 애플리케이션 또는 디바이스"상에서 렌더링될 수 있다. 렌더링 애플리케
이션들의 예들은 인터넷 브라우저(예로써,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오페라 등등), 미디어 플레이어(예로써,
MP3 플레이어, Realnetworks 스트리밍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 플레이어 등등), 뷰어(예로써, Adobe 아크로뱃
pdf 리더) 등등을 포함한다.

[0024]

"콘텐츠 소유자"는 문서의 콘텐츠에 따른 일부 재산권을 갖는 사람 또는 엔티티이다. 콘텐츠 소유자는 그 콘텐
츠의 저작자일 수 있다. 추가로 또는 대안적으로, 콘텐츠 소유자는 콘텐츠를 재생할 권리들, 그 콘텐츠의 파생
적 작업들을 준비하기 위한 권리들, 공개적으로 콘텐츠를 수행하거나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권리들, 및/또는 콘
텐츠에 따른 다른 금지된 권리들을 가질 수 있다. 콘텐츠 서버(예로써, 웹 퍼블리셔)가 그것이 서빙하는 문서들
의 콘텐츠에 따른 콘텐츠 소유자일지라도,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0025]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행위 정보 및/또는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026]

"전자 메일 정보"는 ("내부 전자 메일 정보"로도 언급되는) 전자 메일에 포함되는 어떠한 정보, 그 전자 메일에
포함되는 정보로부터 유도가능한 정보, 및/또는 전자 메일에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의 연장들
(예로써, 관련된 정보로부터 유도되는 정보)을 포함할 수 있다. 전자 메일 정보로부터 유도되는 정보의 예는 전
자 메일 대상 라인으로부터 추출되는 용어들로 구성되는 검색 쿼리에 응답하여 리턴된 검색 결과들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유도되거나 추출되는 정보이다. 저자 메일 정보에 관련된 정보의 예들은 제공된 전자 메일의 동일한
전달자에 의해 전달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전자 메일들에 대한 전자 메일 정보나, 전자 메일 수령자에 대한 사
용자 정보를 포함한다. 전자 메일 정보에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유도되는 정보는 "외부 전자 메일 정보"로 언급
될 수 있다.

[0027]

"광고 영역"은 광고들의 렌더링을 수용하도록 사용가능하게 구성되거나 예비된 문서의 영역(예로써, 공간 및/또
는 시간적)을 기술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 페이지들은 종종 "광고 위치들"로 언급되는 광고들이
렌더링될 수 있는 다수의 위치들을 할당한다. 광고 위치는 하나 이상의 광고들을 수용할 수 있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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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오디오 프로그램이 "광고 시간 슬롯들"을 할당할 수 있다.
[0028]

"그래픽 요소"는 PNG(portable network graphics) 요소,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요소,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요소, SVG(scalable vector graphics) 요소,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요소, 비트맵 등등을 포함할 수 있고,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0029]

§4.2 본 발명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들

[0030]

§4.2.1 예시적인 광고 환경

[0031]

도 1은 광고 환경을 도시한 고레벨도이다. 상기 환경은 (단순히 "광고 서버" 또는 "광고 시스템"으로
언급되는) 광고 엔트리, 유지, 및 전달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광고주들(110)은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시
스템(120)에서 광고 정보를 입력, 유지, 및 트래킹할 수 있다. 광고들은 이른바 배너 광고들, 텍스트 온리 광고
들(text-only ads), 이미지 광고들, 오디오 광고들, 애니메이션 광고들, 비디오 광고들, 그러한 조합들 중 하나
이상의 어느 것을 결합한 광고들 등등과 같은 그래픽 형태에 따를 수 있다. 광고들은 또한 링크와 같은 매립된
정보 및/또는 머신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 광고 소비자들(130)은 그 시스템에 광고들에 대한 요
구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시스템으로부터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광고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에 사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광고 소비자(130)와는 다른 엔티티는 광고들에 대한 요청을 개시할 수 있다. 제시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엔티티들은 시스템(120)에 (광고에 관련되는 전환 또는 선택이 발생되는지에 상관없이) 사용
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정보는 서빙된 광고들에 관련되는 측정 또는 관찰된 사용자 행위를 포
함할 수 있다.

[0032]

광고 서버(120)는 '900 출원서의 도 2에 도시된 것과 유사할 수 있다. 광고 서버(120)는 서로 다른 광고주들로
부터 서로 다른 광고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다. 광고 프로그램은 계정들, 캠페인들, 크리에이티브들
(creatives), 타겟팅 등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용어 "계정"은 제시된 광고주에 대한 정보(예로써,
독특한 전자 메일 주소, 암호, 결제 정보 등등)에 관한 것이다. "캠페인" 또는 "광고 캠페인"은 하나 이상의 광
고들의 하나 이상의 그룹들에 대해 언급하도록 사용될 수 있고, 시작 일짜, 종료 일짜, 예산 정보, 지리적 타겟
팅 정보, 신디케이션 정보(syndication information) 등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다는 그것의 자동화
라인에 대한 하나의 광고 캠페인과, 그것의 모토사이클 라인에 대한 별개의 광고 캠페인을 가질 수 있다. 그것
의 자동화 라인에 대한 캠페인은 하나 이상의 광고 그룹들을 가지며, 각각은 하나 이상의 광고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광고 그룹은 타겟팅 정보(예로써, 한 세트의 키워드들, 한 세트의 하나 이상의 주제들, 지리적 위치 정
보,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 등등) 및 가격 정보(예로써, 선택 당 최대 비용 또는 제안, 전환 당 최대 비용 또는
제안, 선택 당 비용 또는 제안, 전환 당 비용 또는 제안 등등)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각각의 광고 그룹은 평균 비용(예로써, 선택 당 평균 비용, 전환 당 평균 비용 등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단일 최대 비용, 비용, 및/또는 단일 평균 비용은 하나 이상의 키워드들 및/또는 주제들과 연관될 수 있다.
언급된 바와 같이, 각각의 광고 그룹은 하나 이상의 광고들 또는 "크리에이티브들"(즉, 최종 사용자에게 최종적
으로 렌더링되는 광고 콘텐츠)을 가질 수 있다. 각각의 광고는 또한 URL로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예로써, 광
고주의 홈 페이지와 같은 랜딩 웹 페이지(landing Web page)나, 특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된 웹 페이지).
당연히, 광고 정보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다수의 서로 다른 방식들에 따라 조직화될 수 있다.

[0033]

도 2는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200)을 도시한 도면이다.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도 언급되는) 사용자 디바이스(250)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노르웨이 오페라 소프트
웨어로부터의 오페라 웹 브라우저, AQL/Time Warner로부터의 네비게이터 브라우저 등등과 같은) 브라우저 기능,
일부 다른 콘텐츠 렌더링 기능, 전자 메일 기능(예로써,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의 아웃룩) 등등을 포함할 수 있
다. 검색 엔진(220)은 사용자 디바이스들(250)이 문서들의 집합들(예로써, 웹 페이지들)을 검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콘텐츠 서버(210)는 사용자 디바이스들(250)이 문서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구글로부터의
Gmail,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로부터의 Hotmail, 야후 메일 등등과 같은) 전자 메일 서버(240)는 사용자 디바
이스들(250)에 전자 메일 기능을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광고 서버(210)는 사용자 디바이스들(250)에 광고
들을 서빙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들은 검색 엔진(220)에 의해 제공되는 검색 결과들과 연관되
어 서빙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콘텐츠 관련 광고들은 콘텐츠 서버(230)에 의해 제공되는 콘
텐츠 및/또는 전자 메일 서버(240) 및/또는 사용자 디바이스 전자 메일 기능에 의해 지원되는 전자 메일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와 연관되어 서빙될 수 있다.

[0034]

(상기 소개된) '900 출원서에 논의된 바와 같이, 광고들은 콘텐츠 서버들에 의해 서빙되는 문서들로 타겟팅될
수 있다. 따라서, 광고 소비자(130)의 일례는 문서들에 대한 요청들(예로써, 기사들, 논평들, 음악, 비디오, 그

- 10 -

등록특허 10-1240515
래픽, 검색 결과들, 웹 페이지 목록들 등등)수신하고, 그 요청에 응답하여 요청된 문서를 검색해거나 다른 방식
으로 서비스들을 검색하는 일반적인 콘텐츠 서버(230)이다. 콘텐츠 서버는 광고 서버(120/210)로 광고들에 대한
요청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광고 요청은 다수의 희망되는 광고들을 포함할 수 있다. 광고 요청은 또한 문서
요청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문서 자체(예로써, 웹 페이지), 문서 또는 문서 요청의 콘텐츠에
대응하는 카테고리 또는 주제(예로써, 예술, 비지니스, 컴퓨터들, 예술 영화들, 예술 음악 등등), 문서 요청의
모두 또는 일부, 콘텐츠 수명, 콘텐츠 형태(예로써,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혼합된 미디어 등등), 지
리적 위치 정보, 문서 정보 등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35]

콘텐츠 서버(230)는 광고 서버(120/210)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들 중 하나 이상과 요청된 문서를 결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문서 콘텐츠 및 광고(들)를 포함하는 이러한 결합된 정보는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해 문서를 요청한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250)를 향해 포워딩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서버(230)는 광고 서버
(120/210)로 다시 그 광고들이 렌더링되는 방법, 시간, 및/또는 장소(예로써, 포지션, 선택 여부, 인상 시간,
인상 날짜, 사이즈, 전환 여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그러한 정보
는 일부 다른 수단에 의해 광고 서버(120/210)로 다시 제공될 수 있다.

[0036]

광고 소비자(130)의 또 다른 예는 검색 엔진(220)이다. 검색 엔진(220)은 검색 결과들에 대한 쿼리들을 수신할
수 있다. 응답하여, 검색 엔진은 (예로써, 웹 페이지들의 인덱스로부터) 관련된 검색 결과들을 탐색할 수 있다.
예시적인

검색

엔진은

(모두

참조문헌으로

본

명세서에

포함되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Seventh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 "대규모 하이퍼텍스추얼 검색 엔진의 해부(TheAnatomy of a LargeScale Hypertextual Search Engine)", S. Brin 및 L. Page에 의한 논문과 미국 특허 제 6,285,999 호에 기술되
어 있다. 그러한 검색 결과들은 예를 들어 웹 페이티 타이틀들의 리스트들, 그러한 웹 페이지들로부터 추출된
텍스트의 단편들, 그러한 웹 페이지들로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들을 포함할 수 있고, 검색 결과들의 미리 결정된
수(예로써, 10)로 그룹화될 수 있다.
[0037]

검색 엔진(220)은 광고 서버(120/210)에 광고들에 대한 요청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요청은 희망되는 다수의 광
고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수는 검색 결과들, 검색 결과들에 의해 차지되는 스크린 또는 페이지 공간의
양, 광고들의 사이즈 및 형상 등등에 의존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희망되는 광고들의 수는 1부터 10까
지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3부터 5까지이다. 광고들에 대한 요청은 또한 (입력되거나 파싱되는) 쿼리, (지
리적 정보, 쿼리가 가입자 및 그러한 가입자의 식별자로부터 얻어졌는지의 여부, 및/또는 이하 기술되는 바와
같이 검색 쿼리에 관련되고/되거나 그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와 같은) 쿼리에 기초한 정보, 및/또는 검색 결과들
에 연관된거나 그에 기초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예를 들어 검색 결과들에 관련된 식별자들
(예로써, 문서 식별자들 또는 "docIDs"), 검색 결과들에 관련된 스코어들(예로써, 쿼리 및 문서에 대응하는 피
쳐 벡터들의 도트 곱들과 같은 정보 검색("IR") 스코어들, 페이지 랭크 스코어들, 및/또는 IR 스코어들 및 페이
지 랭크 스코어들의 조합들), 식별된 문서들로부터 추출되는 텍스트의 조각들(예로써, 웹 페이지들), 식별된 문
서들이 전체 텍스트, 식별된 문서들의 주제들, 식별된 문서들의 피쳐 벡터들 등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38]

검색 엔진(220)은 광고 서버(120/210)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들 중 하나 이상과 검색 결과들을 결합할 수 있다.
그 후에, 검색 결과들 및 광고(들)를 포함하는 이러한 결합된 정보는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해 검색을
제공한 사용자로 향하여 포워딩된다. 검색 결과들은 광고들로부터 명백하게 유지되어 지불 광고들 사이 및 추측
상 중립의 검색 결과들 사이에서 사용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39]

검색 엔진(220)은 광고가 광고 서버(120/210)로 다시 렌더링된 시간, 장소, 및/또는 방법에 대한 정보(예로써,
포지션, 클릭의 여부, 인상 시간, 인상 날짜, 사이즈, 전환 여부 등등)를 전송할 수 있다. 이하 기술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정보는 무엇에 기초하여 관련된 광고가 결정되는지를 결정하는 정보(예로써, 엄격하거나 완화된
매치, 또는 정확한 구절, 또는 폭넓은 매치 등등)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그러한 정보
는 일부 다른 수단에 의해 광고 서버(120/210)로 다시 제공될 수 있다.

[0040]

마지막으로, 전자 메일 서버(240)는 일반적으로 서빙되는 문서가 단순히 전자 메일인 콘텐츠 서버로 고려될 수
있다. 추가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과 같은) 전자 메일 애플리케이션들은 전자 메일을 전달 및/또
는 수신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 메일 서버(240)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광고 소비자(130)로 고려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메일은 문서들로 고려될 수 있고, 타겟팅된 광고들은 그러한 문서들과 연관되어 서빙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광고들은 전자 메일에 따라, 그러한 조건 하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
른 방식으로 서빙될 수 있다.

[0041]

상기된 예들이 (i) 광고들을 요청하고, (ii) 콘텐츠와 그것들을 결합하는 것으로 서버들을 기술했을지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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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동작들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 컴퓨터와 같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0042]

§4.3 예시적인 실시예들

[0043]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광고 전달 시스템들이 최종 사용자들에 의해 그것의 광고들의 양호한 인식을 유지하
는 것을 돕고, 다른 광고 전달 시스템들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맷을 갖는 광고들로 인해 그리고/또는 최
종 사용자들에게 그것들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들 하에서 서빙되거나 빈약하게 문서들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렌더링되는 그것 자신의 광고들로 인해 그러한 인식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광고들의 최종 사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요인들을 사용하여 렌더링되는 광고들의 수 및
/또는 형태 및/또는 광고들과 연관된 브랜딩의 등급을 제어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요인들은 광고
들이 렌더링될 문서(예로써, 웹 페이지)의 수행의 일부 측정, 타겟팅에 따른 신뢰의 일부 등급(예로써, 유사성
의 일부 등급, 사용되는 타겟팅의 형태 등등) 등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4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들(또는 문서 세트들)을 스코어링하기 위한 동작들 및 정보를 도시한 버블
도이다. 도 4는 도 3을 참조로 하여 기술되는 바와 같이 결정되는 것들과 같이 문서 품질을 스코어링하는 방법
을 도시하며, 예를 들어 광고 전달 시스템들이 최종 사용자들에 의해 그것의 광고들의 양호한 인식을 유지하도
록 돕고, 다른 광고 전달 시스템들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맷을 갖는 광고들로 인해 그리고/또는 빈약하게
수행한 문서들을 통해 렌더링되는 그것 자신의 광고들로 인해 그러한 양호한 인식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0045]

§4.3.1 문서 품질 스코어들 결정

[0046]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이 심지어 수동적으로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들 또는 제 3 파티 소스로부터 제공되는
스코어들을 포함하는 문서 품질 스코어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사용될 수 있을지라도, 본 단락은 문서 품질
스코어들을 결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기술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테크닉들은 발명
가들로 Brian Axe, Doug Beeferman, Amit Patel, Nathan Stoll, 및 Hal Varian에 의해 2004년 6월 30일 출원된
명칭이 "문서 수행 또는 문서 수집 수행을 사용하여 광고 비용 조정하기(ADJUSTING AD COSTS USING DOCUMENT
PERFORMANCE OR DOCUMENT COLLECTION PERFORMANCE)"인 (참조문헌으로 본 명세서에 포함되고, " '972 출원서"로
언급되는) 미국 특허 출원서 일련 번호 10/880,972에 기술되어 있다.

[0047]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들(또는 문서 세트들)을 스코어링하기 위한 동작들 및 정보를 도시한 버블
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관련 광고 서버(305)는 예를 들어 인터넷과 같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들
(328)을 통해 광고주들(310) 및 콘텐츠 소유자들(예로써, 콘텐츠 서버들)(320)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 콘텐츠 관련 광고 서버(305)는 콘텐츠 소유자들(320)로부터의 문서들(예로써, 웹 페이지들)과 함께
광고주들(310)로부터의 광고들(315)을 전달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광고 서
버들은 예를 들어 검색 결과 페이지들과 같은 다른 문서들과 함께 광고들을 서빙할 수 있다.

[0048]

광고들(334)을 갖는 문서들(332)이 서빙될 때, 다양한 수행들이 트래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 광고 수행 트
래킹 및 결정 동작들(340)은 광고 수행 정보(342)를 생성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광고 수행 정보(342)는 다수의
엔트리들을 포함할 수 있고, 각각의 엔트리는 광고 식별자(344) 및 하나 이상의 수행 값들(346)을 포함할 수 있
다. 하나 이상의 수행 값들(346)은 (예로써, 광고가 서빙되는 모든 문서들에 걸쳐) 문서들의 일부 집합을 통해
선택 레이트들, 전환 레이트들, 사용자 비율들 등등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매 문서 (세트) 수행 트래킹 및
결정 동작들(350)은 문서 수행 정보(352)를 생성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문서 수행 정보(352)는 다수의 엔트리
들을 포함할 수 있고, 각각의 엔트리는 문서 식별자(예로써, 웹 페이지의 URL), 및 하나 이상의 수행 값들(35
6)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수행 값들(356)은 (예로써, 문서를 통해 서빙되는 모든 광고들에 걸쳐) 광고
들의 일부 수집을 통해 선택 레이트들, 전환 레이트들, 사용자 비율들 등등일 수 있다.

[0049]

문서 수행 값들(356)은 본 발명의 콘텍스트에 따라 추가적인 프로세싱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문
서에 대해 보다 양호한 문서 수행 값은 문서가 나타낸 광고들의 수행의 영향이 제거되는 경우에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문서 품질 스코어링 동작들(360)은 문서 스코어 정보(370)를 생성
하도록 광고 수행 정보(342) 및/또는 문서 수행 정보(352)를 사용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문서 스코어
정보(370)는 다수의 엔트리들을 포함할 수 있고, 각각의 엔트리는 문서 식별자(372) 및 문서 품질 스코어(374)
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일부 실시예들에서, 스코어 조합 동작들(380)은 문서 세트 스코어
정보(390)를 생성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문서 세트 스코어 정보(390)는 다수의 엔트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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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있고, 각각의 엔트리는 문서 세트에 대한 문서 세트 식별자(392) 및 품질 스코어(394)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았을지라도, 문서 세트 식별자들로의 문서 식별자들의 맵핑 또한 저장될 수 있다.
[0050]

문서 스코어들은 광고들의 집합(예로써, 모든 광고들에 걸쳐 문서에 대해 기대되는 수행(예로써, 선택 레이트,
전환 레이트 등등)을 표시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서 세트 스코어들은 광고들의 집합(예로써, 모
든 광고들)에 걸쳐 문서 세트에 대해 기대되는 수행을 표시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하 §4.3.2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스코어들은 광고 전달 시스템들이 최종 사용자들에 의해 그것의 광고들의 양호한 인식을 유
지하도록 돕고, 다른 광고 전달 시스템들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맷을 갖는 광고들로 인해 그리고/또는 빈
약하게 수행하는 문서들을 통해 서빙되는 그것 자신의 광고들로 인해 그러한 양호한 인식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
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0051]

§4.3.2 문서 품질 스코어들과 같이 광고들의 최종 사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요인들을 사용하
여 광고 수 및/또는 광고 브랜딩 레벨/형태 조정

[0052]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들을 통해 서빙되는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고/하거나 광고 브랜딩의 형태
또는 레벨을 제어하도록 문서 스코어들을 사용하기 위한 동작들 및 정보의 버블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수 제어 및/또는 광고 브랜딩 제어 동작들(410)은 광고들이 서빙되는 문서(또는 문서 세트)의 식별자(420)를 수
령할 수 있다. 정보(420)는 또한 문서들을 통해 서빙되는 하나 이상의 광고들의 식별자들 및/또는 하나 이상의
광고 서브 품질 표시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동작들(410)은 서빙되는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고/하거나 브랜딩
형태 및/또는 레벨을 제어하도록 문서 품질 스코어 정보(370/390)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작
들(410)은 문서 스코어 정보(370/390)에서 문서(또는 문서 세트) 품질 스코어를 조사하도록 정보와 함께 포함되
는 문서 식별자(420)를 사용할 수 있다. 동작들(410)은 그 다음으로 문서를 통해 서빙되는 다수의 광고들을 제
어(예로써, 결정 또는 조정)하도록 문서(또는 문서 세트) 품질 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
적으로, 동작들(410)은 그 후에 광고들을 통해 사용되는 브랜딩의 형태 및/또는 레벨을 결정하도록 문서(또는
문서 세트) 품질 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작들(410)은 브랜딩 정보(430)를 사용할 수 있다. 적
절한 브랜딩 형태 및/또는 레벨(440)을 통한 광고들의 프로세싱된 세트가 이러한 방식에 따라 생성될 수 있다.

[0053]

문서(또는 문서 세트) 품질 스코어가 광고들의 품질의 최종 사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
을지라도, 하나 이상의 다른 요인들이 문서(또는 문서 세트) 품질 대신에 또는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광고 그 자체의 수행 또는 광고들의 세트의 일부 결합된 수행이 그러한 요인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다
양한 광고 서브 품질 표시자들이 요인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관련 광고 서빙의 콘텍스트에서, 광
고 및 문서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 및/또는 유사성의 그러한 정도(또는 일부 다른 관련 스코어)에 따른 신뢰 레
벨이 그러한 요인일 수 있다. 콘텐츠 관련 광고 서버가 무엇이 특정한 주제인지 웹 페이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를 레이팅하는 콘텐츠 스코어는 확실한 적정 레벨을 통한 것이며, 또 다른 요인일 수 있다. 키워드 타겟팅된 광
고 서빙의 콘텍스트에 있어서, 사용되는 키워드 타겟팅의 형태(예로써, 폭, 구절, 정확)가 요인일 수 있다. 계
속해서 또 다른 예로, 사용자 행위가 그러한 요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강고의 어떠한 형태를 선택
하는 경우(또는 시간의 어떠한 양에 대해 광고 랜딩 페이상에서 전환하거나 그에 남아있는 경우), 그에 따라 그
동일한 광고 이상은 특히 사용자가 선택된 광고(들)에 관련된 콘텐츠를 네비게이팅하거나 뷰잉할 때 아마도 강
화된 브랜딩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0054]

적어도 상기 실시예들의 일부는 문서들의 일부 수행을 트래킹하고, 트래킹된 값을 사용하여 문서들을 스코어링
하고, 서빙하기 위한 다수의 광고들 및/또는 스코어들을 사용하여 제공하기 위한 브랜딩의 형태 또는 레벨을 결
정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일부 실시예들에서, 문서들의 수행은 더 정교한 입도를 통해 트래킹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광고 당 문서의 수행이 트래킹될 수 있고, 광고 집합 당 문서의 수행(예로써, 텍스트 광고들,
이미지 광고들, 비디오 광고들, 오디오 광고들, 제공된 광고주로부터의 광고들 등등)이 트래킹될 수 있고, 타겟
팅 기준 당 문서의 수행(예로써, 키워드 당, 키워드 집합 당, 지리적 위치 당, 시간 당, 날짜 당, 시즌 당, 월
당, 평일 당, 사용자 형태 당, 사용자 행위 당 등등)이 트래킹될 수 있고, 타겟팅 테크닉 당 문서의 수행(예로
써, 타겟팅된 키워드, 타겟팅된 콘텐츠 등등), 쿼리 매치 형태 당 문서의 수행이 트래킹될 수 있다(예로써, 정
확, 구절, 폭 등등). 이러한 트래킹된 정보는 문서 스코어들 당 더 특정하게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
한 보다 특정한 문서 스코어들은 서빙하기 위한 다수의 광고들 및/또는 스코어들을 제공하기 위한 브랜딩의 형
태 또는 레벨을 결정하도록 다른 요인들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0055]

일례로, 광고 특정 문서 스코어들 S(doci, adj)이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고려해 본다. 그러한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서로 다른 광고들에 적용되는 브랜딩은 서로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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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0056]

사용되는 타겟팅의 형태의 수행에 의존하여 브랜딩 형태를 결정하는 예로, 키워드 "다이아몬드"는 콘텐츠로 타
겟팅될 때보다 그 광고가 검색하도록 타겟팅될 때 (더 높은 전환 레이트로부터 추론되는) 보다 양호한 최종 사
용자 품질 인식과 함께 광고들을 전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컨셉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여 콘텐츠로 타겟팅되는
광고들에 브랜딩의 더 낮은 레벨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키워드 "다이아몬드"가 폭넓
은 매치(검색 쿼리가 키워드의 동의어들 또는 키워드들 중 어느 것을 포함한다)보다 정확한 매치(검색 쿼리가
단지 그 키워드만을 포함한다)를 통해 보다 양호하게 전환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사실은 폭넓은 매칭을 갖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광고들에서보다 정확한 매칭을 통한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광고들에 브랜딩의 더 높은
레벨을 적용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최종 사용자 품질 인식들에 서로 다른 영향들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타겟팅의 서로 다른 형태들일 수 있다(예로써, 전체 웹페이지가 천천히 진행되는 URL 기반 대 자바스크립트가
웹 페이지의 키 부분들을 전달하는 콘텐츠 추출 대 페이지 콘텐츠들에 따라 힌트들로 사용되는 퍼블리셔 특정
키워드들 대 퍼블리셔 특정 키워드들 및 페이지 콘텐츠 없음).

[0057]

팝업 광고들의 사용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이거나, 보이지 않는 텍스트와 같은 인덱스 스패밍 테크닉들을 검색하
거나, 광고들상에 클릭하는 것과 같은 사기성 활동을 의심하거나, 이전 전환들 등등일 수 있는) 퍼블리셔 품질
메트릭은 또한 최종 사용자 품질 인식들에 따른 요인일 수 있다.

[0058]

§4.3.3 예시적 데이터 구조들

[0059]

도 3의 342, 352, 370, 및 390과 도 4의 420 및 430과 같은 데이터 구조들은 본 발명에 따른 방식에서 생성 및/
또는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0060]

§4.3.4 예시적인 방법들

[0061]

상기 소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전형적으로 광고주에게 비용을 트리거링하는 단계 또는 사
용자 단계의 값의 일부 측정을 사용하여 문서들 또는 문서들의 세트들을 스코어링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본 발
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들을 스코어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방법들은 §4.3.4.1 이하에 기술되어
있다.

[0062]

상기 소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예를 들어 결정된 문서 품질 스코어와 같이 최종 사용자 품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요인들을 사용하여 문서를 통해 서빙되는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고/하거
나 그러한 광고들을 통해 사용되는 브랜딩의 레벨 및/또는 형태를 제어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그러한 제어를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방법들은 §4.3.4.2 이하에 기술되어 있다.

[0063]

§4.3.4.1 문서 스코어들을 결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들

[0064]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를 스코어링하는 예시적인 방법(500)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광고 스코어들
이 결정되거나 수령된다. (블록 510) 다음으로, 문서는 문서상에 광고 스코어들과, 문서들의 집합(예로써, 모든
문서들)에 걸친 광고들의 스코어들을 사용하여 스코어링된다. (블록 520) 방법(500)이 다음에 시작된다. (노드
550)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정된 문서 스코어에 따른 신뢰도의 측정이 결정되고(블록 530) 문서 스코어를 조정하
도록 사용될 수 있다(블록 540).

[0065]

광고 스코어들이 수령 또는 결정되는 도 5의 블록(510)으로 다시 돌아가본다.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일 실시예
에 있어서, 광고 스코어들은 광고 ROI(return on investment) 스코어들이고, 그것은 상기 소개된 '972 출원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결정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광고 스코어들은 광고 선택 레이트, 광고 전환
레이트 등등을 반영할 수 있다.

[0066]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광고 스코어링 동작들을 수행하는 예시적인 방법(600)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루프(610-670)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단계들은 수행(예로써, 전환 레이트)이 트래킹되는 문서를 통
해 서빙되는 각각의 광고에 대해 수행된다. 추가로, 중첩 루프(620-650)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단
계들은 광고가 서빙된 각각의 문서에 대해 수행된다. 문서상에 광고(또는 광고주)에 대한 스코어가 결정된다.
(블록 630) 광고(또는 광고주)에 대한 스코어 합계는 문서들의 수의 카운트와 같이 유지된다. (블록 640). 문서
들의 모두가 고려된 후에, 모든 문서들에 걸친 광고에 대한 스코어가 결정된다. (블록 660) 예를 들어, 스코어
는 카운트에 의해 나눠지는 스코어 합계에 의해 정의되는 평균 스코어일 수 있다. 그 스코어는 스코어들의 다른
조합일 수 있다. 추가로, 광고들은 방법(600)이 시작되기 이전에 프로세싱될 수 있다.(노드 680)

[0067]

문서상에 광고의 스코어는 다양한 방식들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 레이트가 트래킹되어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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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광고 ROI가 트래킹되어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광고
전환 레이트가 트래킹되어 사용될 수 있다.
[0068]

§4.3.2.2 문서와 함께 서빙될 다수의 광고들 및/또는 문서와 함께 서빙될 광고들에 연관된 브랜딩을 제어하는
예시적인 방법들

[0069]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문서와 함께 서빙될 다수의 광고들을 제어하는 예시적인 방법(700)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광고 품질의 최종 사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의존적 (및/또는 광고 의존적) 정보가 수령된
다. (블록 710) 다음으로, 문서와 함께 렌더링하기 위한 다수의 광고들은 적어도 수용된 광고 의존적 및/또는
문서 의존적 정보를 사용하여 제어(예로써, 결정 또는 조정)된다. (블록 720) 문서와 함께 서빙되는 광고들의
수를 제어하는 것은 초기 수를 조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수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방법
(700)이 시작된다(노드 730).

[0070]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서빙되는 광고들과 연관되도록 브랜딩의 형태 및/또는 등급을 제어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800)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광고 품질의 최종 사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의존적 (및/또
는 광고 의존적) 정보가 수령된다. (블록 810) 다음으로, 광고 브랜딩의 레벨 및/또는 형태는 적어도 수령된 광
고 의존적 및/또는 문서 의존적 정보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블록 820) 다음으로, 광고 브랜딩은 방법(800)이
시작되기 이전에(노드 840) 결정된 레벨 및/또는 형태를 사용하여 광고(들)에 적용된다(블록 830).

[0071]

시스템의 콘텍스트에서, 도 2의 시스템(200)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하나의 예시적 구현이 다음에 따라 동작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콘텐츠 관련 광고 시스템을 호칭하는 퍼블리셔의 웹 페이지 상의 명확한 i 프레임에 따른
자바스크립트는 동일한 웹 페이지상의 다른 슬롯들을 발견한 후에 전역 변수(예로써, skip=<N>)를 기록한다. "
전역 변수"는 웹페이지의 광고 슬롯들 모두를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에 액세스 가능한 변수이다. 예를 들어, 퍼
블리셔가 그것의 웹페이지상에 3개의 광고 슬롯들을 정의한 것으로 가정하면, 첫째 광고 슬롯은 전역 변수를 초
기화할 수 있다(예로써, "광고 슬롯"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 슬롯"을 0으로 세팅). 다른 광고 슬
롯들은 그 후에 "광고 슬롯"이 정의된 경우 결정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다른 광고 슬롯들은 1만큼 그것을 증
가시킬 수 있다. "광고 슬롯"이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즉, 단일 광고 슬롯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광
고 슬롯들은 동일한 변수로의 액세스를 갖는다. 따라서, 전역 변수 "광고 슬롯"은 얼마나 많은 광고 슬롯들이
웹 페이지상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각각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는 많은 광고들이
각각의 슬롯에 대해 리턴하는 방법을 광고 시스템이 알리도록 이러한 전역 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예로써, 슬
롯 1은 광고들 1-3을 끌어내고, 슬롯 2는 광고들 4-9를 끌어내고, 슬롯 3은 광고들 10-11을 끌어낸다). 광고 시
스템은 광고 슬롯들 모두에 대해 광고들의 단일한 세트(광고들 1-11)를 결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광고 시스
템은 슬롯들의 각각의 광고들의 개별적 세트들을 결정할 수 있고, 반면에 페이지 뷰에 대한 이중 광고들을 나타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슬롯에 제시되는 광고들을 트래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72]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일 실시예에 있어서, 낮은 스코어링 웹 페이지들(낮게 예측된 선택 레이트들을 갖는 것
들)에 대해, 제 1 슬롯 이외의 어떠한 슬롯도 어떠한 광고들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것은 명확한 i 프레임에
디스플레이되는 어떠한 html도 전달하지 않는 광고 시스템을 갖거나, 배경 색상(예로써, 퍼블리셔에 의해 명시
되는 주문 색상)을 전달하는 광고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일부 퍼블리셔들은 (퍼
블리셔에 의해 관리 및/또는 삽입될 수 있는) 퍼블리셔 명시된 대안 광고를 갖고 슬롯들의 빈 공간들을 구성하
는 대신에 추가적인 슬롯들에서 나타날 쇼를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73]

반대로, 높은 스코어링 웹 페이지들에 대해(예로써, 높게 예측된 선택 레이트들을 갖는 것들), 모든 슬롯들은
광고들을 통해 채워질 수 있다. 추가로, 눈에 띄는 광고 포맷들(예로써, 브랜드 아이코, 브랜드 색상들 등등을
포함하는)은 디스플레이되는 광고들과 광고 서버의 브랜드를 보다 강력하게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074]

명확한 i 프레임들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들(예로써, 넷스케이프)로부터 일어나는 요청들에 대해, 광고 서빙
시스템은 그 요청의 헤더에 따라 브라우저를 검출할 수 있고, 부모 윈도우와 동일한 배경 색상에 따라 i 프레임
윈도우를 세팅하는 html을 다시 전달한다.

[0075]

§4.3.5 예시적인 장치.

[0076]

도 9는 상기 논의된 동작들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머신(900)을 도시한 고레벨 블록도이다. 머신(900)
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910), 하나 이상의 입력/출력 인터페이스 유닛들(930), 하나 이상의 저장 디바이스
들(920), 및 연결된 요소들 사이에 정보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시스템 버스들 및/또는 네트워크
들(940)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디바이스들(932) 및 하나 이상의 출력 디바이스들(934)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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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입력/출력 인터페이스들(930)과 연결될 수 있다.
[0077]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910)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측면들에

효과를

주도록

머신

실행가능

명령어들(예로써,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의 Sun Microsystems Inc로부터 사용가능한 솔라리스 운영 시스템상에
서 작동하는 C 또는 C++이나, 노스 캐롤라이나주 더럼의 Red Hat, Inc.와 같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폭넓게 사
용가능한 리눅스 운영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다. 머신 실행가능 명령어들의 적어도 일부는 하나 이상의 저장
디바이스들(920)상에 (일시적 또는 보다 영구적으로) 저장될 수 있고/있거나 하나 이상의 입력 인터페이스 유닛
들(930)을 통해 외부 소스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0078]

일 실시예에서, 머신(900)은 하나 이상의 종래의 개인용 컴퓨터들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프로세싱 유닛들
(910)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일 수 있다. 버스(940)는 시스템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저장 디바이
스들(920)은 ROM(read only memory) 및/또는 RAM(random access memory)와 같은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
다. 저장 디바이스들(920)은 또한 하드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고 그에 기록하기 위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예
로써, 이동가능한) 자기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고 그에 기록하기 위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및 컴팩트 디스크
또는 다른 (자기) 광학 매체와 같은 이동식 (자기) 광학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고 그에 기록하기 위한 광학 디스
크 드라이브를 포함할 수 있다.

[0079]

사용자는 예를 들어 키보드 및 포인팅 디바이스(예로써, 마우스)와 같은 입력 디바이스들(932)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로 명령들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마이크,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수신 안테나, 스캐너 등등과
같은 다른 입력 디바이스들 또한 (또는 대안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과 다른 입력 디바이스들은 종
종 시스템 버스(940)에 연결되는 적절한 인터페이스(930)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들)(910)에 접속된다. 출력 디
바이스들(934)은 또한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940)로 접속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다
른 형태 또는 모니터를 포함할 수 있다. 모니터 이외에(또는 그 대신에), 개인용 컴퓨터는 예를 들어 스피커들
및 프린터들과 같은 다른 (주변) 출력 디바이스들(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할 수 있다.

[0080]

상기 기술된 다양한 동작들은 하나 이상의 머신들(9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상기 기술된 다양한 정보는 하
나 이상의 머신들(900)상에 저장될 수 있다. 광고 서버(210), 검색 엔진(220), 콘텐츠 서버(230), 전자 메일 서
버(240), 및/또는 사용자 디바이스(250)는 하나 이상의 머신들(800)을 포함할 수 있다.

[0081]
[0082]

§4.3.6 광고 브랜딩의 다양한 형태들 및/또는 레벨들을 갖는 예시적인 광고 포맷들
도 10 내지 도 19는 웹 페이지의 상위 또는 하위 여백에 렌더링될 4개의 수평으로 배치되는 광고들에 대한 포맷
들과 같은 서로 다른 브랜딩을 갖는 서로 다른 위치 포맷들의 예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0 내지 도 24는 웹
페이지의 우측 또는 좌측에 렌더링될 4개의 수직으로 배치되는 광고들에 대한 포맷들과 같이 서로 다른 브랜딩
을 갖는 서로 다른 광고 위치 포맷들의 예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5 내지 도 35는 웹 페이지의 상위 또는 하
위 여백에 렌더링될 2개의 수평으로 배치되는 광고들에 대한 포맷들과 같은 서로 다른 브랜딩을 갖는 서로 다른
광고 위치 포맷들의 예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6 내지 도 42는 웹 페이지를 통해 렌더링될 수직으로 배치되
는 광고들에 대한 서로 다른 브랜딩을 갖는 서로 다른 광고 위치 포맷들의 예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그 예들의
일부는 광고 서버와 연관된 브랜드 색상들을 포함하는 광고 위치 포맷들을 나타낸다. 그 예들의 일부는 광고 서
버와 연관되는 예를 들어 디자인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아이콘 또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는 광고 포맷들을 나타
낸다.

[0083]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10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및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
트(1010)를 포함한다. 단어 "구글"의 문자들은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로 제공된다. 이
러한 텍스트는 광고들이 결정되는 방법과 같은 광고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광고들의 소스 등등으로의 하이퍼
텍스트 링크일 수 있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11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
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1110), 및 "G 박스" 브랜드 디자인 요소(1120)를 포함한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광고 포맷(12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1210), 및 "구글리 아
이드 안경(googly-eyed binocular)" 브랜드 디자인 요소(1220)를 포함한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13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1310) 및 관심있는 미터 요소
(1320)를 포함한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14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1410), 및 "Goooooooogle" 브랜드 요소(1420)를 포함한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고 포맷(15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1510) 및 광고들을 둘러싸는
박스를 포함한다. 박스의 서로 다른 세그먼트들(1520)은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로 제공
된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16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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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1610)

및

서로

다른

세그먼트들(1620)을

갖는

광고들을

둘러싸는

박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예(1600)에서, 박스 세그먼트들(1620) 및 워드 "구글"의 문자들 모두는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로 제공된다. 포맷들(1000-1500)에서 착색된 바들(bars)과 같이, 라인(1630)은 광고들로부터의 텍스트 "
구글에 의한 광고들"를 분리하고, 그에 의해 단지 우측단 광고에만 적용가능하다는 잘못된 가정을 최종 사용자
들이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 17의 광고 포맷(1700)은 도 15의 것(1500)과 유사하지만, 박스의 착색된 라인
세그먼트들(1720)이 더 두껍고, 그에 의해 보다 두드러지게 브랜드 정보를 전달한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18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및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1810)를 포함한다.
이러한 포맷(1800)은 브랜딩의 최소 레벨을 제공한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1900)을 통해 채워
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1910) 및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
들로 제공되는 큰 구형들(1920)을 포함한다. 광고 포맷(1900)은 짙은(예로써, 흑색) 배경에 옅은(예로써, 백색)
텍스트 광고들을 제공한다.
[0084]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20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상위에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2010), 하위에 "G 박스" 브랜드 디자인 요소(2020)를 포함한다.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
(21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2110) 및 상위 모두에 청색, 적색, 및 황색(및/또는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로 제공되는 구형들을 포함하는 그래픽 요소(2120)를 포함한다.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22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2210), 및 상위 모두
에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로 제공되는 원들을 포함한다.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고 포맷(23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상위에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2310), 하위에 청색,
적색,

황색,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로

제공되는

큰

구형들(2320)을

포함한다.

광고

포맷(2300)은

짙은(예로써, 흑색) 배경에 옅은(예로써, 백색) 텍스트를 제공한다.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
(24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과 상위에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2410)를 포함한다. 이러한
포맷(2400)은 브랜딩의 최소 레벨을 제공한다.
[0085]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25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
(2510), 및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로 제공되는 서로 다른 세그먼트들(2520)을 갖는 광
고들을 둘러싸는 박스를 포함한다.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26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
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2610), 및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로 제공되는 서로
다른 세그먼트들(2620)을 갖는 광고들을 둘러싸는 박스를 포함한다. 2600에서 라인 세그먼트들이 더 두껍고, 그
러므로 2500에서의 것들보다 더 두드러진다는 것에 주의한다.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2700)을 통
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2710), 및 구글 브랜드 황색, 청색, 및 적색 색
상들을 갖는 구형들을 포함하는 그래픽 요소(2720)를 포함한다.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28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고들 "Goooooooogle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2810) 및 "G 박스" 브랜드 디자인 요소
(2820)를 포함한다.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29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2910) 및 관심있는 미터(2920)를 포함한다.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30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3010), 구글 황색, 청색, 적색, 및 녹색 브랜
드 색상들을 갖는 큰 엷은 구형들(3020)을 포함한다. 도 3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3100)을 통해 채워
진 위치는 2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3110), 및 구글 브랜드 폰트에서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브랜드 색상들을 갖는 "구글" 브랜드 요소(3120)를 포함한다. 도 3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320
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3210), 및 "구글리 아이드 안경" 브랜드
디자인 요소(3220)를 포함한다. 도 3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33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고
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3310) 및 우측 모두에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3320)
로 제공되는 원들을 포함한다. 도 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34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고들, 우측에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3410), 및 좌측에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
(3320)로 제공되는 원들을 포함한다. 도 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2개의 광고들
및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3510)를 포함한다. 이러한 포맷(3500)은 브랜딩의 최소 레벨을 제공한다.

[0086]

도 3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36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
(3610), 및 상위 모두에 구글 브랜드 황색, 청색, 및 적색 색상들을 갖는 구형들을 포함하는 그래픽 요소(362
0)를 포함한다. 도 3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37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상위 모두에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3710), 및 "G 박스" 브랜드 디자인 요소(3720)를 포함한다. 도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38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상위 모두에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3180)
및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구글 브랜드 색상들로 제공되는 원들을 포함한다. 도 3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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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포맷(39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및 "Goooooooogle 광고들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3910)를 포
함한다. 이러한 포맷(3900)은 브랜딩의 최소 레벨을 제공한다. 도 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4000)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4010), 및 구글 황색, 청색, 적색, 및 녹색 브
랜드 색상들을 갖는 큰 엷은 구형들(4020)을 포함한다. 도 4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포맷(4100)을 통해 채
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상위 모두에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4110), 및 구글 브랜드 폰트에 따라
청색, 적색, 황색, 및 녹색 브랜드 색상들을 갖는 "구글" 브랜드 요소(4120)를 포함한다. 도 4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강고 포맷을 통해 채워진 위치는 4개의 광고들,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4210), 및 구글 황색,
청색, 적색, 및 녹색 브랜드 색상들을 갖는 구형들(더 작음)(4420)을 포함한다.
[0087]

도 43A 내지 도 43K는 다양한 치수들의 다양한 광고 위치들에 대해 "Goooooooooooogle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를
모두 갖는 다양한 광고 포맷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광고 포맷들의 각각은 더 짙은(예로써, 청회색) 바에서 옅은
(예로써, 백색) "Goooooooooooogle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를 갖는다. 각각의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텍스트는 제
1 색상(예로써, 감청색)으로 타이틀 라인, 제 2 색상(예로써, 흑색)으로 2개 내지 4개 라인 마케팅 메세지, 제
3 색상(예로써, 녹색)으로 웹사이트 URL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3A의 광고 포맷(4300a)은 120x600 픽셀들이고,
도 43B의 광고 포맷(4300b)은 160x600 픽셀들이고, 도 43C의 광고 포맷(4300c)은 120x240 픽셀들이고, 도 43D
의 광고 포맷(4300d)은 180x150 픽셀들이고, 도 43E의 광고 포맷(4300e)은 125x125 픽셀들이고, 도 43F의 광고
포맷(4300f)은 336x280 픽셀들이고, 도 43G의 광고 포맷(4300g)은 300x250 픽셀들이고, 도 43H의 광고 포맷
(4300h)은 250x250 픽셀들이고, 도 43I의 광고 포맷(4300i)은 728x90 픽셀들이고, 도 43J의 광고 포맷(4300j)
은 468x60 픽셀들이고, 도 43K의 광고 포맷(4300k)은 234x60 픽셀들이다, 다른 치수들(예로써, 120x400
픽셀들, 200x200 픽셀들, 420x200 픽셀들, 420x120 픽셀들 등등)을 갖는 도시되지 않은 다른 광고 포맷들이 가
능하다.

[0088]

당연히, 다른 광고 포맷들이 가능하다. 그러한 광고 포맷들은 텍스트 요소들, 그래픽 요소들, 라인 세그먼트 요
소들 등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그래픽 요소들은 다른 경계 디자인들과 같이 가능
하다. 그 요소들 중 하나 이상은 광고들이 제공되는 콘텐츠 관련 광고 서버의 브랜드와 연관될 수 있다. 보다
두드러진 브랜딩을 제공하도록 원해질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읽는 방식이기 때문에 브랜딩 요소들을 더 높고/
높거나 좀 더 좌측에 배치하거나 사람들이 읽는 방식에 기초하여 그러한 브랜딩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0089]

브랜딩의 최소 레벨은 어떠한 브랜드 색상들 또는 그래픽 요소들 없이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를 갖는 광
고 포맷일 수 있다. 브랜딩의 중간 레벨은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 및 그 광고들을 둘러싸는 박스를 갖는
광고 포맷일 수 있고, 그 경우에 박스의 세그먼트들은 구글 브랜드와 연관된 색상들에 따라 제공된다. 브랜딩의
또 다른 중간 레벨은 구글 브랜드와 연관된 그래픽 요소 및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를 갖는 광고 포맷일
수 있다. 브랜딩의 높은 레벨은 "구글에 의한 광고들" 텍스트, 그 광고들을 둘러싸는 박스를 갖는 광고 포맷일
수 있고, 그 경우에 박스의 세그먼트들은 구글 브랜드와 연관된 그래픽 요소 및 구글 브랜드여 연관된 색상들에
따라 제공된다. 브랜딩의 고레벨의 또 다른 예는 구글 브랜드와 연관된 큰 그래픽 요소들 및 "구글에 의한 광고
들" 텍스트를 갖는 광고 포맷일 수 있다. 당연히, 다양한 브랜딩 요소들을 활용하는 다수의 브랜딩 레벨들이 가
능하다.

[0090]

추가로, 도 10 내지 도 19 각각의 것들(1000-1900)과 같은 일부 광고 포맷들은 도 25 내지 도 35 각각의 것들
(2500-3500)과 같은 다른 광고 포맷들보다 더 큰 수의 광고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광고 포맷들(25003500)에서 개개의 광고들이 분리되지 않는 반면에, 광고 포맷들(1000-1900)에서 개개의 광고들이 라인 세그먼트
들을 통해 분리된다는 것에 주의한다.

[0091]

퍼블리셔들이 선택하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실시예들에서, 색상 선택들과 같은 그들의 웹 페이지상에 제공되는
광고들에 대한 주문 색상들은 광고들이 제공되는 방법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퍼블리셔가 소
비자 색상들을 명시한 경우, 그러한 퍼블리셔는 그에 따라 콘텐츠 관련 광고 서빙 시스템을 시작하고, (예로써,
고성능 웹 페이지들에 대한) 새로운 구글 브랜드 색상 포맷들에 의해 대체되는 그것들이 최신 주문 색상을 갖어
옵트 인투(opt-into) 할 수 있다. 퍼블리셔는 하나 이상의 구글 광고 포맷들이나, 심지어 모든 구글 브랜드 색
상 포맷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포맷이 선택되는 경우, 그것들은 고성능 웹 페이지들상에서 무작위로
로테이션될 수 있다. 퍼블리셔가 옵트 인(opt-in)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라 그것들의 포맷에 대한 변화가
없다. 퍼블리셔들에게는 고성능 웹 페이지들에 대해 새로운 구글 브랜드 색상 포맷들에 의해 대체되는 그것들의
최신 주문 색상을 가져 옵트 인투하도록 광고 수익의 더 큰 몫과 같은 인센티브들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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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2]

반대로, 기존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가 주문 색상들을 갖지 않는 경우, 그러한 퍼블리셔는 새로운 구글 브랜드
색상 포맷들이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한 퍼블리셔가 콘텐츠 관련 광고 전달 시스템을 시작할 때, (어떠한 색상
주문도 없는 일반적 구글 포맷이 단지 고성능 페이지들에 대해서만 새로운 구글 브랜드 색상 포맷들에 의해 대
체되지 않는 경우에) 옵트 아웃하기 위해 시간 기간(예로써, 2주 통보)이 제공될 수 있다. 퍼블리셔가 명시된
시간 기간 내에 옵트 아웃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구글 브랜드 색상 포맷들은 (예로써, 고성능 페이지들에 대해
서만) 색상 주문 없는 표준 구글 포맷을 대체할 것이다. 구글이 더 많은 구글 브랜드 색상 포맷들을 추가함에
따라, 퍼블리셔는 로그 인하여 그것들의 선택들을 변경할 수 있다. 퍼블리셔는 하나 이상의 구글 광고 포맷들,
또는 심지어 모든 구글 브랜드 색상 포맷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포맷이 선택되면, 그것들은 무작위
로 고성능 웹 페이지들상에서 로테이션될 수 있다. 퍼블리셔들은 고성능 웹 페이지들에 대해 새로운 구글 브랜
드 색상 포맷들에 의해 대체되는 그것들의 최신 주문 색상을 갖어 옵트 인투하도록 광고 수익의 더 큰 몫과 같
은 인센티브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0093]

마찬가지로, 퍼블리셔는 광고들의 최종 사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요소를 사용하여 서빙되는 다
수의 광고들을 변경하는 광고 전달 시스템의 버전들을 통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퍼블리셔는 콘텐츠 관련
광고 전달 시스템을 시작하여, 단일 웹 페이지상에 Nro의 광고 슬롯들까지 배치하기 위해 N개(예로써, 3개) 새
로운 크리에이티브들을 구성할 수 있다. 즉, 퍼블리셔는 동일한 웹페이지상에 다중 광고 크리에이티브들을 배치
할 수 있다. 이것은 콘텐츠 관련 광고 전달 시스템이 적절할 때 더 많은 광고들을 서빙하도록 허용한다. 퍼블리
셔는 슬롯이 광고들을 통해 채워지지 않을 때 사용될 대안적인 광고들 및/또는 배경 색상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 있어서, 퍼블리셔는 얼마나 많은 광고들을 보여주는지, 및/또는 렌더링될 광고들의
수를 제어하는 수행(예로써, 선택 레이트) 문턱을 제어하기 위한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0094]

§4.3.7 대안들 및 개선들

[0095]

상기 실시예들의 일부가 다수의 광고들 및/또는 브랜딩을 제어할지라도, 광고 품질의 최종 사용자 인식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또한 광고들을 보이기 위한 광고 위치를 선택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들
의 품질의 최종 사용자 인식이 불량한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광고들은 덜 두드러진(prominent) 광고 위치들(예
로써, 상위에서 "헤더 보드" 위치와는 다른 측면 여백에서 "마천루(skyscraper)" 위치)을 보여줄 수 있다.

[0096]

상기 실시예들 중 일부가 문서를 스코어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지라도, 문서들의 세트들이 스코어링될 수
있다. 문서들이 세트는 예를 들어 하나의 웹사이트 또는 하나의 퍼블리셔에 속하는 문서들일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들 중 일부가 콘텐츠 기반 웹 페이지들의 퍼블리셔들의 콘텍스트에 기술되었을지라도, 본 발명이 예를 들
어 검색 결과 페이지 뷰들을 생성하는 검색 엔진 웹사이트들과 같은 퍼블리셔들의 다른 형태들을 통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한다.

[0097]

상기 실시예들 중 일부에 있어서, 문서 스코어를 결정하기에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모든 문서
들에 대해 스코어(또는 신뢰도의 바람직한 등급을 갖는 스코어)를 계산하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일부 실시예들에서, 문서 스코어는 "관련된" 및/또는 "유사한" 문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서 D가 높은 신뢰도를 통한 충분한 스코어들을 갖지 않는 경
우,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로 된다. 그러한 추가적인 데이터의 양호한 소스는 "관련된" 및/또는 "유사한" 문서
들을 살피는 것이다. 일례로, 문서 유사성 트리는 다음에 따라 생성될 수 있다. 상향식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문서에 대한 노드가 생성된다. 다음으로, 매 단계마다 (자신들이 서빙하는 광고주들의 세트의 유사성과 같은 일
부 유사 스코어를 사용하여) 서로 가장 유사한 2개의 부모없는 노드들은 발견되어 새로운 부모하에서 형제 노드
들로 연관된다. 일단 문서 유사성 트리가 생성되면, 문서 D는 스코어 S(D)를 계산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않는 경우, D의 부모 D1이 발견된다. 부모 D1의 일부 데이터(예로써, 세일즈, 선택들)는 D1 하에 모든 문서들에
대해 데이터의 합으로 세팅된다. 부모 문서 S(A, D1)에 대한 스코어는 귀속된 데이터(즉, 그것의 후손들의 데이
터)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제 1 대안(예로써,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서, 문서 S(D)의 새로운 스코
어는 부모 문서 S(D1)의 스코어 및 문서 S(D)의 최초 스코어의 일부 혼합으로 세팅될 수 있다. 제 2 대안(예로
써,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 부모 문서 D1의 부모(D2)가 발견될 수 있고, 병합 프로세스가
계속될 수 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대안에서, 문서의 스코어 S(D)는 그것의 부모의 스코어 S(D1)를 단순히 물려
받을 수 있다.

[0098]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일부 실시예들에서, 퍼블리셔는 얼마나 많은 광고들을 보여주는지, 또는 광고들이 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수행(예로써, 선택 레이트) 문턱을 세팅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0099]

상기 논의된 실시예들 중 대부분이 웹 페이지 문서들에 관련되었을지라도, 본 발명은 전자 메일을 렌더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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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보여지는 광고들, 개인용 전자 메일을 통해 전자 메일 자체에 보여지는 광고들, 뉴스레터 또는 그룹 메일
링 리스트, Word 또는 Adobe Acrobat와 같은 문서 판독기들에서 보여지는 광고들 등등에 대해서와 같이 문서들
이 다른 형태들의 콘텍스트에서 사용될 수 있다. 문서 및/또는 광고들이 오디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
브랜딩은 광고들이 소스 또는 품질을 전달하도록 사용되는 톤들, 운율적 반복, 사운드 효과들 등등을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서 및/또는 광고들이 비디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 브랜딩은 광고들이 소스 또는
품질을 전달하도록 사용되는 비디오 시퀀스를 포함할 수 있다.
[0100]

xml 데이터피드(xml datafeed)를 통해 광고들을 수신하는 퍼블리셔들에 대해, 리턴되는 광고들이 수가 확장될
수 있고, 광고 포맷 브랜딩 형태가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표시하는 파라미터는 다음에 적절한 포맷으로 광고
들을 렌더링하기 위해 퍼블리셔의 서버로 건네질 수 있다.

[0101]

§4.4 예시적인 예들

[0102]

다음의 예들에서, 문서는 웹 페이지이고 문서 스코어는 웹 페이지와 연관된 선택 레이트이다. 제 1 웹 페이지는
>0.20의 선택 레이트를 갖는 "고성능" 웹 페이지로 고려된다. 제 2 웹 페이지는 <0.20의 선택 레이트를 갖는 "
저성능" 웹 페이지로 고려된다.

[0103]

고성능 웹 페이지에 대해, 웹 페이지 로드들 및 모든 사용가능한 광고 슬롯들(예로써, 상위의 리더 보드
(leader-board), 우측상에 마천루, 및 하위에 광고 배너)이 광고들과 함께 채워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각각의
슬롯은 강력한 브랜딩 포맷을 포함한다(예로써, 구글 브랜드 색상들, 구성되는 경우, 구글 트레이드마크
아이콘, 및 구성되는 경우 구글 브랜드 색상들 등등). 발견된 어떠한 관련 광고들도 존재하지 않거나, 웹 페이
지가 부정적으로(즉, 살인, 자살, 전쟁, 비극 등등과 같은 부정적인 주제들에 관련된) 결정되는 경우, 그에 따
라 PSA들(public service ads)은 단지 상위 슬롯을 채우고, 반면에 다른 것들이 사라지거나 (퍼블리셔가 대체
광고들을 구성한 경우) 퍼블리셔 명시된 대안 광고들로 전환한다. 이미지 광고들은 어떠한 텍스트 광고 슬롯도
대체할 수 있다. 적어도 일부 실시예들에서, 셰이딩(shading)의 서로 다른 양들, 서로 다른 색상들, 및/또는 서
로 다른 시각적 큐들(cues)은 광고들을 제공받은 퍼블리셔나, 공개적 서비스 광고들로부터 통상적으로 타겟팅된
광고들을 구별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0104]

저성능 웹 페이지에 대해, 웹 페이지 로드들 및 광고 슬롯들 중 단지 하나(예로써, 상위에 리더 보드)가 광고들
을 통해 채워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미지 광고들은 제 1 텍스트 광고 슬롯을 대체할 수 있다. 웹 페이지상의
다른 광고 슬롯들(예로써, 우측상의 마천루, 및 하위의 광고 배너)은 사라지거나(텅빈 배경), (퍼블리셔가 대체
광고들을 구성한 경우) 퍼블리셔 명시된 대안 광고들로 전환한다. 디스플레이되는 포맷은 구글 속성을 포함하지
만 덜 두드러진다(예로써, 구글 트레이드마크 아이콘이 보여지지 않는다). 구글이 그 페이지의 콘텐츠를 갖지
않거나 보이기 위한 광고들을 갖지 않는 경우, 또는 페이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라 PSA들은
단지 상위 슬롯에 나타나고 다른 슬롯들은 사라지거나(텅 빈 배경) (퍼블리셔가 대체 광고들을 구성한 경우) 퍼
블리셔 명시된 대안 광고들로 전환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0105]

§4.5 결론들

[0106]

상기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고품질 광고 전달 시스템들이 그것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
하고 최종 사용자들에 의해 그것들의 광고들의 인식된 품질을 강화하도록 허용하는 점에서 유리하다.

부호의 설명
[0107]

305

콘텐트 관련 광고 서버

310

광고주들

320

콘텐츠 소유자들

360

문서 품질 스코어링 동작들

410

광고 수 제어 - 광고 브랜딩 제어 동작들

430

브랜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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