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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태 오브젝트를 이용한 리타겟 광고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의 접속 정보에 관한 상태 오브젝트를 이용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광고 데이

터 특히 리타겟 광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광고 시스템은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 리타

겟 모듈, 광고 서버를 포함하는데, 리타겟 모듈은 클라이언트의 상태 오브젝트를 해석하는 상태 오브젝트 해석부와, 클라

이언트가 접속한 매체의 해당 페이지에 게재된 리타겟 광고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리타겟 검색부와, 클라이언트가 리타겟

대상일 경우 리타겟 광고를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광고 전송부를 포함한다. 상태 오브젝트는 f(x)=y(x는 키(key)

, y는 값(value)임)의 형식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광고 캠페인별로 분리된 상태 오브젝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

고주와 매체 및 캠페인 각각이 클라이언트의 이력과 타겟을 공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상태 오브젝트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고 리타겟 광고를

전송하기 위한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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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고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리타겟 모듈의 내부 구조도.

도 3은 리타겟 데이터베이스.

도 4는 리타겟 광고 방법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설명>

10 : 클라이언트 20 : 외부 매체

50 : 광고 서버 60 : 광고 데이터베이스

70 :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

80 : 리타겟 모듈 82 : 상태 오브젝트 해석부

84 : 리타겟 검색부 86 : 광고 전송 모듈

90 : 리타겟 데이터베이스

100 : 본 발명에 따른 상태 오브젝트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접속 정보를 나타내는 상태 오브젝트

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통신망에서 클라이언트의 접속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컨대 웹(world wide web) 기반의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의 접속

정보를 저장한 쿠키(cookie)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ID나 지불 정보를 반복 입력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편리하

다. 이러한 쿠키는 HTTP 응답(response)에 "Set-Cookie" 헤더를 포함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에 삽입할 수 있다. CGI 스

크립트로 생성할 수 있는 이러한 "Set-Cookie" 헤더로 전형적인 헤더는 다음과 같은 포맷을 가진다.

Set-Cookie: NAME=VALUE; expire=DATE;

path=PATH; domain=DOMAIN_NAME; secure

여기서, 쿠키는 이름(NAME) 필드로만 구성될 수도 있으며, 경로(path)는 쿠키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고

유효한 쿠키 정보일 경우에는 이것이 URL 요청과 함께 서버로 전송된다.

이러한 쿠키 정보를 웹 환경의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이미 공지된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쿠키를 이용한 광고는 매체나 광

고주 및 광고 캠페인에 대해 범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용자에 대한 타겟(target) 광고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방문 이력과 반응 이력 등에 따른 차별적인 광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접속 상태 정보를 전자상거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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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광고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접속 상태를 나타내는 f(x)=y 형식의 상태 오브젝트를 발행하는 상태 오브젝

트 발행 모듈과, 광고 데이터의 리타겟 지정, 리타겟 대상의 판단 및 광고 전송을 수행하고, 광고주의 이벤트 페이지에 상

태 오브젝트 태그를 삽입하며, 상기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에 의해 발행되어 클라이언트에게 부여된 상태 오브젝트를 해

석하는 리타겟 모듈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태 오브젝트의 x는 키(key)이고, y는 값(value)이다. 상기 리타겟 모듈은 클라

이언트의 상태 오브젝트를 해석하는 상태 오브젝트 해석부와,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매체의 해당 페이지에 게재된 리타겟

광고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리타겟 검색부와, 클라이언트가 리타겟 대상일 경우 리타겟 광고를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전송

하는 광고 전송부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광고 방법은 광고 데이터에 접근한 클라이언트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태 오

브젝트를 전달받는 단계와, 전달된 상태 오브젝트를 광고 캠페인 단위로 나누는 단계와, 리타겟 대상 상태 오브젝트가 존

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단계에서 리타겟 대상 상태 오브젝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리타겟 광고를

검색하여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선정된 리타겟 광고를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상태 오브젝트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고 리타겟 광고를

전송하기 위한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광고 시스템(100)은 광고 서버(50), 광고 데이터베이스(60),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70), 리

타겟 모듈(80), 리타겟 데이터베이스(90)를 포함한다. 광고 시스템(100)은 클라이언트(10)로부터 예컨대, HTTP 요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응답(16)을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준다. 클라이언트(10)의 HTTP 요청은 클라이언트가 광고 서버

(50)에 직접 접속하여 이루질 수도 있고(도 1의 '12'), 광고 서버(50)와는 다른 서버 또는 외부 매체(20)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도 1의 '14').

광고 서버(50)는 광고 데이터베이스(60)에 저장되어 있는 복수의 광고 이벤트 A, B, …, N(32, 34, 36)을 발행하며 이를 클

라이언트(10)에게 예컨대, 웹 환경으로 제공한다. 이벤트(32, 34, 36) 중 어느 하나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는 본 발명에

따른 상태 오브젝트가 발행되며, 이 상태 오브젝트와 로그 데이터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이벤트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반응

이력과 성향 및 광고 이벤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 등을 기록한다.

본 발명의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70)은 키(key)와 값(value)으로 된 예컨대, f(x) = y의 형식(여기서, x는 키이고, y는

값이다)의 상태 오브젝트를 발행한다. 여기서, 키는 캠페인 코드(즉, 광고의 고유 번호로 캠페인마다 부여되는 중복되지 않

는 정수)이며 값은 깊이(depth) 즉, 이벤트 페이지의 번호가 될 수 있다. 만약 클라이언트(10)가 총 5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이벤트(32)에서 1, 2, 3번 페이지를 방문한 후 빠져나갔다면 사용자의 상태 오브젝트에는 campaign_no=3(값)이 부여된

다. 클라이언트가 이후 다시 해당 이벤트에 접속하여 4번째 페이지까지 도달한 이후 빠져나갔다면 상태 오브젝트는

campaign_no=4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리타겟 모듈(80)에서 A라는 광고 캠페인을 B라는 광고 캠페인의 페이지 3번까지 들어온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정

하면, 실제 상태 오브젝트가 3 이상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광고 캠페인 A가 노출된다. 상태 오브젝트의 부여는 모듈

(70)에서 행해지고, 캠페인의 리타겟 지정이나 실제 해당 리타겟 대상을 판단하여 광고를 전송하는 것은 리타겟 모듈(80)

에서 수행된다.

한편 본 발명의 리타겟 대상은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온 사용자(즉, HTTP 요청 '12'를 한 클라이언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온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상태 오브젝트가 발

행되므로 이러한 클라이언트도 리타겟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리타겟 대상에 따른 광고의 집행에 의해 남

는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광고주에게 좀 더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광고를 전송하

면서 전송된 광고 캠페인 정보는 물론 어떤 리타겟 대상인지를 기록함으로써 A라는 캠페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리타겟한

B라는 광고의 결과에 A 캠페인의 방문자 구분에 따라(즉, A라는 캠페인의 이벤트 페이지 도달 구분) 효과를 산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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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리타겟 모듈(80)은 예컨대 도 2에 나타낸 것처럼, 상태 오브젝트 해석부(82), 리타겟 검색부(84), 광고 전송 모

듈(86)을 포함할 수 있다. 상태 오브젝트 해석부(82)는 클라이언트(10)의 상태 오브젝트를 해석하고, 리타겟 검색부(84)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매체의 해당 페이지에 게재된 리타겟 광고가 있는지를 검색하며, 광고 전송부(86)는 클라이언트가

리타겟 대상일 경우 다른 광고에 우선하여 리타겟 광고를 전송한다.

본 발명에서 상태 오브젝트의 발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모듈(70)은 광고주의 이벤트 페이지(32, 34, 36)

를 트래킹(tracking)하여 다양한 정보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예컨대 어떤 광고의 이벤트가 진행될 때 이벤트

페이지로 들어온 클라이언트가 어떤 매체에서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왔는지 또는 광고주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경로로 이

벤트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각 매체의 광고 전송량과 이벤트에 참여한 매체별 비율을 계산한다. 이처럼 광고주

페이지를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광고주 이벤트 페이지에 상태 오브젝트 태그를 삽입한다. 여기서 상태 오브젝트 태그란

HTML 태그 중 소스(source) URL을 기입하는 태그를 이용하여 광고주 페이지의 HTML 문서에 모듈(70) 프로그램의

URL을 넣은 HTML 태그를 말한다. 상태 오브젝트 태그는 예컨대, 앵커(anchor) 태그, 스크립트(script) 태그, 프레임

(frame) 태그, 이미지(image) 태그 등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 태그를 상태 오브젝트 태그로 사용

할 수 있다.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d2.targetgraph.com/

d2_redirect?d2media=2208162517&d2adv=15484548484&url=...>

여기서 'src=' 뒤에 포함된 것이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70)의 프로그램 URL이다. 이처럼 상태 오브젝트 태그가 광고주

이벤트의 HTML 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광고주의 이벤트 페이지를 열었을 경우 위의 태그가 실행되어

'src=' 뒤에 있는 URL로 스크립트 내용을 요청하게 된다. 이 때 모듈(70)은 클라이언트의 요청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

한 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남기게 된다. 리타겟 모듈(80)은 이 태그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상태 오브젝

트를 남기고, 어떤 매체에서 어떤 광고를 보고 몇번째 방문자인지를 기록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태 오브젝트는 종래 광고에서 사용하던 쿠키와는 달리 한 사이트 내에서의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상태 오브젝트 태그가 넣어져 있는 모든 광고주 사이트와 광고 서버(50)의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매체에 적용할 수 있다. 즉, A라는 매체를 통해서 B라는 광고주의 C 이벤트 페이지에 도달한 클라이언트는 B 광고주의 C1

이라는 새로운 광고의 리타겟 대상이 되며, 이 클라이언트가 A1 매체에 도달한 경우 C1의 광고를 보게 된다. 이러한 점은

상태 오브젝트 태그가 B 광고주의 C 이벤트 페이지에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A1이라는 전혀 다른 매체에서 해당 클라이언

트를 인식하고 B 광고주의 C1 이벤트 광고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A 매체에서 B 광고주의 C 광고를 보

고 C 광고 이벤트 페이지에 도달한 클라이언트는 B1 광고주의 C1 광고의 리타겟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역시 A1이라

는 매체에서 타겟으로 삼아 광고를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광고 시스템에서는 광고주 간, 매체 간, 캠페인

간 클라이언트의 이력과 타겟을 공유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에서 클라이언트의 이벤트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반응 이력과 성향 및 광고 이벤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대

한 기록은 클라이언트의 상태 오브젝트에 남아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다. 이것은 종래 쿠키를 이용한 일반 웹 서버의

로그 파일과는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클라이언트의 리타겟 쿠키에 A, B, C의 광고주의 쿠키가 남는다면 일반 웹 서버 로

그 형식으로는 모든 광고주의 리타겟 쿠키가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B라는 광고주의 이벤트에 도달한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는 A, B, C 광고주의 상태 정보 중 광고주의 상태 정보만 로그에 남겨야 이 클라이언트가 도달한 이벤트 페이지, 해당 광

고주, 경유한 매체, 중북 방문횟수 등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C라는 광고주 페이지에만 도달하였다면 C

광고주의 상태 오브젝트만 남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를 선별하여 로그에 남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 나온 데이터는 예컨대 도 3과 같은 구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도 3에서 캠

페인 코드는 시스템에서 광고 캠페인마다 부여하는 고유값으로,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이벤트 페이지의 광고 캠페인 코드

이다. 매체 코드는 시스템에서 매체마다 부여하는 고유값으로 클라이언트가 이벤트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즉, 노출되었을

때) 경유한 매체를 기록한다. 날짜는 데이터가 생성된 날짜로서 클라이언트가 이벤트 페이지에 노출된 날짜를 말한다. 페

이지 번호는 시스템에서 이벤트의 각 페이지마다 부여하는 번호로 클라이언트가 어느 페이지까지 도달하였는지를 기록한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방문자수는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의 수를 말하고, 중복 방문 횟수 필드에는 해당 이

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의 중복 방문 횟수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이용하면 예컨대, A 광고 캠페

인의 B 매체를 통해 들어 왔으며, 이벤트 페이지 3번까지 들어온 오늘의 총 사용자의 수와 그들 중 2번 이상 중복 방문한

클라이언트의 수와 같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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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상태 오브젝트를 이용한 광고 방법의 흐름을 나타낸다.

도 4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가 매체에 노출된다(110). 클라이언트의 상태 오브젝트가 본 발명의 서버 시스템(광고 시스

템)으로 전달된다(120). 전달된 상태 오브젝트는 캠페인 단위로 나누어지며(130), 리타겟 광고주의 캠페인 상태 오브젝트

(SO)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140). 리타겟 상태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반 광고를 검색하고 선정하여(150), 선

정된 일반 광고를 전송한다(160). 한편, 판단 단계(140)에서 리타겟 광고주의 상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리타겟

광고를 검색하고 선정하여(170) 선정된 리타겟 광고를 전송한다(180). 일반 광고 전송(160)과 리타겟 광고의 전송(180)

후에는 전송 로그를 로그 파일에 저장한다(190).

지금까지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도면에 나타낸 구조와 이에 대한 설명은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도 1의 광고 시스템(100)에는 광고 서버(50)가 시스템(100)의 내부 구성요소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내었지만, 본 발명의

광고 시스템은 반드시 이러한 구조로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광고 서버가 광고 시스템(100)의 외부에 별도로 구성되고 이

외부 광고 서버가 본 발명의 시스템(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 리타겟 모듈)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구조의 변형은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의 접속 정보를 상태 오브젝트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방문 이력과 반응 이력에

따른 차별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사이트 방문자를 도달 페이지별로 분류하여 광고주가 원하는

최종 목적 페이지에 도달하도록 클라이언트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반응 클라이언트에게만

광고를 전송함으로써, 광고주의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기대 고객을 실고객으로 전환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컴퓨터 통신망에서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 시스템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컴퓨터 통신망에 접속한 접속 상태를 나타내는 f(x)=y 형식(여기서, x는 키(key), y는 값(value)임)의

상태 오브젝트를 발행하는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과,

광고 데이터의 리타겟 지정, 리타겟 대상의 판단 및 광고 전송을 수행하고, 광고주의 광고 데이터에 상태 오브젝트 태그를

삽입하며, 상기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에 의해 발행되어 클라이언트에게 부여된 상태 오브젝트를 해석하는 리타겟 모듈

을 포함하는 광고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여 광고 데이터를 상기 요청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광고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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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태 오브젝트는 리타겟 모듈에 의해 삽입된 상태 오브젝트 태그가 포함된 모든 광고주에 범용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고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상태 오브젝트 태그는 앵커 태그, 스크립트 태그, 프레임 태그, 이미지 태그를 포함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리타겟 모듈은 클라이언트의 상태 오브젝트를 해석하는 상태 오브젝트 해석부와,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매체의 해당

페이지에 게재된 리타겟 광고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리타겟 검색부와, 클라이언트가 리타겟 대상일 경우 리타겟 광고를 해

당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광고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부여된 상태 오브젝트는 캠페인 코드 데이터, 매체 코드 데이터, 날짜 데이터, 페이지 번호 데이터,

방문자 수 데이터, 중복 방문 횟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

청구항 7.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컴퓨터 통신망에서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 시스템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컴퓨터 통신망에 접속한 접속 상태를 나타내는 f(x)=y 형식(여기서, x는 키(key), y는 값(value)임)의

상태 오브젝트를 발행하는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과,

광고 데이터의 리타겟 지정, 리타겟 대상의 판단 및 광고 전송을 수행하고, 광고주의 이벤트 페이지에 상태 오브젝트 태그

를 삽입하며, 상기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에 의해 발행되어 클라이언트에게 부여된 상태 오브젝트를 해석하는 리타겟 모

듈을 포함하며,

상기 리타겟 모듈은 클라이언트의 상태 오브젝트를 해석하는 상태 오브젝트 해석부와,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매체의 해당

페이지에 게재된 리타겟 광고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리타겟 검색부와, 클라이언트가 리타겟 대상일 경우 리타겟 광고를 해

당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광고 전송부를 포함하고,

상기 상태 오브젝트는 광고 캠페인 별로 분리되어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

청구항 8.

클라이언트가 컴퓨터 통신망에 접속한 접속 상태를 나타내는 f(x)=y 형식(여기서, x는 키(key), y는 값(value)임)의 상태

오브젝트를 발행하는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과, 광고 데이터의 리타겟 지정, 리타겟 대상의 판단 및 광고 전송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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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광고주의 광고 데이터에 상태 오브젝트 태그를 삽입하며, 상기 상태 오브젝트 발행 모듈에 의해 발행되어 클라이언트

에게 부여된 상태 오브젝트를 해석하는 리타겟 모듈을 포함하는 광고 시스템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광고 데이터를 제

공하는 광고 방법으로서,

광고 데이터에 접근한 클라이언트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태 오브젝트를 전달받는 단계와,

전달된 상태 오브젝트를 광고 캠페인 단위로 나누는 단계와,

리타겟 대상 상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단계에서 리타겟 대상 상태 오브젝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리타겟 광고를 검색하여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선정된 리타겟 광고를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고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서,

상기 판단 단계에서 리타겟 대상 상태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반 광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서,

상기 리타겟 광고를 전송한 다음에는 전송 로그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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