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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 즉 사용자의 접속 의도(intention)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정

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벤트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여 사용자 

별로 특화된 광고를 제공하거나 기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은, 하나 이상의 키워드,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기준 정보를 기록하는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유형 정보

는 상기 키워드 별로 설정된 소정의 유효 기간(effective period) 정보를 포함함 -;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

력 받는 단계; 상기 사용자 별로, 상기 입력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력 정보를 소정의 저장 수단에 기

록하는 단계; 상기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유형 정

보에 대응하는 상기 기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저장 수단에 기록된 상기 이력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로

부터 입력된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

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접속 의도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인터넷, 접속 의도, 인터넷 광고, 광고 유치, 검색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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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 기술에 따라 사용자의 회원 가입시 기재하는 관심 목록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b는 종래 기술에 따라 검색어를 통한 웹페이지 검색시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를 화면의 일부분에 디스플레이함으

로써 광고를 하는 방법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이 수행되는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한 구

성 블록도이다.

도 5은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이 수행되는 시스템의 또 다른 일례를 

도시한 구성 블록도이다.

도 6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정보와 사용자의 접속 위치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디

스플레이된 광고 화면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광고 시스템을 도시하는 구성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

는 범용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10, 510 : 검색 엔진

420, 520 : 사용자

430, 530 : 쿠키

440, 540 : 중앙 서버

450, 550 : 광고 서버

560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810 : 사용자 단말기 820 : 통신부

830 : 제어부 840 : 처리부

850 : 저장부 860 : 광고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 즉 사용자의 접속 의도(intention)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정

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벤트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여 사용자 

별로 특화된 광고를 제공하거나 기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 중에서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분석하고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회원 가입

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입력 받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자에

게 전자 메일을 통하여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경우 입력 받은 관심 분야

와 관련된 광고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있었다.

도 1a는 상술한 종래 기술에 따른 사용자 회원 가입시 기재하는 관심 목록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사용자가 관

심 목록에 기재하는 경우 상기 관심 목록은 사용자 별로 분류 및 저장되고, 사용자가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상기 관심

목록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는 상기 관심 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종래 기술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용자의 관심 정보를 능동적으로 반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또한, 계속적인 관심 정보가 아닌 일시적인 관심 정보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자가 다음 달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

사를 한 후에는 이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종래 기술에 따르면, 이러한 일시적인 관심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기록하는 경우, 관심 분야를 크게 분류(categorize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도 1b는 종래 기술에 따라 키워드를 통하여 웹페이지를 검색하는 경우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를 화면의 일부분에 디스

플레이함으로써 광고를 하는 방법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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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에 도시된 광고 방법은 사용자가 소정의 검색어 '성형'(110)을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가 '성형'이라는 검색어(11

0)와 관련된 성형 수술 또는 성형 외과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에 대하여 성형 외과의 광고(120)를 화면의

일부분에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상기 광고 방법은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와 관

련된 광고를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이러한 광고 방법은 사용자가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는 그 순간에만 해당 광고가 디스플레이되므로 광고의 노출이 지속적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해

당 검색어에 대하여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의 수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검색어로써 '성형'

을 자주 입력하는 사용자는 '성형'에 관심이 많으므로 상기 사용자가 다른 검색어를 입력한 때에도 '성형'에 관한 광고

를 표시하여 준다면, 광고의 노출수도 증가하고 또한 광고의 클릭률(click rate)도 증가하여 그 광고 효과가 더욱 증대

될 것이다. 또한 광고뿐 아니라, 성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은 인

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은 인

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광고를 사용자에게 제

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색어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광고 자원의 한정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은 다

수의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여 향후 사용자의 관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미리 예측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은 사

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용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수단을 결합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가장 적

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측면에 따른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

속 의도 판단 방법은, 하나 이상의 키워드,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기준 정보

를 기록하는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유형 정보는 상기 키워드 별로 설정된 소정의 유효 기간(e

ffective period) 정보를 포함함 -;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사용자 별로, 상기 입력된 이

벤트에 대응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력 정보를 소정의 저장 수단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

여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기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저장 수단에 기록된 상기 이력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

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키워

드를 포함하는 접속 의도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측면에 

따른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 이상의 키워드, 및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는 하나 이

상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접속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 접속 의도 파일을 페치(fetch) 하는 단계; 상기 접속 의도 파일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추출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은 상기 웹 서버에서, 하나 이상의 키워드,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기준 정보, 상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키워드 데이터베이

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유형 정보는 상기 키워드 별로 설정된 소정의 유효 기간(effective period) 정보를 포함함

-;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사용자 별로, 상기 입력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력 정보를 소정의 저장 수단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기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저장 수단에 기록된 상기 

이력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

계;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접속 의도 파일을 생

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을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의 저장 수단에 저장

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측면에 따른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은, 하나 이상의 키워드,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기준 정보, 상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유형 정보는 상기 키

워드 별로 설정된 소정의 유효 기간(effective period) 정보를 포함함 -; 하나 이상의 키워드, 및 상기 키워드에 대응

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접속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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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 접속 의도 파일을 페치(fetch) 하는 단계; 상기 접속 의도 파일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

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추출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클라

이언트에서,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사용자 별로, 상기 입력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키워

드에 대한 이력 정보를 소정의 저장 수단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키워드의 유

형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기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저장 수단에 기

록된 상기 이력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

단하는 단계;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접속 의도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을 상기 저장 수단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키워드, 상기 키

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기준 정보, 상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키워드 데이

터베이스 - 상기 유형 정보는 상기 키워드 별로 설정된 소정의 유효 기간(effective period) 정보를 포함함 -; 하나 

이상의 키워드, 및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소정의 접속 의도 파일을 페치(fetch) 하기 위한 통신부; 상기 입력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키워드를 이력 데이터로서 기록하고, 상기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검색된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기준 정보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기준 정보에 따라 상기 키워드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처리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인 것으로 판단되는 상기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접속 의도 파일을 생성하는 접속 의도 파일 작성부 - 상기 접속 의도 파일

은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 번호(PC ID), 상기 사용자의 식별 기호, 또는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의 만료일 정보 중 하나 이

상을 더 포함함 -; 상기 통신부에서 페치된 상기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파일에서 소정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는 정보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

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

고 방법과 그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술한다.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본 실시예는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고, 이러한 이벤트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

넷에 접속한 의도(intention), 즉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다양한 이유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고, 게임, 전자 메일 사용, 금융 거래 등의 이유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된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인터넷 사용자의 다양한 접속 의도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의 의도로 인터넷에 접속한 경우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채팅 또는 메신저 서비스와 같이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모든 실시예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터

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는다(단계 210). 소정의 이벤

트를 입력 받는 방법은 크게 아래의 3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포털(portal)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정보 검색을 위한 검색어를 입력

한다. 이 경우 이벤트는 사용자의 검색어 입력이 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검색어는 검색 엔진 뿐 아니라, 사

용자가 채팅 또는 메신저 서비스 이용시 자주 언급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특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신저 서비스 이

용시 '구두(shoes)' 또는 '쇼핑(shopping)'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집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벤트가 '구두' 또는 '쇼핑' 등에 관한 것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

(2) 인터넷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구동하여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소정의 정보가 위치한 웹 사이트의 범용 

리소스 로케이터(URL: Universal Resource Locator)을 입력한다. 이벤트는 인터넷 사용자의 URL 입력이 된다. 이 

경우 이벤트는 상기 URL 중 최상위 부분만을 추출한 다음, 상기 추출된 최상위 URL이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 URL인

지를 판단함으로써 특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http://www.kipo.go.kr/patentlaw.htm을 주소 입력창에 입

력한 경우, URL의 최상위 부분인 www.kipo.go.kr을 추출하여, 추출된 URL이 특허 또는 상표 등에 속하는 URL이라

고 판단함으로써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가 특허 또는 상표에 관한 것이라고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가 IP 주소라면, 이에 대해 역 도메인 네임 서비스 쿼리(query)를 하여 상기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 네임을 얻

을 수도 있다.

(3) 인터넷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디스플레이되는 소정의 정보와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한다. 이 경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벤트는 하이퍼텍스트의 내용 정보를 추출하여 특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하이퍼링

크로 표시된 '특허'라는 단어를 클릭하여 '특허'와 관련된 정보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

벤트는 '특허'에 관한 것이라고 특정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인터넷 사용자의 이벤트를 입력 받고, 상기 이벤트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한다(단계 220). 단계 220에서 

카테고리라 함은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의 일정 패턴의 집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허'를 검색어

로 입력한 경우, '특허'라는 검색어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 이벤트인지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카테고

리 분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벤트가 과연 사용자의 관심 분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벤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 수행된다. 사용자가 임의로 '특허'라는 검색어를 1회 입력한 경우, 이러한 1회성 검색에 근거하여 '특허'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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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 분야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사용자가 '꽃배달'이라는 검색어를 1회 입력한 경우라면 검색어의 특

성상 현재 사용자가 '꽃배달'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계 220은 입력된 이벤트가 어떠한 카테고

리에 속하는 이벤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분류하는 단계이다.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이벤트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한 다음, 상기 이벤트의 이력 정보를 기록한다(단계 230). 

상기 이력 정보는 상기 이벤트가 입력된 횟수, 상기 이벤트가 어느 정도의 기간 사이에 입력되었는지에 관한 정보 등

을 포 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이력 정보는 쿠키 파일 형태로 기록될 수 있고, 이력

정보가 기록된 쿠키 파일은 사용자 단말기 또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내에 저

장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록된 상기 이벤트의 이력 정보를 분석하고(단계 240), 분석된 정보를 기초로 소정의 기준

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판단한다(단계 250). 상기 이벤트의 이력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판단

하는 단계(단계 240 및 단계 25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벤트의 카테고리에 따라 기설정된 소

정의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우선, 단계 240에서는 상기 이력 정보에 기록된 상기 이벤트의 입력 횟수, 상기 이

벤트가 입력되는 기간(제1 입력부터 제2 입력까지의 기간) 등을 분석한다.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정의 기준에 따

라 상기 이벤트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250). 상기 소정의 기준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의 카테고리 별로 선정된 몇 개의 조건으로서, 상기 이벤트가 입력된 횟수, 즉 이벤트 발생 빈

도수와, 상기 이벤트 발생의 최근성, 및 상기 이벤트와 연관하여 기설정된 우선 순위 중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다.

상기 이벤트가 속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의 기준은 다종 다양할 수 있다. 즉,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벤트,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꽃배달'이라면, '꽃배달'이라는 검색어의 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즉시성을 요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빠른 시일 내에 꽃을 배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즉시성이 강한 종류의 검색어 의 경우 사용자의 관심 또한 즉시성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종류의 이벤트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벤트의 횟수가 1회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

고 있고 따라서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이벤트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이민' 또는 '유학' 이라면, '이민' 또는 '유학'이라는 검색어의 특

성상 '꽃배달'에 비하여 그 즉시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상당 기간 동안 상기 검색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상기 검색어 만으로는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검색어가 한 달 동안 5회 이상 입력된 경우

라면, 사용자는 '이민' 또는 '유학'이라는 분야에 상당한 관심 내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접속 의

도 또한 상기 분야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상술한 소정의 기

준을 적용하며, 이러한 기준은 얼마나 최근에 입력된 이벤트인가, 또는 이벤트가 어느 정도의 우선 순위를 갖는 것인

가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제 입력된 이벤트가 오늘 다시 입력된 경우는 일주일 전에 입력된 요청 보다 사용

자의 관심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상기 꽃배달 또는 식당에 관련된 이벤트는 상기 이민 또는 유학 등에 

관련된 이벤트보다는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갖도록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단계 250에서는 상술한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단계 210에서 입력된 이벤트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고 있

는지를 판단하는데, 상술한 소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벤트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 상기 이벤트를 기록하고(단계 26

0), 소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벤트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다시 단계 230으로 귀환하게 된다.

단계 250에서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 이벤트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로서 기록되는데(단계 26

0),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 이벤트는 쿠키 파일의

형태로 기록될 수 있다.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쿠키 파일의 형태로 기록하여 이를 사용자 측에 저장할 수도 있고,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내에 저장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기록하

기 위한 방법의 또 다른 일실시예로서, 판단된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각 사용자 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중앙 서버 측에 마련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 수단에 상기 관심 분야를 사용자

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앙 서버는 사용자의 접속 의도만 파악하고, 별도의 서버 수단을 두어 상기 파악된 사

용자의 접속 의도를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포함하는 소정의 정보를 상기 사용자별로 특화하여 상기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기록된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 이벤트는 사용자로부터 또 다른 이벤트의 입력이 

있고, 이러한 이벤트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기록된 이력 정보를 분석한 결과 상술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고 있는 이벤트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단계 260에서 사용자의 관심 분야로 기록되는 상기 이벤트는 복수 개일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임의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판단의 정확성을 위하여 관심 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요청

의 수 또는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 즉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더 정확

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판단된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이벤트 중 사용자의 의도를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벤트를 결정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

력된 이벤트가 상기 결정된 이벤트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상기와 같은 관심 분야의 판단을 수행하도록 동작할 수도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도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벤트들에 대해 카테고리 별로 분류 

및 이력 정보의 기록 등의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시스템 구현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술한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소정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 사용자 측에 설치되어 수행될 수 있다. 즉,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이벤트(검색

어 또는 소정의 URL 입력, 또는 하이퍼링크의 클릭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이벤트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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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벤트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이력 정보를 분석하여 상술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판단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가 여러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모니터링하여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라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뿐 아

니라, B라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에도 상기 검색어를 모두 이벤트로서 추적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게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 전에 사용자의 성별, 연령, 주소, 직업 등의 기본

적인 정보를 입력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30대의 기혼 

여성이라면,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육아, 요리 등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소정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표본이 확보 되는 경우 연령별 또는 성별 인터넷 사용자의 현재 관

심 분야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판단된 인터넷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본 실시예는 상술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접속 의도에 부응하는 소정의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상술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판단하고, 이 관심 분야와 관심 분야에 관련된 광고를 링크함으로써 상기 사

용자에게 상기 관심 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의 흐름을 도 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

명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은 상술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

되고, 제공되는 정보의 일례는 광고이다.

도 3에 도시된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의 일예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이력

파일과, 이벤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벤트를 기록하는 광고 파일이 사

용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이력 파일의 일예로 이력 쿠키를 이용하고, 광고 파일의 일예로 광고 

쿠키를 이용하였지만, 소정의 이벤트 또는 분석된 이벤트에 대한 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파일이면 어떠한 형태의 파

일도 이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도 2에 도시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

력 받고(단계 310), 입력된 이벤트는 기설정된 카테고리 별로 분류된다(단계 315). 상기의 도 2에 대한 설명과 마찬

가지로, 카테고리라 함은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의 일정 패턴의 집합을 의미한다. 일예로서, 이러한 카테고리는

이벤트가 갖는 즉시성의 정도, 즉 상기 이벤트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는 기

간(이하 '유효 기간')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즉, 입력된 이벤트가 '꽃배달'과 같이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벤트인 

경우에는 1일(일별 기준)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컴퓨터'와 같이 일정 기간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일주일(주별 기준)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유학' 등 과 같이 비교적 장

기간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한달(월별 기준)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입

력된 이벤트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이벤트는 이벤트 이력 쿠키에 기록된다(단계 320).

당업자라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쿠키는 웹 사이트가 사용자의 시스템에 남길 수 있는 특별한 텍스트 파일로, 이것은 

후에 그 사용자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를 사

용하는 경우, 웹 페이지에 대한 각각의 요구는 다른 요구들과 상관 관계 없이 모두 독립적이다. 따라서, 웹 서버는 그 

사용자에게 이전에 어떠한 페이지가 보내어졌는지에 관한 아무런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그 사용자가 이

전에 어떠한 웹 사이트를 방문했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쿠키는 웹 서버로 하여금 사용자의 웹 접속에 관한 파일을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허용하는 장치이다. 쿠키 파일은 대체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디렉토리의 

하부에 저장된다.

쿠키는 document.cookie의 속성으로 설정되고,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name=value;expire=expDate

name : 브라우저의 가상 공간에 저장되며, 쿠키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한 쿠키의 이름

value : 쿠키값

expire : 키워드로서 쿠키가 쿠키 파일에 존재 가능한 종료 시한

expDate : GMT(그리니치 표준시) 포맷으로 구성된 쿠키의 종료 시한

쿠키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파일로서, 넷스케이프(Netscape)에서는 이 파일을 단일 시스템에 최고 300개까

지 저장할 수 있으며, 파일 하나의 크기는 4KB 이하로 제한된다.

신규한 이벤트가 입력될 때마다 상기 이벤트 이력 쿠키는 갱신된다(단계 325).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이

벤트 이력 쿠키에 저장되는 이벤트의 개수는 소정의 개수로 제한될 수 있고, 상기 갱신은 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

; FIFO)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이는 가장 처음에 입력된 이벤트를 가장 먼저 이벤트 이력 쿠키에서 제거함으로

써 이벤트의 최근성을 유지하고,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이력 쿠키에 저장되는 이벤트는 선정된(predetermined) 이벤트로 한정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별다

른 의도 없이 입력한 이벤트가 이벤트 이력 쿠키에 저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 관심 분야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부하를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이벤트 이력 쿠키는 상기 선정된 이벤트에 대한 만료 기간(expiration perio

d)를 설정해 놓고, 상기 이벤트가 상기 선정된 이벤트이고 상기 이벤트가 저장된 기간이 상기 만료 기간을 도과한 경

우에는 상기 이벤트를 상기 이벤트 이력 쿠키에서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벤트가 '꽃배달'이라는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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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고, 상기 이벤트에 대한 만료 기간이 1일로 설정된 경우(꽃배달이라는 검색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즉시성이 강

함), 꽃배달이라 는 검색어가 이벤트 이력 쿠키에 저장된 상태로 1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선입선출 방식과는

무관하게 상기 꽃배달이라는 검색어는 이벤트 이력 쿠키에서 삭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단계 31

5에서 즉시성 정도에 따라 이벤트가 카테고리 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술한 유효 기간에 따라 상기 만료 기간이 자

동 설정되도록 동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카테고리 분류와 동시에, 상기 카테고리에서 지정된 유효 기간이 상기 만

료 기간으로 설정되는 이벤트 이력 쿠키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동작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이러한 이벤트 이력 쿠키는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고, 중앙 서버는 사용자

로부터 입력된 새로운 이벤트를 반영하여 상기 이벤트 이력 쿠키를 갱신 또는 새로 발급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 서버에서는 상기 이벤트 이력 쿠키를 분석한다(단계 330). 이벤트 이력 쿠키에 저장된 이벤트를 분석

한 다음,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이벤트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

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335). 상기 소정의 기준은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이벤트 별로 선정된 몇 개의 조건으로

서, 상기 이벤트가 입력된 횟수, 즉 상기 이벤트 발생 빈도수와, 상기 이벤트의 최근성, 및 상기 이벤트와 연관하여 기

설정된 우선 순위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 315에서 유효 기간이 1일인 것으로 분류된 이벤트인 '꽃배

달' 검색어의 입력 횟수가 1일에 2회 이상인 경우, 또는 단계 315에서 유효 기간이 일주일인 것으로 분류된 이벤트인 

'컴퓨터' 검색어의 입력 횟수가 일주일에 3회 이상인 경우, 또는 단계 315에서 유효 기간이 한 달인 것 으로 분류된 이

벤트인 '유학' 검색어의 입력 횟수가 한 달에 5회 이상인 경우, 상술한 이벤트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우선 순위(priority)는 소정의 기간 동안 상기 이벤트와 연관된 광고의 클릭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3일 동안 이벤트로서 '대머리'라는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를 5번 이상 클릭한 경우, 상기 사용자는 '대

머리'와 관련된 분야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기타 이벤트에 비

하여 높은 우선 순위를 갖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단계 335에서는 상술한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단계 310에서 입력된 이벤트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고 있

는지를 판단하는데, 상술한 소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벤트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 광고 서버는 상기 이벤트를 광고

파일로 기록하여 광고 쿠키를 발행하고(단계 340), 소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벤트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다시 단계 330으로 귀환하게 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광고 쿠키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로 판단된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포함하여 작성될 수 

있다. 작성된 광고 쿠키는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되고(단계 345),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광고 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 상기 광고 쿠키를 찾고, 상기 광고 쿠키에 삽입된 상기 이벤트에 대응하는 소정의 광고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단계 350). 상기 광고는 사용자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수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출력된다(단계 

355).

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광고 쿠키는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되지만,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중앙 서버 또는 중

앙 서버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소정의 광 고 서버의 처리 용량이 충분한 경우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중앙 서버 또는 광고 서버에서 각 사용자 별로 저장 및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단계 350에서 소정의 광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이벤트에 따라 

광고 제공 기간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유효 기간이 1일인 것으로 분류된 이벤트, 즉 '꽃배달'

과 연관된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 제공 기간을 하루로 설정할 수 있고, 유효 기간이 일주일인 '컴퓨터'와 같은 이벤트와

연관된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 제공 기간을 3일 이상 일주일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광고 제공 

기간은 상기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가 지불한 광고료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의하면, 단계 350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정의 광고는 이벤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광고가 아닌 간접적으로 관련된 광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이벤트가 '이사'에 관한 검색어라고 가

정하고 이러한 이벤트가 사용자의 접속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광고는 '이사'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이삿짐 센터 등의 광고 뿐만이 아니라, '이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사 관련 쇼핑몰 등에 관한 

광고를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광고들 사이의 디스플레이 우

선 순위는 편의에 따라 조절될 수 있고, 일예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광고의 우선 순위를 높게 하되 광고주가 지불하

는 광고료에 따라 우선 순위를 조절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소정의 광고를 제공하는 단계에 있어서, 중앙 서버는 상기 광고 쿠키에 저장된 상

기 이벤트에 대응하는 광고 식별 기호를 소정의 데이터베이스 수단에 저장 관리하고,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

우 상기 광고 쿠키에 저장된 상기 이벤트에 대응하는 광고 식별 기호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수단으로부터 독출하여 광

고 서버로 하여금 상기 광고 식별 기호로 식별되는 소정의 광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

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소정의 광고를 제공하는 단계에 있어서, 상기 광고 쿠키에는 하나 이상의 이벤트만 기

록되어 있고, 광고 서버는 광고 쿠키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독출하여 이에 대응하는 광고를 사용자에게 제

공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광고 쿠키에 저장된 상기 이벤트가 하나 이상인 경우, 상기 이벤

트에 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용자에게 광고가 차등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쿠키에 이벤트로서 '꽃

배달' 및 '컴퓨터'가 저장되어 있고, '꽃배달'의 우선 순위가 '컴퓨터'의 우선 순위 보다 높은 경우를 가정하면, 광고 서

버는 '꽃배달'과 연관된 광고를 사용자의 주의를 더 끌 수 있는 장소에 배치를 하거나 다수 개 배치를 함으로써 '컴퓨

터'와 연관된 광고와는 차등적으로 사용자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이벤트에 대

하여 차등적으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상기 이벤트에 대한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지불한 광

고료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광고 쿠키에 기록된 이벤트가 복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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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이벤트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광고들을 무작위 롤링 방식으로 사용자 단말기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광고 쿠키는 소정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만료로 자동 삭제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는 상기 쿠키 파일에 대한 설명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쿠키 파일 내의 ex

pDate를 조정함으로써 소정의 기간 동안만 유효한 쿠키로 존속하도록 하고, 상기 소정의 기간 경과 후에는 만료되도

록 제어할 수 있다.

도 4 및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이 수행되는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한 구성 블록도이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이 수행되는 시스템은 사용자 이벤트로서

검색 엔진 기반 하에서의 검색어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일실시예이다.

도 4에 도시된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시스템은 크게 사용자(420), 검색 엔진(410), 쿠키(430), 중앙 서버(440), 및 

광고 서버(450)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 요소 간의 데이터 전달 과정은 상술한 도 3에 대한 설명과 대동 소이하다.

도 4에 도시된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검색 엔진에 입력하는 검색어를 이벤트로 하여 그

동작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사용자(420)는 검색 엔진(410)에 검색어를 입력한다. 입력된 검색어는 선입선

출(FIFO) 방식으로 갱신되는 이력(history) 쿠키에 기록되고, 이력 쿠키는 중앙 서버(440)로 수집되어 분석된다. 이

력 쿠키에 대한 분석 결과로 광고 쿠키(430)가 작성되고, 광고 쿠키(430)는 사용자(410) 단말기에 저장된다. 사용자(

410)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사용자(410) 단말기에 저장된 광고 쿠키(430)가 중앙 서버(440)로 전송되고, 중앙 

서버(440)는 광고 쿠키(430)에 기록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광고의 식별 기호를 판별하여 광고 서버(450)로 하여금 소

정의 광고를 사용자(410)에게 제공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또한, 광고 서버(450)가 직접 광고 쿠키(430)를 분석하여 

광고 쿠키(430)에 저장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소정의 광고를 사용자(410)에게 제공할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도 5은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이 수행되는 시스템의 또 다른 일례를 

도시한 구성 블록도이다.

도 5에 도시된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시스템의 또 다른 일례는 크게 사용자(520), 검색 엔진(510), 쿠키(530), 중앙 

서버(540), 광고 서버(550),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560)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 요소 간의 데이터 전달 과정은 상술

한 도 3에 대한 설명과 대동 소이하다.

사용자(520)는 검색 엔진(510)에 검색어를 입력한다. 입력된 검색어는 중앙 서버(540)로 수집되어 분석된다.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560)은 상술한 도 4에서 중앙 서버(540)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개체로서 사용자(510) 단말기에

설치될 수 있다. 입력된 검색어는 선입선출(FIFO) 방식으로 갱신되는 이력(history) 쿠키에 기록되고, 이력 쿠키는 클

라이언트 프로그램(560)에서 수집되어 분석된다. 이력 쿠키에 대한 분석 결과로 광고 쿠키(530)가 작성되고, 광고 쿠

키(530)는 사용자(510) 단말기에 저장된다. 사용자(510)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560)은 광

고 쿠키(530)에 따라 제공될 광고의 대상을 판단하고, 광고 서버(550)로 하여금 소정의 광고를 사용자(510)에게 제공

하도록 동작할 수 있 다. 또한, 광고 서버(550)가 직접 광고 쿠키(530)를 전송 받아 소정의 광고를 사용자(510)에게 

제공할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560)은 광고 쿠기(530)의 생성까지만 수행하고, 상기 광고 쿠

키(530)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될 광고의 대상 판단 및 광고의 제공은 중앙 서버(540)가 수행한다. 본 발명이 속하

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기에서 설명된 기능들이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되지 않은 다른 형태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560) 및 중앙 서버(540) 간에 적절히 분배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상술한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시스템의 일예에서는 사용자의 검색어 로그를 기록하기 위한 이

력 파일과, 검색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접속 의도로 파악되는 이벤트를 기록하는 광고 파일이 사용된다. 본 실시예

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이력 파일의 일예로 이력 쿠키를 이용하고, 광고 파일의 일예로 광고 쿠키를 이용하였

지만, 소정의 이벤트 또는 분석된 이벤트에 대한 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파일이면 어떠한 형태의 파일도 이용될 수 있

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도 6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를 참조하

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은 상술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되고, 제공되는 정보의 일례는 광고이다.

도 6에 도시된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의 흐름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이벤트로서 URL을 입력받는 경우이다.

상술한 도 2에 도시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URL 등을 입력 받는

다(단계 610). 다음으로, 입력 받은 URL 등의 이벤트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단계 620)한다. 단계 620에서 URL 입력

과 같은 이벤트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는 것은 입력된 URL 중 최상위 URL을 추출하고, 추출된 최상위 URL이 어떠

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URL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수행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www.kipo.go.kr/news/030218과 

같은 URL을 입력한 경우, 최상위 URL인 www.kipo.go.kr을 추출하여 상기 URL에 대응하는 카테고리를 선정할 수 

있다. 즉, 소정의 URL 데이터 테이블을 검색하여 www.kipo.go.kr가 '특허'와 관련된 URL임을 먼저 판단하고, '특허'

에 관한 이벤트의 카테고리(예로서, 유효 기간이 3일인 이벤트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하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다. 

상기 입력된 URL은 URL 자체가 이벤트로서 취급되어 카테고리에 따라 자동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기 입력된

URL에 저장된 콘텐츠 등의 정보 내용에 따라 상기 입력된 URL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환된 다음에 이를 다

시 카테고리에 따라 자동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상술한 예와 같이 입력된 URL의 최상위 URL을 추출한

경우, www.kipo.go.kr 로 표현되는 URL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상기 URL에 저장된 콘텐츠에 따라 상기 URL을 '특허

'라는 개념으로 변환하고, 이를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로 취급하여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실

시예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URL이 다른 복수 개의 웹사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

가 서로 다른 URL로 접속하더라도 복수 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에 상기 사용자의 관심이 있다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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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계 610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URL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한 다음, 상기 이벤트의 이력 정보를 기록한다(단계

630). 이력 정보라 함은 상기 이벤트, 즉 상기 URL이 입력된 횟수, 상기 URL이 어느 정도의 기간 사이에 입력되었는

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이력 정보는 쿠키 파일 형태로 기

록될 수 있고, 이력 정보가 기록된 쿠키 파일은 사용자 단말기 또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내에 저장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록된 상기 이벤트(URL)의 이력 정보를 분석하고(단계 640), 분석된 정

보를 기초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이벤트(URL)가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650). 상기 이벤트(URL)의 이력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640 및 단계 650)는 상

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URL의 카테고리에 따라 선정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우선, 단계

640에서는 상기 이력 정보에 기록된 상기 URL의 입력 횟수, 상기 URL이 입력되는 기간(제1 입력부터 제2 입력까지

의 기간) 등을 분석한다.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입력된 URL이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

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650). 상기 소정의 기준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의 카테고리 별로 

선정된 몇 개의 조건으로서, 상기 이벤트가 입력된 횟수, 즉 이벤트 발생 빈도수와, 상기 이벤트 발생의 최근성, 및 상

기 이벤트와 연관하여 기설정된 우선 순위 중 하나 이상이 될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단계 650에서는 상술한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단계 610에서 입력된 URL이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데, 상술한 소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벤트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 상기 URL을 기록하고(단계 660), 

소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URL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다시 단계 630으로 귀환하게 된다.

단계 650에서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 URL은 사용자의 관심 분야로서 기록되는데(단계 660),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 URL은 쿠키 파일의 형태

로 기록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의하면, 중앙 서버 측에 마련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 수단에 

상기 URL을 각 사용자 별로 분류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단계 670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 URL을 상기 URL과 연관된 광고와 링크시키는 단계

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하면, 단계 670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 URL

에 대응하는 광고 콘텐츠의 파일명 또는 파일 경로 등의 광고 정보를 광고 식별 기호로서 기록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단계 670에서 링크된 광고는 상기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된다(단계 680).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하면, 단계 680은 광고 서버가 상기 쿠키 파일에 저장된 상기 URL을 독출하여 상기 UR

L에 대응하는 소정의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때, 광고 서버에는 상기 광고 식별 기호가 저장되어 있고

, 상기 광고 서버는 상기 광고 식별 기호에 저장된 상기 URL에 대응하는 광고 콘텐츠의 파일 경로 등에 따라 원격 웹

서버에 저장된 광고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은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되는 소정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고려 요인들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추적하여 최대한 사용자가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

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와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함께 고려한 정보 제공 방법은 상술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과 함께 상기 사용자의 접속 IP 어드레스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

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사용자의 요청 분석을 통한 관심 분야 판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접속 지역(

물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상기 관심 분야를 판단한다.

한국공개특허번호 제10-2001-35965호(발명의 명칭 : 인터넷 주소 부가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및 지역별 인

터넷 주소 묶음 결정 방법, 인터넷 주소 묶음별 사용 지역 정보 획득 방법)에는 사용자의 접속 IP 주소를 통하여 사용

자가 접속한 지역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정보와 사용자의 접속 위치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디스플레이된 광고 화면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다이어트라고 판단하였고, 사용자의 IP 어드레스가 XXX.XXX.XXX.XXX

이며 상기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추정된 사용자의 위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인 경우에 웹 페이지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광고(710)의 일례가 도시되어 있다. 즉,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비만 전문 병

원의 광고를 상기 사용자가 소정의 웹 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상기 웹 페이지에 표시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도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가 '짜장면'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였음에도, 

상기 사용자의 주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다이어트' 관련 광고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 

대한 광고 효과를 더욱 높인다. 제공되는 정보가 광고 이외의 다른 정보인 경우에도 상기 사용자의 관심이 반영된 정

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기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 4 또는 도 6에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방법에서 상기 방법은 사용자의 관심 목록에 대응

하는 광고를 인터넷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전자

메일 계정으로 소정의 정보(예를 들어 광고)를 발송하거나 사용자의 이동 통신 단말기(휴대 전화기 또는 PDA 등)로

도 소정의 정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자

의 관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광고 시스템을 도시하는 구 성 블록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

에 따른 인터넷 상의 광고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기(810), 통신부(820), 제어부(830), 처리부(840), 저장부(850), 및 

광고 서버(860)을 포함하고, 이들 중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서버는 도 8의 점



등록특허  10-0447526

- 10 -

선으로 표시된 구역과 같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광고 시스템의 구성 블록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통신부(820)는 사용자로부터 이벤트를 입력 받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 단말기(810)와 중앙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

한다.

처리부(840)는 상기 입력된 이벤트를 선정된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이벤트가 상기 사용

자의 관심 분야를 표현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벤트의 카테고리 분류의 

일례로, 상기 이벤트의 유효 기간에 따라 이벤트의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도 있다. 즉, 꽃배달과 같은 즉시성이 요구되

는 검색어와 같은 이벤트의 경우에는 1일을 유효 기간으로 하고, 컴퓨터와 같이 일정 기간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검색어와 같은 이벤트의 경우에는 일주일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등, 각 이벤트에 대한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다. 소

정의 기준은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이벤트 별로 선정된 몇 개의 조건으로서, 상기 이벤트 발생 빈도수, 상기 이벤

트의 최근성, 및 상기 이벤트과 연관하여 기설정된 우선 순위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이러한 입력된 이벤트의 카테

고리 별 분류 및 소정의 기준에 따른 사용자의 관심 분야 판단 절차는 상술한 바와 같다.

저장부(850)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와 이에 대응되는 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소정의 부호를 기록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발행되는 광고 쿠키는 저장부(850) 내의 쿠키 발행부에서 작

성된다. 이러한 광고 쿠키가 작성되어 사용자에게 발행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 분야로 판단된 이벤트를 기록하는 방

법 이외에도, 저장부(850) 자체에 소정의 데이터베이스 수단을 구비하여 사용자 별로 관심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광고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 식별 기호를 저장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하면, 저장

부(850)에 마련된 데이터베이스 수단은 중앙 서버가 아닌 광고 서버(860) 내에 마련되어 소정의 추가적인 기능을 담

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어부(830)는 중앙 서버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광고 서버(860)는 소정의 광고 내용을 저장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단말기(810)에 저장되어 있

는 광고 쿠키를 분석하여 소정의 광고를 사용자 단말기(810)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광고 서버(860)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로 판단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광고를 인터넷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전자 메일 계정으로 소정의 광고를 발송하거나 사용자의 이동 통신 단말기(휴대 전화기 또는 PD

A 등)로도 소정의 광고를 발송할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광고 서버(860)는 메일 서버(도시되지 아니

함) 또는 단문자 메시지 서버(도시되지 아니함)과 연동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광고 서버(860)는 본 발명에 따른 중

앙 서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예시일 뿐이고, 중앙 서버 내에 광고 서버(860)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상술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상의 광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들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단

순히 기능적으로 구분된 것일 뿐, 각 구성 요소의 실제 물리적 위치와는 무관하다.

상술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 및 그 시스템은 광고에 노출된 사용자들의 추후 행동에 대한 

피드백 보고를 더 수행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일례로, 광고주에게 피드백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광고주의 URL, 

관련 검색어 등을 저장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상기 URL로 이동하거나 상기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

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광고의 노출 횟수 등을 그 항목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 정

보 항목으로는 해당 광고 노출 후 사용자가 광고주의 웹 사이트를 방문한 횟수, 방문 주기, 재방문 횟수, 광고 노출 대 

방문 비율 등일 수 있고, 사용자의 연령, 성별,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토대로 더욱 상세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피드백 정보를 광고주 또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

람에게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제공의 효과를 정성적(quantitative)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로 구현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

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

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도 9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

는 범용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블록도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램(RAM: Random Access Memory)(960)과 롬(ROM: Read Only Memory)(970)을 포함하는 주기

억장치와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940)를 포함한다. 프로세서(940)는 중앙처리장치(CPU)로 불리기도 한다. 

당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롬(970)은 데이터(data)와 명령(instruction)을 단방향성으로 CPU에 전달하

는 역할을 하며, 램(960)은 통상적으로 데이터와 명령을 양방향성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램(960) 및 롬(970)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어떠한 적절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대용량 기억장치(Mass Storage)(910)는 양방향성으

로 프로세서(940)와 연결되어 추가적인 데이터 저장 능력을 제공하며, 상기 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중 어떠한

것일 수 있다. 대용량 기억장치(910)는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통상적으로 주기억장치보다 속

도가 느린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이다. CD 롬(920)과 같은 특정 대용량 기억장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프로

세서(940)는 비디오 모니터, 트랙볼, 마우스, 키보드, 마이크로폰, 터치스크린 형 디스플레이, 카드 판독기,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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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테이프 판독기, 음성 또는 필기 인식기, 조이스틱, 또는 기타 공지된 컴퓨터 입출력장치와 같은 하나 이상의 입출

력 인터페이스(930)와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서(94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950)를 통하여 유선 또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상기된 방법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된 장치 

및 도구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에 의

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용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에 의

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광고를 사용자

에게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색어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광고 자원의 한정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에 의

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이러한 접속 의도와 관련된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기를 원하는 

광고주에게 이러한 사용자의 접속 의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광고 방법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술적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광고 방법과 그 시스템에 의

하면, 사용자의 접속 의도를 판단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용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수단을 결합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

하다. 따라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상에서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키워드,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기준 정보를 기록하는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유형 정보는 상기 키워드 별로 설정된 소정의 유효 기간(effective period) 정

보를 포함함 -;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사용자 별로, 상기 입력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력 정보를 소정의 저장 수단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기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저장 수단에 기록된 상기 이력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

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접속 의도 파일을 생성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는 상기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 엔진의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 상기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한 웹 페이지 정보,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웹 브라우저 상에서 선택 입력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정보는 상기 유효 기간 동안 상기 이벤트가 입력된 회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을 상기 사용자 별로 분류하여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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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을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의 저장 수단에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은 쿠키(cookie) 파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IP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IP 어드레스 정보에 대응하는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접속 IP 어드레스를 페치(fetch)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접속 IP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제1 위치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기준 정보는 소정의 제2 위치 정보이며,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검색된 제1 위치 정보가 상기 제2 위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판단 방법.

청구항 7.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웹 서버에서 사용자의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키워드, 및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접속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 접속 의도 파일을 페치(fetch) 하는 단계;

상기 접속 의도 파일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추출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은 상기 웹 서버에서,

하나 이상의 키워드,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기준 정보, 상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유형 정보는 상기 키워드 별로 설정된 소정의 유효 기

간(effective period) 정보를 포함함 -;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사용자 별로, 상기 입력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력 정보를 소정의 저장 수단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기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저장 수단에 기록된 상기 이력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

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접속 의도 파일을 생성

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을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의 저장 수단에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8.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웹 서버에서 사용자의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키워드,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기준 정보, 상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유형 정보는 상기 키워드 별로 설정된 소정의 유효 기

간(effective period) 정보를 포함함 -;

하나 이상의 키워드, 및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접속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 접속 의도 파일을 페치(fetch) 하는 단계;

상기 접속 의도 파일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추출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사용자 별로, 상기 입력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력 정보를 소정의 저장 수단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기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저장 수단에 기록된 상기 이력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

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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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접속 의도 파일을 생성

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을 상기 저장 수단에 기록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광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는 상기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 엔진의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 상기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한 웹 페이지 정보,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웹 브라우저 상에서 선택 입력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정보는 상기 유효 기간 동안 상기 이벤트가 입력된 회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

보 제공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은 쿠키(cookie) 파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IP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IP 어드레스 정보에 대응하는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접속 IP 어드레스를 페치(fetch)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접속 IP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제1 위치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기준 정보는 소정의 제2 위치 정보이며,

상기 이벤트가 상기 기준 정보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검색된 제1 위치 정보가 상기 제2 위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은 상기 이벤트에 대응하는 만료 기간(expiration period)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기 접속 의도 파일에 기록된 상기 이벤트에 대응하는 키워드가 삭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 또는 이동 통신단말기이고,

상기 추출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사용자의 전자 우편 계정 

또는 이동 통신 단말기 번호를 이용하여 이메일 또는 단문자 메시지 또는 왑 푸쉬(WAP Push)의 형태로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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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상기 단계에서, 상기 정보가 복수 개인 경우 

상기 정보를 소정의 방식에 따라 가공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방식은 무작위 선출(random rolling) 방식,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 방식, 및 기납부한 광

고료에 따른 차등적 방식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6.
제1항 내지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20항, 및 제23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27.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의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키워드, 상기 키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기준 정보, 상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키워드 데이터베이스 - 상기 유형 정보는 상기 키워드 별로 설정된 소정의 유효 기간(effective peri

od) 정보를 포함함 -;

하나 이상의 키워드, 및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이벤트를 입력 받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소정의 접속 의도 파일을 페치(fetch) 하기 위한

통신부;

상기 입력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키워드를 이력 데이터로서 기록하고, 상기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키

워드의 유형 정보 및 상기 검색된 유형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기준 정보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기준 정보에 따라 

상기 키워드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처리부;

상기 사용자의 관심 분야인 것으로 판단되는 상기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접속 의도 파

일을 생성하는 접속 의도 파일 작성부 -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은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 번호(PC ID), 상기 사용자의 식

별 기호, 또는 상기 접속 의도 파일의 만료일 정보 중 하나 이상을 더 포함함 -;

상기 통신부에서 페치된 상기 사용자의 접속 의도 파일에서 소정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

조하여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는 정보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제

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제공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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