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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통신망을 통한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은,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연관된 검색어를 입찰을 통하여 판매하

는 단계와,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와, 검색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 요구에 상응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배

열함에 있어, 상기 적어도 일부의 검색 목록순을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따라 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본 발명에 따르면, 특정 키워드에 대한 구매 경쟁을 완화시키고, 판매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a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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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목록, 검색 목록순, 검색 요구, 검색어,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1b는 본 발명의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에 따른 검색 결과 화면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검색어 상품을 입찰 방식에 따라 판매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입찰 조건을 수신하기 위한 입찰 내역 화면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찰 가격을 수신하기 위한 화면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낙찰 가격 공개 게시판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7은 검색 목록순의 구조에 관한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10a, 도 10b 및 도 10c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이미지 파일 및 입찰값을 포함하는 검색 목록순을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력 받고, 낙찰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들과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검색 결과 표시 시 일정한 영

역에 표시하는 순서를 도시한 흐름도.

도 11은 도 10a, 도 10b 및 도 10c의 실시예에 의하여 표시된 검색 결과 화면을 예시한 도면.

도 12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 목록순에 관한 정보를 입력 받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

도 13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력된 검색 목록순 정보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자에게 제공

될 검색 목록순을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표시하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 목록

순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검색 목록 생성 방법을 수행하는 데 채용될 수 있는 범용 컴퓨터 장치의 내부 블록도를 도시

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검색 요구 결과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00 :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

810 : 입찰 조건 수신부

820 : 낙찰 수행부

830 : 저장부

840 : 검색 수행부

850 : 검색 요구 수신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망을 통한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

하게는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연관된 검색어를 입찰 방식을 통해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판매하고, 

상기 판매 결과에 따라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 등의 통신망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통신망을 통한 정보 검색이 매우 일반화되고 있다. 사용자는 자

신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접속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원하는 검색 엔진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어

를 입력하고, 입력된 검색어는 통신망을 통하여 검색 사이트(또는 포탈 사이트)의 검색 서버로 전달된다. 검색 서버는

검색어에 대응하는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보유한 검색 DB를 포함하며, 사용자로부터의 검색 요청에 대한 결과로서 

검색 목록순으로 이루어진 검색 결과 목록을 사용자의 PC로 다시 전송하게 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화면에 표시되는 

검색 결과 목록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웹사이트의 검색 목록순을 클릭함으로써, 상기 웹사이트로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검색 사이트를 통한 정보 검색이 빈번해지면서,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예를 들어, 배너 광고)를 검색 결과 

목록 화면에 삽입하거나 검색 목록순과 결부시켜 제공하는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이 새로운 광고 방법으로 나날이 각

광을 받게 되었다. 검색 사이트 업체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광고 방법이 컨텐츠의 유료화 이상으로 큰 수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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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Network Information Provider)가 제공하는 웹 사이트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이 검색 결

과 목록 중에서 얼마나 앞자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상기 검색 목록순의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노출 빈도 및 조

회 횟수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됨에 따라, 검색 결과 목록 내에서의 검색 목록순의 위치가 웹 사이트의 광고 효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검색 결과 목록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노출 빈도 및 조회 횟수가 큰 위치에 배

치된 검색 목록순을 특정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웹사이트와 연결시키는 '검색어 판매'가 검색 사이트 업계에서 일반

화되고 있다.

하지만, 종래 검색 사이트가 시행하고 있는 검색어 판매 방식은 선착순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검색어

에 대한 판매 개시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두고 상기 판매 개시 후에 수신된 다수의 구매 요청 중 선착순으로 최종 구매

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많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검색어(이를 

업계에서는 통상 프리미엄 검색어(premium keyword)라고 함)를 판매함에 있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간의 지나친 

구매 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다. 즉, 판매 개시 시간에 맞추어 다수의 구매 요청이 통신망을 통하여 쇄도함

에 따라 통신망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판매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비록 정상 판매되

더라도 구매를 하지 못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판매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

게 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는 자신이 원하는 검색어에 대한 선착순 구매 요청을 위하여 불필요한 많은 수

고를 하여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검색 사이트의 입장에서도 경쟁이 심한 분야의 검색어 판매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어

려움이 있었다.

이에, 검색어 상품을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공정하게 판매하고 그 판매 가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검색 결과 

목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한국특허출원 제10-2001-7015234호에서는 검색어를 경매 방식에 의하

여 판매하고, 경매 낙찰값에 따라 검색 목록순을 검색 결과 목록에서 정렬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출원에서 

개시된 방법에 의하면, 일정 기간 동안 검색 목록순이 선택될 클릭 횟수의 예상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미리 지불하고 매번 클릭이 될 때마다 경매 낙찰값 만큼을 차감해 가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판매 방식 및 검색 결과 목록 형성에 따르더라도 경매 낙찰값의 한 가지 기준에 의하여 검색 목록순의 위치가 일률

적으로 정해지므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검색 목록순의 위치를 선택하게 하거나 또는 다양한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상기 출원에서 개시된 방법에 의하면, 경매 결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검색 목록순의 위치가 계속 변동할 수 있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처음 의도했던 광고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매 방식이 지니는 한계로 인하여 검색어 판매 가

격을 결정함에 있어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가격 결정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목적은 검색어를 입찰 방식을 통하여 판매하고, 판매 결과에 따라 검색 결

과 목록을 형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검색어와 관련된 다양한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검색어 

광고 마케팅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간의 검색어에 대한 구매 경쟁을 완화시키고,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검색어를 구매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검색어에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판매 방식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검색어에 대한 판매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수의 동일한 입찰 가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검색어의 검색 요구에 대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 여, 검색어 판매에 관한 효과적인 판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와 관련된 검색 목록순이 검색 결과 목록에서 차

지하는 위치를 미리 예상할 수 있고, 소정의 기대하는 광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와 관련된 검색 목록순의 순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입찰 대상이 되는 검색어와 유사한 검색어를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일

련의 유사한 검색어들에 대한 광고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검색 목록순에 이미지를 포함하여 검색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 정보 제공

자가 검색 목록순의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이루고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통신망을 통한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르면,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연관된 검색어를 입찰을 통하여 판매하는 단계로서, 네트

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어 및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을 포함하는 입찰 조건 및 입찰 가격을 수신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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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입찰 조건 및 입찰 가격에 기초하여 검색어 낙찰을 수행하는 단계와, 복수의 검색 목록 순을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

스를 유지하는 단계로서, 적어도 일부의 상기 검색 목록순을 상기 낙찰된 검색어 및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

법과 연관시키는 단계와, 검색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 요구에 상응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배열함에 있어, 상기 적어도 일부의 검색 목록순을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따라 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이 제

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와 연관된 URL을 포함하는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유지하는 

단계와,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상기 검색 목록순과 연관된 검색어 및 상기 검색어와 연관된 입찰 가격을 

수신하는 단계와, 입찰 기간 만료 후 상기 입찰 가격과 연관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검색어와 연관된 복수의 네트

워크 정보 제공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낙찰자 선택의 결과를 상기 낙찰자에게 통지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검색 목록순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검색 목록순의 적어도 일부는 소정의 검색 목록순 배치 위치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

과 목록 생성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웹 페이지에 연관된 웹 

페이지 제목, 웹 페이지 설명, 이미지 파일, 검색어 및 입찰값을 입력 받는 단계와, 상기 웹 페이지 제목, 상기 웹 페이

지 설명 및 상기 이미지 파일을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 목록순을 생성 하여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

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검색 목록순에 대한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확인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와, 상기 입찰값과 연관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검색어와 연관된 복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어를 상기 검색 목록순과 연관시키는 단계와, 상기 검색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 요구와 일치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검

색 결과 웹 페이지 중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여 상기 검색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어 및 입찰값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입찰값과 

연관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검색어와 연관된 복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낙찰자로부터 상기 낙찰자의 웹 페이지에 연관된 웹 페이지 제목, 웹 페이지 설명 및 이미지 파일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웹 페이지 제목, 상기 웹 페이지 설명 및 상기 이미지 파일을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 목록순을 생

성하여 상기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검색 목록순에 대한 상기 낙찰자의 확인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를 상기 검색 목록순과 연관시키는 단계, 상기 검색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 요구

와 일치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검색 결과 웹 페이지 중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여 상기 검색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른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시스템은 컴퓨터 장치 및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베이스는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 장치는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연관된 검색

어에 대하여, 입찰 가격을 수신하고, 상기 입찰 가격에 기초하여 검색어 낙찰을 수행하고,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된 적어도 일부의 상기 검색 목록순을 상기 낙찰된 검색어 및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연관시키고, 검색

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검색 요구와 상응하는 검색어를 가진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배열함에 있어, 상기 적어도 일부의 검색 목록순을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

시 방법에 따라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하여 상세

히 설명한다.

도 1a, 1b는 본 발명의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에 따른 검색 결과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 1a,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배달'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다양한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따라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배

열한 검색 결과 목록이 표시된다.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은 표시 형태 및 검색 목록순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검색어, 표시 형태, 검색 목록순의 순위가 하나의 검색어 상품으로 취급되고 이들 각각의 상품이 입찰 방

식으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판매된다.

표시 형태에 관한 일례로서, 검색어 배너(210), 지식 검색 결과(220), 스폰 서 링크(230), 플러스 등록(240)이 있다.

'검색어 배너(210)' 표시 형태는, 도 1a, 1b의 우측 영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 목록이 표

시되는 첫 페이지에 플래쉬나 이미지로 제작되어 소정의 크기를 가진 배너 형태로 표시되는 것으로서, 1개 또는 몇 개

업체의 배너만 독점으로 게재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지식 검색 결과'(220) 표시 형태는 사이트 및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업체의 특징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고, 제시어 

및 질문 자체에 대하여 해당업체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다. 통합 검색 결과 최상단에 위치하며, 검색어 별로 일정 순위

(도 1a의 경우 최대 5위)까지 광고 영역을 제공한다. 질문 형태에 관한 예로서, 단일 질문은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사

이트로 바로 가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중 질문은 하나의 질문에 콤보 박스를 이용하여 해당 홈페이지 내 여러 개의

서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스폰서 링크(230)' 표시 형태는 특정 검색어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사이트 제목과 사이트 설명을 표시하게 된다. 통

합 검색 및 디렉토리 검색 결과 상단에 위치하며, 검색어 별로 일정 순위(도 1a의 경우 최대 3위)까지 광고 영역을 제

공하게 된다.

'플러스등록(240)' 표시 형태는 검색 결과에서 사이트의 부가 정보와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서, 등록자가 직

접 기술한 홍보 내용을 소개하고 등록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쉽고 빠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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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웹 사이트를 광고하는 여러 표시 형태들이 있고, 각 표시 형

태의 표시 영역 내에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사이트와 관련된 검색 목록순을 어떠한 위치에 어떤 순위별로 위치시

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검색어에 대한 검색 

목록순의 표시 형태 및 검색 목록순의 순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검색어, 표시 형태, 검색 목록순 순위의 조합에 따라서 검색어 상품이 결정되므로, 본 발명에서는 예를 들어 꽃배달 

지식 검색 결과 2위, 꽃배달 스폰서 링크 3위를 각각의 개별 상품으로 인식되고,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들을 상대로 이

들 개별 상품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검색어 및 표시 형태만으로 검색어 상품을 결정하는 경

우, 예를 들어 '꽃배달 지식 검색 결과'에 대한 검색어 상품을 다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는 검색어 상품이 입찰 방식을 통하여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판매된다. 전통적인 입찰 방식은 다수의

매수 신청인들이 매수 가격 등 입찰 조건을 기재한 서면(입찰표)을 제출하면 입찰 기간 만료 후 상기 제출된 입찰표들

을 개봉하여 그 중 최고 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낙찰자)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본 발명에서도 검색어 상품을 구

매하려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희망 구매 가격을 통신망을 통하여 비공개로 수신하고, 수신된 구매 가격 중

에서 최고 가격으로 신청한 하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또는 다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들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는 점에서 유사하다. 본 발명에서는 경매 제도 대신에, 입찰 제도를 택함으로써, 경매 제도하에서 구매 희망 가격이 공

개되어 구매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경매 종료 직전에 최고가를 제시하여 부적절하게 검색어를 구매하는 문제점

을 방지하고자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검색어 상품을 입찰 방식에 따라 판매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하, 도 2를 참조하

여,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단계(S210)에서는 입찰 기간의 시작 후, 검색어 상품에 대한 입찰 조건을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통신망

을 통하여 수신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검색어 및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검색어 상품이 하나의 

검색어 상품처럼 취급되어 이들 각각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므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신되는 입찰 조건

은 검색어 및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입찰의 대상이 되는 검색어는 모든 검색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리미엄 검색어에 대해서만 입찰 판매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프리미엄 검색어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으며, 소정의 기준의 일례로서, 사용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받는 빈도수가 소정 기간 내에 소정 횟수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검색어를 프리미엄 키워드로 결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일례로서, 검색어의 구매력을 고려할 수 있다. 프리미엄 

검색어가 아닌 일반 검색어에 대해서는 입찰 방식이 아닌 다른 소정의 방식, 예를 들어 선착순 판매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소정의 검색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간에 대해서만 입 찰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스키'라는 검색어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특히 검색 요구가 빈번할 것이므로, 겨울철에 대해서만 입찰 방식에 의해서 판

매하고, 다른 시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검색어의 검색 요구에 대

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 방식의 선택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어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입찰 조건에 포함되는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은 표시 형태 및 검색 목록순의 순위에 의해서 특정되거나 또는 표시 형

태만으로 특정될 수 있다. 또 달리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은 검색 목록순 배치 위치만으로 특정될 수도 있다.

입찰 조건을 수신하기 위한 바람직한 일례로서, 도 3과 같은 입찰 내역 화면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되고,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검색어 및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대한 입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입찰 

조건에 관한 상기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수신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입찰 조건에는 입찰하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정

보 제공자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는 대신에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마다 미리 정해진 소정의 ID 및 패스워드를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신하고, 로그인 과정을 완료하여야 입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 정보 제

공자 정보의 진위 여부를 로그인 과정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달리, 입찰 조건은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으로 검색 목록순을 표시하는 소정의 표시 기간을 추가로 포

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 기간은 낙 찰 단계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S220)에서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찰 가격을 수신하게 된다. 바람직한 일실시예로서, 동일

한 가격으로 다수의 입찰 가격이 수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원 단위로 입찰 가격을 수신하도록 하고 입찰 가격의

뒤 세 자리는 '000'이 될 수 없도록 한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동일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중복해서 여러 번 

입찰 가격을 수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장 최근에 입찰한 입찰 가격을 유효한 입찰 가격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 달리, 동일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찰 가격을 수신할 수 있는 횟수를 소정의 횟수(예를 들어, 2번 내지 3

번 정도)로 제한하거나 또는 상기 소정의 횟수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수신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

다.

입찰 가격 수신 후 입찰 기간 경과전이라도, 입찰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찰 취소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네

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입찰 조건 및 입찰 가격 수신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도 4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찰 가격을 수신하기 위한 화면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S230)에서는 소정의 입찰 기간 만료 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

부터 수신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찰 가격들 중에서 최고의 입찰 가격을 낙찰 가격으로 하고, 상기 입찰 가격을 제시

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다수의 동일한 입찰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를 결정

하는 다양한 실시예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일례로서, 입찰 순서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최초로 입찰한 네트워크 정

보 제공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또 달리 입찰 조건에 소정의 표시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최장의 표시 기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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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낙찰자로 선택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종래 광고 이용

실적을 참고로 하여 이용 실적이 많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를 선정하거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신용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추첨을 통하거나 재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단계(S210)에서 입찰 조건에 포함된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이 표시 형태만으로 특정되는 경우, 

검색 목록순의 배치 위치가 특정 위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위치 영역 내에서 임의로 배치할 수 있다. 즉, '꽃

배달'에 대한 키워드에 대하여 '지식 검색 결과'라는 표시 형태에 대하여 검색어 입찰을 수행한 경우, 낙찰자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지식 검색 결과'의 배치 영역 내에서 순위에 관계 없이 배치할 수 있다. 또 달리, 다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를 낙찰자들로 선정하여, 낙찰자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의 위치를 상기 낙찰자들의 입찰 가격에 따라서 '지식 

검색 결과' 배치 영역 내에서의 위치(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계(S240)에서는 상기 결정된 낙찰 결과를 낙찰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낙찰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낙찰 결과는 

낙찰자뿐만 아니라, 낙찰에 참여한 모든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통지된다. 또 달리, 도 5와 같은 낙찰 가격 공지 게

시판을 통하여 낙찰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낙찰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례

로서,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거나 오늘날 이동전화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

sage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낙찰 결과에는 낙찰 여부, 낙찰자 정보, 낙찰 가격, 총 입찰자 수, 낙찰자의 이메일 

주소, 낙찰 가격 공지 게시판의 사이트 주소(URL) 등이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단계(S250)에서는 낙찰자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일실시예로서, 낙찰자에

게만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낙찰자에게만 구매 키이(key)를 제공하고, 구매 키이를 제공 받

은 낙찰자가 낙찰 금액을 입금하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결재함으로써 검색어 구매를 완료하게 된다.

낙찰 과정 후, 낙찰자로부터 구매 거부 의사를 수신한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낙찰자

가 낙찰된 검색어 상품의 구매 가능한 기간을 소정의 기간에만 한정하고 상기 기간 내에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유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기간 도과 후에 구매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유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찰된 검색어 상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판매 방식, 예를 들어 선착순 판매 방식 또는 재입찰 방식으로 다시 판매될 수

있다(단계 S260). 또 다른 실시예로서, 유찰 시 2순위의 입찰 가격을 제시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거나 또는 2순위의 입찰 가격에 대하여 다시 유찰되는 경우 3순위 또는 차순위의 입찰 가격을 제시한 네트워크 정

보 제공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입찰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로서, 낙찰자의 구매 거부 의사로 유찰된 경우, 그 구매 거부 의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낙찰자의 신용도에 반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입찰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로서, 입찰 개시 전 먼저 입찰 하한가를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

할 수 있다. 입찰 하한가가 결정되면, 상기 하한가 이상의 입찰 가격에 대해서만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입찰 하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일례로서, 이전의 낙찰 가격 또는 이전 낙찰 가격의 일정 부분(예를 들어, 이전 낙찰 가격의 -25%)을 

입찰 하한가로 설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검색어에 대한 페이지뷰(PV: Page View) 횟수를 고려하거나 또는 이에 추가하여 페이지뷰 당 

기준 단가를 정해 놓고, 페이지뷰(PV)와 기준 단가의 곱으로 입찰 하한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준 단가는 표시 형태 

또는 검색 목록순의 순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지식 검색 결과의 경우 100원/PV, 스폰서 링크의 경우 70

원/PV). 또 달리, 페이지뷰 및 기준 단가에 추가하여, 검색어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 가중치를 입찰 하한가 결정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 효과가 높아서 인기 있는 검색어에 대한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함으로

써 입찰 하한가를 검색어 별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입찰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로서, 입찰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최고 입찰 가격 또는 입찰 가격 리

스트를 공개하는 단계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입찰 기간 종료 직전에는 최고 입찰 가격을 고려한 입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기간 종료 전 소정의 시간 동안은 상기 최고 입찰 가격 또는 입 찰 가격 리스트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입찰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로서, 입찰 과정에 참여한 네트워크 제공자로부터 수신한 검색어와 

유사한 검색어를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기 유사한 검색어에 대해서도 입찰을 수행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입찰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로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찰 증거금을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고, 만약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검색어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상기 입찰 증거금을 

차감하거나 또는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낙찰 금액 입금 시 입찰 증거금을 제외한 나

머지 차액을 입금 받을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입찰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로서, 즉시 구매가를 산정하여 제공하고,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즉시 구매가를 입찰 가격으로 수신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를 낙찰자로 즉시 선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시 구매가를 산정하는 일례로서, 해당 검색어 상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낙찰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검색어 상품의 낙찰 가격이 1월에 200만원, 2월에 350만원, 3월에 400만원인 경우, 4월

에는 상기 금액들에 가중치 1:2:3을 부여하여 평균 금액을 구한 뒤 그 평균 금액에 300%를 즉시 구매가로 산정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입찰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로서, 낙찰된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요구 결과를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소정 기간 동안에 검색자들로부터 수신된, 낙찰된 검색어에 대한 검색 요구 결과를 낙

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 검색 요구 결과에는 소정 기간 동안의 상기 검색어에 대한 노출 횟수, 클릭 횟수, 클릭

률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도 16은 노출 횟수(Impression), 클릭 횟수(Click), 클릭률(CTR)을 포함하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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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결과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도 2의 입찰 방법에 추가하여, 낙찰된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포

함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유지하고, 상기 검색 목록순을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따라 배열하여 검색 결과 목

록을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하기

로 한다.

먼저, 단계(S610)에서는 검색 목록순을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로서, 검색 목록순을 낙찰된 검색어 

및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 등과 연관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도 7은 검색 목록순의 일례를 도시한 것으로서, 

각각의 검색 목록순(700)은 검색어 영역(710), 네트워크상 위치 영역(720), 광고 설명 영역(730),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 영역(740)을 포함한다. 검색어 영역(710)은 다수의 검색 목록순으로부터 특정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기 위한 식

별자로서의 검색어를 포함하며, 한 개 또는 다수의 검색어를 포함한다. 네트워크상 위치 영역(720)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와 연관된 URL 주소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검색 목록순에서 제공되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할 때, 사용자의 브라

우저 프로그램으로 URL이 제공된다. 광고 설명 영역(730)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웹사이트의 내용에 간략한 설

명으로서, 검색 목록순에서 광고의 일부로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다.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740)은 앞서 설명한 표시

형태 또는 검색 목록순의 순위에 의해서 특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S620)에서는 검색자(또는 네트워크 사용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수신하게 된다. 검색 요구시에 검색자

로부터 검색어 또는 검색어와 연관된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S630)에서는 상기 검색 요구에 상응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식별하

는 과정이다.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여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컴퓨터 장치 및 데이터 베이스간의

프로세싱에 의해서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단계(S640)에서는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배열하는 단계로서,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따라 배열하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르면, 검색어와 연관되어 식별된 복수의 검색 목록순 중에서 적어도 일부의 검색 

목록순에 대해서만 본 발명에 따른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따라서 배열되고, 나머지 검색 목록순은 상기 검색 목록

순 표시 방법과 독립적으로 배열된다. 독립된 배열 방법의 일례로서, 검색 목록순과 연관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웹사이트의 조회 횟수,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유용성, 사이트의 완성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800)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800)은 입찰 조건 수신부(810), 낙찰 수행부(820), 저장부(830

), 검색 수행부(840), 및 검색 요구 수신부(850)를 포함한다.

입찰 조건 수신부(810)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어 및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을 포함하는 입찰 조건 및 입

찰 가격을 수신한다.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은 표시 형태 및 검색 목록순의 순위를 포함하거나 또는 표시 형태만을 포

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입찰 조건에는 입찰하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정보를 추가로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는, 표시 기간을 입찰 조건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낙찰 수행부(820)는 입찰 조건 수신부(810)를 통하여 수신한 입찰 조건 및 입찰 가격에 기초하여 검색어 낙찰을 수행

한다. 검색어 낙찰을 수행함에 있어 앞서 도 2에 도시한 입찰 방법과 관련하여 상술한 많은 실시예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저장부(830)는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포함한다. 검색 목록순은 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색어 영역, 네트워크상 위

치 영역, 광고 설명 영역,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 영역을 포함한다.

검색 수행부(840)는 저장부(830)에 저장된 검색 목록순을 낙찰된 검색어 및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연관시킨다. 또

한, 검색자로부터 수신한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요구에 상응하는 검색어를 가진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고, 적어

도 일부의 검색 목록순을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따라 배열한다.

검색 요구 수신부(850)는 검색자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검색 요구를 수신한 다. 검색 요구 시 검색자로부터 검색어 

또는 이와 연관된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를 검색 수행부(840)로 전달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900)은 컴퓨터 장치(910) 및 데이터 베이스(920)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례로서, 컴퓨터 장치(910)는 도 8에 도시한 입찰 조건 수신부(810), 낙찰 수행부(820), 검

색 수행부(840), 검색 요구 수신부(850)를 포함하고, 데이터 베이스(920)는 저장부(830)를 포함한다.

또 다른 일례로서, 데이터 베이스(920)는 컴퓨터 장치(910)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컴퓨터 장치(910) 및 데이터 베이스(920)는 범용으로 사용되는 통상의 장치로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이다.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900)은 통신망을 통하여 검색자의 PC와 연결되고, 검색자로부터 입력되는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게 된다.

도 10a, 도 10b 및 도 10c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이미지 파일 및 입찰값을 포함하는 검색 목록순을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력 받고, 낙찰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들과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검색 결과 표시 시 일정한 영

역에 표시하는 순서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단계(1001)에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 넷 검색 엔진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이 입

찰하고자 하는 검색어 및 검색 목록순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검색 목록

순은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검색자에게 표시되는데, 본 실시예에 따르면 검색자의 관심을 상기 검색 목록순에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입찰하고자 하는 검색어, 자신의 홈페이지의 제목(titl

e), 상기 홈페이지에 관한 설명(description), 상기 홈페이지와 연관된 이미지 파일, 상기 홈페이지의 URL 및 입찰값

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입력하는 정보에는 상기 홈페이지에 

관한 부가적인 설명,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전호 번호 및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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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002)에서 인터넷 검색 엔진은 단계(1001)에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입력한 검색 목록순 관련 정보를 수신

한다. 단계(1003)에서 인터넷 검색 엔진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신한 홈페이지의 제목, 홈페이지에 관한 설

명, 이미지 파일, URL, 부가 설명, 연락처 정보 등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 목록순을 생성한다. 생성

된 검색 목록순은 임시 검색 목록순 저장부에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저장된다. 단계(1003)에서 생성된 검색 목록순

은 단계(1004)에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검색 목록순의 예가 도 13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단계(1005)에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는 단계(1004)에서 제공된 검색 목록순이 수정을 요하는 지를 검토한다.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확인'을 선 택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선택한다. 단계(1005)에서 '수정'을 

선택하면, 단계(1006)에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검색 목록순 수정 요구가 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 엔진에 입

력된다. 단계(1007)에서 인터넷 검색 엔진은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수정 요구를 반영하여 검색 목록순을 실질

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정한다. 단계(1008)에서 수정된 검색 목록순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실시간으

로 제공되고,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는 다시 '확인' 또는 '수정'을 선택하게 된다(단계(1005)).

단계(1005)에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확인'을 선택하면, 상기 '확인' 선택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게 전달된다(단계(

1009)). 이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 목록순에 관한 확인을 입력 받았으므로, 단계(1010)에서 인터넷 검색

엔진은 하나의 검색어에 대하여 검색 목록순을 입력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중에서 입력된 입찰값을 기

준으로 하여 하나 이상의 낙찰자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꽃배달'이라는 검색어에 대하여 검색 결과 웹 페이지 중 특정

영역에 표시할 수 있는 검색 목록순의 수가 2개이면, 입찰값이 높은 순으로 하여 2개의 검색 목록순을 선택한다.

단계(1011)에서 검색 목록순과 검색어를 연관시킨다. 검색 목록순과 검색어의 연관은 검색자가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상기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본 단계는 단계(1010)의 직후뿐 아니라, 단계(1011)를 수

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다른 단계들 이후 또는 이전에 위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단계(1012)에서 검색자는 인터넷 검색 엔진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엔진에 검색

을 요구한다. 인터넷 검색 엔진은, 단계(1013)에서 상기 검색 요구를 수신하고, 단계(1014)에서 상기 검색 요구와 일

치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식별한다. 단계(1015)에서는 상기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검색 결과 웹 페이지

중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여 상기 검색자에게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어 및 입찰값의 입력을 먼저 받고, 상기 입찰값

에 따라 낙찰자를 선택한 후 상기 낙찰자를 대상으로 하여 낙찰자의 홈페이지의 제목(title), 상기 홈페이지에 관한 설

명(description), 상기 홈페이지와 연관된 이미지 파일 및 상기 홈페이지의 URL 등의 검색 목록순 정보를 입력 받는

다. 상기 검색 목록순을 수정하는 방법 및 기타는 도 10과 관련하여 설명한 실시예와 같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

도 11은 도 10a, 도 10b 및 도 10c의 실시예에 의하여 표시된 검색 결과 화면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상기 단계(1015)에서 검색자에게 제공되는 검색 결과 웹 페이지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검색자는 '꽃

배달'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였고, 상기 검색어와 일치하는 검색 목록순을 도면 부호(1101)에 표시하였다. 상기 검색

목록순(1101)은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는데, 이미지 파일을 포함함으로써 검색자의 관심을 끌고, 따라서 검색자가 상

기 검색 목록순(1101)을 클릭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도 12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 목록순에 관한 정보를 입력 받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검색 목록순 예시(1201)는 검색 목록순이 검색 결과 표시될 때 어떤 형태로 표시될 지에 관한 예시를 함으로써, 네트

워크 정보 제공자가 자신이 입찰하게 되는 검색 목록순이 검색 결과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선택한 키워드 필드(1202)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선택하면 도 12의 웹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네

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검색어의 적정성을 먼저 판단한 후 기타 추가 검색 목록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불필

요한 검색 목록순 정보 입력을 제거한다.

홈페이지 제목 필드(1203)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의 제목을 입력하는 필드이다. 홈페이지 설

명 필드(1204)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 관한 설명을 입력하는 필드이다. 링크 URL 필드(12

05)는 검색 목록순을 검색자가 클릭한 경우 이동해 갈 목적지 홈 페이지에 대한 URL을 입력하는 필드이다. 부가 정보

필드(1206)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 관한 부가 정보를 입력하는 필드이다. 이미지 필드(1207)는 인터넷 검색 엔진

에 업로드 할 이미지 파일의 위치를 입력하는 필드이다. 상기 이미지 파일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확인' 입력과 함

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단말기로부터 인터넷 검색 엔진 서버로 전송된다. 연락처 정보 필드(1208)는 네트워크 정

보 제공자와 연관된 전화 번호,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 받는데 사용된다. 또한, 검색 목록순 입력 화면은 네트

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본 검색 목록순에 관한 입찰값을 입력 받기 위 한 입찰값 입력 필드를 포함한다(입찰값 입력 

필드는 도시되지 않음).

도 13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력된 검색 목록순 정보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자에게 제공

될 검색 목록순을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표시하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인터넷 검색 엔진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입력한 웹 페이지 제목, 설명 및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제공될 검색 목록순을 생성하여 도 13

과 같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한다.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는 생성된 검색 목록순(1301)을 검토하여 추가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버튼(1303)을 클릭함으

로써, 수정 요구를 네트워크 검색 엔진에 송신한다. 상기 수정 요구를 수신한 네트워크 검색 엔진은 검색 목록순 수정 

화면 웹 페이지를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하여 검색 목록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생성된 검색 목록순(1301)을 검토하여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등록 버튼(1

302)을 클릭함으로써,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네트워크 검색 엔진에 송신한다. 네트워크 검색

엔진은 상기 '확인'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검색 목록순 정보를 검색 목록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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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 목록순

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인터넷 검색 엔진(1400)은 네트워크 통신부(1401), 검색 목록순 수정부(1402), 임시 검색 목록순 저장부(1403), 검

색 목록순 생성부(1404), 검색 목록순 저장부(1405), 검색부(1406) 및 검색 결과 제공부(1407)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통신부(1401)는 검색자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검색 요구를 수신하고 검색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검색자

의 단말기로 전송한다. 또한, 네트워크 통신부(1401)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 목록순에 관한 정보(이미지

파일 포함)를 통신망을 통하여 수신하고, 생성된 검색 목록순을 통신망을 통하여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단말기로 

전송한다.

네트워크 통신부(1401)를 통하여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신한 검색 목록순 정보에 기초하여, 검색 목록순 생

성부(1404)는 검색 목록순을 생성하고, 생성된 검색 목록순을 임시 검색 목록순 저장부(1403)에 저장한다. 임시 검색

목록순 저장부(1403)에 저장된 검색 목록순은 검색 목록순 제공부(도시되지 않음) 및 네트워크 통신부(1401)를 통하

여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단말기로 제공된다. 검색 목록순 제공부는 검색 목록순 생성부(1404) 및 검색 목록순 수

정부(1402)를 통하여 생성 또는 수정되어 임시 검색 목록순 저장부(1403)에 저장된 검색 목록순을 네트워크 통신부(

1401)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상기 검색 목록순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는 경우, 상기 수정 요구는 네트워크 통신부(1401)에 

의하여 수신되고, 상기 수정 요구는 검색 목록순 수정부(1402)로 전달된다. 검색 목록순 수정부(1402)는 임시 검색 

목록순 저장부(1403)에 저장된 검색 목록순을 수정하여, 이를 다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한다.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확인' 입력을 수신하면, 검색 목록순 저장부(1405)는 임시 검색 목록순 저장부(1403)에

저장되어 있는 검색 목록순을 검색 목록순 데이터베이스(1408)에 저장한다. 낙찰 결정부(도시되지 않음)는 동일한 검

색어와 연관되어 검색 목록순 데이터베이스(1408)에 저장되어 있는 검색 목록순 중에서 입찰값에 따라서 낙찰자를 

선택한다.

네트워크 통신부(1401)를 통하여 검색자로부터 입력된 검색 요구는 검색부(1406)로 전달되고 검색부(1406)는 검색 

목록순 데이터베이스(1408)를 참조하여 일치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식별한다. 식별된 검색 목록순은, 

검색 결과 제공부(1407)에 의하여, 검색 결과 웹 페이지 중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여 상기 검색자에게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 각 단말기, 인터넷 검색 엔진 및 서버 간의 통신은 HTTP 프로토콜, 기타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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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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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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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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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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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명

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

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

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검색 목록 생성 방법을 수행하는 데 채용될 수 있는 범용 컴퓨터 장치의 내부 블록도이다.

컴퓨터 장치(1500)는 램(RAM: Random Access Memory)(1502)과 롬(ROM: Read Only Memory)(1503)을 포함하

는 주기억장치와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1501)를 포함한다. 프로세서(1501)는 중앙처리장치(CPU)로 불리

기도 한다. 본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롬(1503)은 데이터(data)와 명령(instruction)을 단방향성

으로 CP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램(1502)은 통상적으로 데이터와 명령을 양방향성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램

(1502) 및 롬(1503)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어떠한 적절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대용량 기억장치(Mass Stora

ge)(1504)는 양방향성으로 프로세서(1501)와 연결되어 추가적인 데이터 저장 능력을 제공하며, 상기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중 어떠한 것일 수 있다. 대용량 기억장치(1504)는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통상

적으로 주기억장치보다 속도가 느린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이다. CD 롬(1506)과 같은 특정 대용량 기억장

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프로세서(1501)는 비 디오 모니터, 트랙볼, 마우스, 키보드, 마이크로폰, 터치스크린 형 디스

플레이, 카드 판독기, 자기 또는 종이 테이프 판독기, 음성 또는 필기 인식기, 조이스틱, 또는 기타 공지된 컴퓨터 입출

력장치와 같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인터페이스(1505)와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서(1501)는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15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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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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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 발명에서 각 실시예로서 설명된 단계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상기 실시예에서와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수행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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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통신망을 통한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함에 있어, 다양한 

검색어 표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따 라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검색어 검색을 통한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 기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간의 검색어 구매 경쟁을 완화시키고,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용이하게 검

색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검색어 상품의 판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검색 결과 목록 중에서 적어도 소정의 검색 목록순에 대하여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입찰 방식에 

의하여 지정한 검색 결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의 위치가 처음부터 고정되거나 또는 일정하게 유지됨

으로써, 네트워크 사용자가 소정의 광고 효과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검색어 및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후순위의 검색어 

목록순에 대한 낙찰 가격이 선순위의 검색어 목록순에 대한 낙찰 가격보다 높은 낙찰 가격의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검색 목록순에 이미지를 포함하여 검색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검색 목록

순의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검색자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입력되는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연관된 검색어를 입찰을 통하여 판매하는 단계로서, 상기 검색어 별 입찰 하한가를 

결정하고,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상기 검색어 및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을 포함하는 입찰 조건 및 상기 

입찰 하한가 이상의 입찰 가격을 수신하고, 상기 입찰 조건 및 상기 입찰 가격에 기초하여 검색어 낙찰을 수행하는 단

계;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로서, 적어도 일부의 상기 검색 목록순을 상기 검색어

및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연관시키는 단계;

검색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 요구에 상응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배열함에 있어, 상기 적어도 일부의 검색 목록순을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따라 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입찰 하한가는 상기 검색어에 대한 페이지뷰 횟수, 상기 페이지뷰 1회 당 기준 단가, 상기 검색어에 대한 선호도

와 연관된 가중치 중 적어도 하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은 검색 목록순의 표시 형태 및 상기 표시 형태 내에서의 검색 목

록순의 순위에 의해 특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일부의 검색 목록순을 배열함에 있어 상기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의해 특정되는 배치

영역 내에서 임의로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소정의 검색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간에 대해서만 입찰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

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어를 입찰을 통하여 판매하는 단계는 상기 검색어 및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 각각에 대하여 개

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일부의 상기 검색 목록순을 제외한 나머지 검색 목록순은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독립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입찰을 통하여 판매하는 검색어는 프리미엄 검색어이며, 상기 프리미엄 검색어는 소정의 기준에 의

해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찰 조건은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정보 또는 소정의 표시 기간을 선택적으로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9.
검색자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입력되는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와 연관된 URL을 포함하는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유지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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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상기 검색 목록순과 연관된 검색어 및 상기 검색어와 연관된 입찰 가격을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입찰 가격은 입찰 하한가 이상이고, 상기 입찰 하한가는 상기 검색어에 대한 페이지뷰 횟수, 상기 페이지

뷰 1회 당 기준 단가, 상기 검색어에 대한 선호도와 연관된 가중치 중 적어도 하나를 고려하여 결정됨 -;

입찰 기간 만료 후 상기 입찰 가격과 연관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검색어와 연관된 복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검색 목록순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검색 목록순의 적어도 일부는 소정의 검색 목록순 배치 위치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

성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목록순 배치 위치는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찰 가격 을 수신하기 전에 정하여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소정의 표시 기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가 낙찰자로 선택된 경우, 상기 소정의 표시 기간 동안에는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배치 

위치에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이 배치되며, 그 위치가 변동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낙찰자를 선택하는 단계는 다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를 낙찰자로 선택하고,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배치 위치 내에서 상기 낙찰자의 입찰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순위에 의해서 상기 적어도 

일부의 검색 목록순을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즉시 구매가를 제공하는 단계; 및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상기 즉시 구매가를 입찰 가격으로 수신하는 경 우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를 낙찰자

로 즉시 선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어의 종래 낙찰 가격을 고려하여 상기 즉시 구매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낙찰자를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낙찰자로부터 구매 거부 의사를 수신하거나,

상기 낙찰자가 낙찰된 검색어를 소정의 기간 내에 구매하지 아니하거나,

상기 소정의 기간 도과 후에 구매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수신하는

경우들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간주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유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검색어를 재판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검색어를 재판매하는 단계는 선착순 방식, 재입찰 방식, 차순위 입찰 가격 선정 방식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다수의 동일한 입찰 가격을 수신한 경우, 입찰 순서, 표시 기간, 광고 이용 실적,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신용도 중 적

어도 하나를 고려하여 상기 낙찰자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9항에 있어서,

최고 입찰 가격 또는 입찰 가격 리스트를 공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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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 만료 전 소정의 시간 동안은 상기 최고 입찰 가격 또는 상기 입찰 가격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제공자로부터 수신한 검색어와 유사한 검색어를 상기 네트워 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입찰 가격을 수신하는 단계는 동일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입찰 가격을 수신할 수 있는 횟수를 소정의 

횟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상기 소정의 횟수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수신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낙찰자에게 상기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요구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검색 요구 결과는 노출 횟수, 클릭 횟수, 클릭률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유지하는 단계는,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와 연관된 URL 및 상기 네트워

크 정보 제공자와 연관된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는 검색 목록순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검색 목록순 배치 위치에 배치되는 상기 검색 목록순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이미지 파

일을 포함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6.
검색자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입력되는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웹 페이지에 연관된 웹 페이지 제목, 웹 페이지 설명, 이미

지 파일, 검색어 및 입찰값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웹 페이지 제목, 상기 웹 페이지 설명 및 상기 이미지 파일을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 목록순을 생

성하여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검색 목록순에 대한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확인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입찰값과 연관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검색어와 연관된 복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택

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를 상기 검색 목록순과 연관시키는 단계;

상기 검색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 요구에 상응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검색 결과 웹 페이지 중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여 상기 검색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웹 페이지 제목, 웹 페이지 설명, 이미지 파일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수정 요구

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정 요구에 응답하여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상기 검색 목록순을 수정하여 상기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게 제

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8.
검색자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입력되는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어 및 입찰값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입찰값과 연관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기 검색어와 연관된 복수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택

하는 단계;

상기 낙찰자로부터 상기 낙찰자의 웹 페이지에 연관된 웹 페이지 제목, 웹 페이지 설명 및 이미지 파일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웹 페이지 제목, 상기 웹 페이지 설명 및 상기 이미지 파일을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 목록순을 생

성하여 상기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검색 목록순에 대한 상기 낙찰자의 확인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를 상기 검색 목록순과 연관시키는 단계;

상기 검색자로부터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 요구에 상응하는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검색 목록순을 검색 결과 웹 페이지 중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여 상기 검색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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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낙찰자로부터 웹 페이지 제목, 웹 페이지 설명, 이미지 파일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수정 요구를 수신하는 단

계; 및

상기 수정 요구에 응답하여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상기 검색 목록순을 수정하여 상기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방법.

청구항 30.
검색자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입력되는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생성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부터 검색어 및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을 포함하는 입찰 조건 및 입찰 하한가 이상의 입찰 가

격을 수신하는 입찰 조건 수신부 - 상기 입찰 하한가는 상기 검색어에 대한 페이지뷰 횟수, 상기 페이지뷰 1회 당 기

준 단가, 상기 검색어에 대한 선호도와 연관된 가중치 중 적어도 하나를 고려하여 결정됨 -;

상기 입찰 조건 및 입찰 가격에 기초하여 검색어 낙찰을 수행하는 낙찰 수행부;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포함하는 저장부;

상기 복수의 검색 목록순을 상기 낙찰된 검색어 및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과 연관시키고,

검색자로부터 수신한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검색 요구에 상응하는 검색어를 가진 검색 목록순을 식별하고,

적어도 일부의 검색 목록순을 상기 검색 목록순 표시 방법에 따라 배열하는 검색 수행부; 및

검색자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검색 요구 수신부

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 목록 생성 시스템.

청구항 31.
제1항 내지 제29항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도면

도면1a



등록특허  10-0455508

- 14 -

도면1b

도면2



등록특허  10-0455508

- 15 -

도면3



등록특허  10-0455508

- 16 -

도면4



등록특허  10-0455508

- 17 -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455508

- 18 -

도면7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455508

- 19 -

도면10a

도면10b

도면10c



등록특허  10-0455508

- 20 -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455508

- 21 -

도면13

도면14



등록특허  10-0455508

- 22 -

도면15

도면16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a
	도면10b
	도면10c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