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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0. 6. 22. 2019당26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2. 13./ 2008. 7. 16./ 제847870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사용자 단말기로 광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
기로 웹 페이지 및 기본 광고 콘텐츠1)를 제공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부가
광고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액션에 반응하
여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액션에 대
한 액션 정보－상기 액션 정보는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의 노출/클릭 횟수 및 상기 부
가 광고 콘텐츠의 노출/클릭 횟수를 포함함－를 수집하는 콘텐츠 제공 장치; 및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와 상기 부가2) 광고 콘텐츠를 상기 콘텐츠 제공 장치로 제공하며, 상
기 액션 정보를 기초로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 및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의 광고 제공
자에 대한 각각의 과금을 수행하는 광고 제공 장치를 포함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이하
1)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1호증의 1) 중 ‘컨텐츠’라는 기재는 그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콘텐츠’
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2)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기본’이라는 해당 기재부분은, 같은 명세서의 나머지 기재들에 비추어 위 ‘부
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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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20】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광고 제공 시스템’이라는 명칭의 것으로
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3)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8. 21.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9당2660호), 2020. 3. 3. 확인대상발명의 설
명서 및 도면을 별지 2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심판청구서 보정을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6. 22.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피
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 및 ‘부가 광고 콘텐츠’는 제1항 발명과 동일
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 광고 콘텐츠’가 웹 페이지 내에 특정된 위치를 점유
하는 광고 영역이면, 필연적으로 ‘부가 광고 콘텐츠’는 ‘기본 광고 콘텐츠’의 광고 영역
에 종속하여 ‘기본 광고 콘텐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본 광고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위에(상에) 팝업 등의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3)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심판청구인 원고가 심판절차 중 2020. 3. 3.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따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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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도 2의 제휴이벤트 탭(215A)은 기본 광고 콘텐츠
(215)에 해당하며, 제휴이벤트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216A)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휴이벤트 탭(215A)을 벗어난 영역을 점유하는 광고
콘텐츠(216A)는 그 실제 의미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부가 광고 콘텐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발명(이하 ‘실시주장발명’이라 한다)은 ‘탭’과
관련된 광고 콘텐츠가 ‘탭’을 벗어난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기본 광고 콘텐츠 영역 위를 점유하는 것으로 특정하였으므
로, 확인대상발명은 결국 피고의 실시주장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것이라고 판단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즉 ①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
텐츠와 부가 광고 콘텐츠의 기술적 의미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따라 해
석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참작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부가 광고 콘텐츠가 기본 광고 콘텐츠의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표시되는 것이라
고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 중 실
시 예 1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실시주장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하면서, 나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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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발명의 실시 예 2, 3, 4 등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명확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같은 조치도 없이 원고의 심판청구
를 각하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가 심판단계의 구술심리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와 부가 광
고 콘텐츠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기초하여, 이 사
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의 부가 광고 콘텐츠가 기본 광고 콘텐츠의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표시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 확인대상발명은 그 기술구성들이 불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하다. 즉 ① 확인대상발명의 도 2, 3의 ‘제휴이벤트 탭(215A)’
등은 그 설명서에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광고주에게
판매되는 ‘광고’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다. ②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팝업(Pop-up)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도 3
의 ’제휴이벤트와 관련된 광고 콘
텐츠(216A)‘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광고 콘
텐츠(216A) 등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③ 더욱이
위 제휴이벤트 탭(215A) 등과 광
고 콘텐츠(216A) 등은 ‘기본’ 및

[확인대상발명의 도 3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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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의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실시
주장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의 ‘탭’은 광고주에게
판매되는 광고 상품이 아니고 노출 횟수(IMP4))도 수집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와 상이하고, ‘사용자가 탭에 마우스 오버 하는 경우 나타나는 탭과
연계된 광고 콘텐츠(이하 ’탭 연계 광고 콘텐츠‘라 한다)’는 처음부터 메인 웹 페이지
상의 위치와 크기가 특정되어 있고, 팝업 형식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며, 마우스가 ‘탭’
영역을 벗어나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부가 광고 콘텐츠‘와도 상이한 것이다. ②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에 노출 횟수 등 과금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구성이 있지만, 최종 광고비
용을 정산하는 기술구성은 없으며, 위 과금 정보 생성은 최종 광고비용 정산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과금을 수행하는 과금부(310)를 포함한 확인대상발명을 피고가 실
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
니라(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
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Impression’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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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등 참조). 확
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
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
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등 참조).
나)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
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
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도면의 구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대한 간
단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의 목적 및 확인대상발명의 효과 등의 기재부분도 있으나, 확
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에 관한 주요 내용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확인대상발명
의 구성’의 항목(별지 2 중 3면 이하)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의 항목은, ① 도 1(확인대상발명인 광고 제공 시
스템의 구성도)을 참조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부분(별지 2 중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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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행, 이하 ‘구성도 기재’라고 한다), ② 확인대상발명을 구성하는 기본 광고 콘텐츠
(215), 마우스 오버, 부가 광고 콘텐츠(216),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 과금부(310)의 과금 수행 등에 대하여 정의 또는 설명하는 부분(별지 2 중
3면 12행 ~ 4면 마지막 행, 이하 ‘정의․설명 기재’라고 한다) 및 ③ 도 2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200)가 PC(100)에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
(210), 기본 광고 콘텐츠(215)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예에 관하여 설명하는 부분
(별지 2 중 5면 1행 ~ 6면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 ‘웹 페이지 기재’라고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구성도 기재의 검토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인

확인대상발명은,
PC(100)로
사용자의

웹
기본

광고

PC(100)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부가 광고 콘텐츠(216)를

메인페이지(210)
광고

제공

및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대한

제공하는

콘텐츠(215)를

마우스

오버에

도

1을

참조하면,

시스템에
제공하며,

반응하여

있어서,
PC(100)

부가

광고

콘텐츠(216)를 PC(100)로 제공하고,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는 기본 광고 콘텐츠(215)의 노출 횟수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노출 횟수를 포함함－를 수집하는 콘텐츠 제공 장치(200); 및 기본 광고
콘텐츠(215)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를 콘텐츠 제공 장치(200)로 제공하며,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를 기초로 기본
광고

콘텐츠(215)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에 대한 각각의
과금을
가지는

수행하는
광고

제공

과금부(310)를
장치(300);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확인대상발명의 도 1

무릇 특허권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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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5)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마치 특
허출원서의 청구범위처럼 그 설명서를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을 두고서 위 판단을 구하
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보는 구성도 기재는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6)의 기재
방식과 기재정도를 좇아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성도 기재에서 사용된 용어들
즉 부가 광고 콘텐츠(216), 기본 광고 콘텐츠(215), 사용자의 행위 정보 및 과금 수행
등의 용어들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로서의 콘텐츠․정보의 형태나 기본․부가의 관계
및 과금 수행의 방식 등을 지칭하는 것들이 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이러한 구성도
기재만으로는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객관적․
일의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 정의․설명 기재 및 웹 페이지 기재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
구성도 기재뿐만 아니라 정의․설명 기재 및 웹 페이지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정의․설명 기재
정의․설명 기재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
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
체적인 발명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6)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사용자 단말기로 광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
로 웹 페이지 및 기본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부가 광고 콘텐츠를 활성
화하기 위한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액션에 반응하여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액션에 대한 액션 정보－상기 액션 정보는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의 노출/클릭 횟수 및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의 노출/클릭 횟수를 포함함－를 수집하는 콘텐츠
제공 장치; 및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와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를 상기 콘텐츠 제공 장치로 제공하
며, 상기 액션 정보를 기초로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 및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의 광고 제공자에 대
한 각각의 과금을 수행하는 광고 제공 장치를 포함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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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광고 콘텐츠(215)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서 "기본"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광고"는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가 광고주에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본 광고 콘텐츠는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된 광고 콘텐츠"로 정의된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따르면, 기본
광고 콘텐츠(215)를 이용하여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PC(100)에 제공되므로 기본
광고 콘텐츠(215)는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된 콘텐츠로서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에 광고 및 판매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2) 마우스 오버
마우스 오버는 PC(100) 사용자가 대상에 대한 클릭 없이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대상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 광고 콘텐츠(216)
부가 광고 콘텐츠(216)는 PC(100)로 제공된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매칭되어
팝업(Pop-up)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를 말한다. 이의 제공은 PC(100) 사용자의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대한 마우스 오버를 전제한다.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
내용이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관련되며, 기본 광고 콘텐츠(215)가 PC(100)에 제공된
후 더 제공되므로 "부가" 광고 콘텐츠(216)라 한다.
4)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
부가 광고 콘텐츠(216)는 PC(100) 사용자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대하여 마우스
오버 함으로써 노출된다. 여기서 "노출"은 PC(100) 사용자에게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보여짐을 의미하며, 이하에서 동일하다. PC(100) 사용자가 마우스 오버하는 기본 광고
콘텐츠(215)는 PC(100) 사용자가 웹 메인페이지(210)에 접속함으로써 노출된다. 따라서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노출은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는 과금부(310)가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광고주에 대하여 과금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되는 정보이므로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노출 횟수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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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금부(310)의 과금 수행
과금부(310)는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을 수행한다. 과금 수행은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광고주에 대한 과금 정보를
생성하고,

최종

광고비용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과금

정보에는

각

광고

콘텐츠(215,216)의 노출 횟수, 노출 횟수 당 광고비용(광고 단가), 광고주 형태(광고주가
웹 메인페이지(210)의 운영자와 동일한지 아닌지 여부)가 포함된다. 최종 광고비용은
광고 콘텐츠(215,216) 제공 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정산될 수 있다.

(2) 웹 페이지 기재
웹 페이지 기재는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
이지의 실시 예들을 실시 예 1(도 2, 3), 실시 예 2(도 4, 5), 실시 예 3(도 6, 7), 실시
예 4(도 8, 9)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실시 예 2(도 4, 5)에 관한 부분은 아
래와 같다.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다른
실시예(실시예 2)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5는 도 4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도 4 및 5를 참조하면, 오늘의 특가 탭(215B)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그 위치는 홈 와이드스크린(212)의 4번째 탭으로 특정된다.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110,

120)하는

경우,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광고

콘텐츠(216B1)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가 표의 형태로서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는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를

확장형

광고로

하는

광고

콘텐츠를 포함한다.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모두 오늘의 특가 탭과 관련된
광고

콘텐츠이다.

콘텐츠(216B1)와
콘텐츠(215)에

광고
구분

콘텐츠(216B2)는
가능하다.

해당하며,

와이드스크린(212)에

팝업

따라서

오늘의

특가

형식으로

표의

형태를

가지기

오늘의

특가

탭(215B)은

탭(215B)에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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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마우스

때문에

광고

기본

광고

오버

시

홈

콘텐츠(216B1)

및

홈

[도 5]
와이드스크린(212)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표의

형태로서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

위 기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7)
㈎ 기본 광고 콘텐츠(215): 오늘의 특가 탭(215B)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
당한다. 오늘의 특가 탭(215B)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그 위치는 홈 와이
드스크린(212)의 4번째 탭으로 특정된다.
㈏ 부가 광고 콘텐츠(216): 광고 콘텐츠(216B1)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
츠(216B2)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 ①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모두 기본 광고 콘텐츠(215)인 오늘의 특가 탭(215B)과 관련된 광고 콘텐츠이다. ② 광

7) 나머지 실시 예 1, 3, 4 등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방식에서 이와 같은 요지의 실시 예 2(도 4,
5)에 관한 부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 중
실시 예 1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실시주장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하면서, 나머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예 2, 3, 4 등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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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콘텐츠(216B1)는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 시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된다. ③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표의 형태로 제공되어 광고 콘텐츠(216B1)와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서, 광고 콘텐츠
(216B1)를 확장형 광고로 하는 광고 콘텐츠를 포함한다.
㈐ 팝업 형식: ① 기본 광고 콘텐츠(215)인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
(110, 120)하는 경우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부가 광고 콘텐츠(216)인 광고 콘텐츠
(216B1)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② 그리고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부가 광고
콘텐츠(216)인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3) 기본 광고 콘텐츠에 관한 검토
정의․설명 기재 및 웹 페이지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구
성 중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관한 기술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
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정의․설명 기재에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
‘광고’는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가 광고주에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한다는 의미라
는 식으로 동어반복에 가깝게 설명되어 있고, 기본 광고 콘텐츠(215)는 ‘웹 메인페이지
(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된 콘텐츠로서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에 광
고 및 판매된 콘텐츠’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이다.
㈏ 웹 페이지 기재는, 도 4 및 도 5 등에 도시된 오늘의 특가 탭(215B)이나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을 기본․부가 ’광고‘ 콘텐츠로 설명하면서, 오늘의 특가 탭
(215B) 등과 ’관련‘이 있는 광고 콘텐츠로서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이 제
공되기에, 오늘의 특가 탭(215B) 등을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두 광고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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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B1 및 216B2) 등을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각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
다. 이를 넘어서 위 ’광고‘나 ’기본․부가‘ 등의 용어가 가리키는 기술적 의미를 구체적
으로 특정할 만한 기재가 웹 페이지 기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 요컨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는 기본 광고 콘텐츠, 부가 광고 콘텐츠라는 등으
로 기술적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탭 연계 광고 콘텐츠
를 ‘탭 브라우징’8) 하는 ‘탭 영역’을 기본 광고 콘텐츠에, 그리고 해당 탭 연계 광고 콘텐
츠를 부가 광고 콘텐츠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탭 영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탭 연계 광고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가 광고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은 ‘탭 영역’이 기본 광고 콘텐츠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에서 ‘탭
영역’이 광고주에게 판매되는 것을 기술적 전제로 하는 것인지, 나아가 ‘탭 영역’의 노출
횟수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탭 영역’과 ‘탭 연계 광고 콘텐츠’의 각 광고주에 대한 과금
수행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전체 기술구성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기본 광고 콘텐츠가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객관적․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4) 부가 광고 콘텐츠에 관한 검토
정의․설명 기재 및 웹 페이지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구
성 중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관한 기술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
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는 그 기술적 의미가 일의적으로 명확하다

8) 하나의 창 안에 여러 탭을 생성해서 각 탭을 통해 브라우징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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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정의․설명 기재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관하여,
‘PC(100)로 제공된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매칭 되어 팝업(Pop-up) 형식으로 제공되
는 광고 콘텐츠’라고 정의하면서도, 여기서 사용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에 관한 별도
의 정의나 설명이 없다. 더욱이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매
칭’이 되어 제공된다거나 그 광고 내용이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관련’된다는 등의
추상적인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다.
㈏ 웹 페이지 기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 4 및 도 5 등에 도시된 오늘의 특
가 탭(215B)이나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을 기본․부가 ’광고‘ 콘텐츠로 설명
하면서, 오늘의 특가 탭(215B) 등과 ’관련‘이 있는 광고 콘텐츠로서 두 광고 콘텐츠
(216B1 및 216B2) 등이 제공되기에, 오늘의 특가 탭(215B) 등을 ’기본‘ 광고 콘텐츠
(215)에,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을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각 해당한
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도 4 및 도 5 등에 도시된 부가 광고 콘텐츠(216)인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이 제공되는 방식, 즉 기본 광고 콘텐츠(215)인 오늘의 특
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를 하는 경우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이 홈 와이
드스크린(212)에 나타나는 방식을 ’팝업 형식‘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이를 넘
어서 위 ’광고‘나 ’기본․부가‘ 및 ’팝업 형식‘ 등의 용어가 가리키는 기술적 의미를 구
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기재가 웹 페이지 기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은 사정은 웹 페이지 기재가 참조하고 있는 나머지 실시 예들, 즉 실
시 예 1(도 2, 3), 실시 예 3(도 6, 7), 실시 예 4(도 8, 9) 등의 기재․도시 내용을 보
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한편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목적과 효
과에 관한 기재로서 ’광고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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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재가 발견되기는 하나, 이를 들어서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와 ’부가
광고 콘텐츠‘ 사이에 기본․부가의 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은, 아래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하는 경우 생
성되는 새 창으로 나타나는 표 형태
의 광고 콘텐츠(216B2)를 두고서 ‘팝
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부가 광고 콘
텐츠라고 설명하면서도, 탭 브라우징
에 의해 표시되는 와이드스크린(212)
에 나타나는 광고 콘텐츠(216B1)까지

[확인대상발명의 도 5 중 발췌]

도 마찬가지로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부가 광고 콘텐츠라고 설명하고 있다.9)
앞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의 기술적 의미가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팝업 형식’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확
인대상발명에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것
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그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에서 부가 광고
콘텐츠가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 광고 콘텐
츠와 부가 광고 콘텐츠 간의 기본․부가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
는지도 객관적․일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가 ‘시각적 인터페이스 맨 앞으로
9)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웹 페이지 기재) 중 해당 기재: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110,
120)하는 경우,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광고 콘텐츠(216B1)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
가 표의 형태로서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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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표시 영역(일반적으로 작은 창)’을 의미하
고, 풀다운 형식의 메뉴나 작업표시줄도 팝업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새 창으로
만 구현되는지 또는 구현되는 위치․크기․시간이 한정적인지 등은 위 용어와 무관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내용은 탭 브라우징에 의한 화면 변경까지 위 용어의 기술
적 의미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것인데, 갑 제17호증(IT 용어 사이트 검색결과 출력물)의
기재만으로는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가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기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
은 기술적 의미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의 기술적 의미가 객관
적․일의적으로 파악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과금부에 관한 검토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과금부(310)”에 관한 기술구성도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정의․설명 기재는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에 관하
여 ‘과금부(310)가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광고주에 대하여 과금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되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과금부(310)에 관하여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을 수행‘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위 행위 정보 및 과
금 수행의 기술적 의미와 그 유기적 관계에 관하여 동어반복에 가까운 표현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 정의․설명 기재 중 과금부(310)에 관한 기재로서 ‘과금을 수행’한다거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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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용을 정산’한다거나 ‘최종 광고비용은 광고 콘텐츠(215,216) 제공 기간, 예를 들
어 일주일 단위로 정산될 수 있다.’는 등의 기재만으로, 그러한 과금 수행이나 최종 광
고비용 정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광고 제공 장치(300)가 구체적
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자 행위 정보에 기초한 정산을 수행하여 의미 있는 과금 정
보를 산출해 내거나 최종 광고비용을 정산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알기도 어
렵다.
㈐ 더욱이 과금 수행의 기초가 되는 행위 정보에는 ’각 광고 콘텐츠의 노출 횟수
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거나, 과금 수행에서 생성되는 과금 정보에 ‘각 광고 콘텐츠의
노출 횟수, 노출 횟수 당 광고비용(광고 단가), 광고주 형태가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
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위 노출 횟수 등을 이외의 다
른 것이 포함된 행위 정보 내지 과금 정보까지도 그 기술구성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행위 정보 내지 과금 정보에 관한 기술구성을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가 없다.
3)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
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참작함으로
써 확인대상발명의 부가 광고 콘텐츠가 기본 광고 콘텐츠의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위
에 표시되는 것이라고 부당하게 제한해석을 하였다거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
중 실시 예 1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실시주장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하면서 나머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예 2, 3, 4 등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사유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위의 판단에 장애가 되
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심결 중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도 2의 제휴이벤트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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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A)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하며, 제휴이벤트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216A)
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휴이벤트 탭(215A)을 벗어
난 영역을 점유하는 광고 콘텐츠(216A)는 그 실제 의미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
재된 부가 광고 콘텐츠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판단부분도,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부
가 광고 콘텐츠(216)에 관한 기술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
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
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 14, 15호증, 을 제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0. 3. 3. 특허심판원에 의견서(을 제4호증)와 함께 심판청구서등 보
정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5. 18.
원고와 피고에게 ’구술심리 쟁점심문서‘(갑 제9호증)를 통하여 ’2020. 5. 25. 개최될 구
술심리에서는 옥션 및 G마켓의 홈페이지에서 나타난 각종 탭이 기본 광고 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심리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2020. 5. 25.자 위 구술심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원․피고의 진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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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는 그에 대한 노출 횟수를 수집하
고 그 노출 횟수를 기초로 과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시주장발명의 탭 중에는 그러
한 요건을 만족하는 요소가 없고, 실시주장발명의 메인와이드 광고는 기간에 비례하여
광고료가 산정되는 방식의 광고로 노출횟수에 비례하여 광고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
어서 사용자 액션에 의해서 과금을 수행하는 과금부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2020. 3. 3.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진술을 하였다(을 제3호증 9~16면, 갑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 ②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본 광고 콘텐츠의 특정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을 제3호증 8면), 확인대상발명에서 사
용된 ’기본 광고 콘텐츠‘ 및 ‘부가 광고 콘텐츠‘ 등의 표현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제1
항 발명의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동일하게 표현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진술하였
다.
(3) 이에 주심심판관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서 사용된 기본 광고 콘텐츠 및 부
가 광고 콘텐츠가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어
서 이와 대비하여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을 제3호
증 19면). 한편 주심심판관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있는 ’기본 광고 콘
텐츠 위에 부가 광고 콘텐츠가 놓인다.‘라는 기재의 의미 등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
고 있는지를 원고에게 재확인하였는데, 원고는 ’광고‘, ‘판매‘ 등 추상적인 단어의 의미
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을 뿐이고 주심심판관이 지적한 위의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20. 5. 25.자 위 구술심리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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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결에 앞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서에 기재된 기본 광고 콘텐츠 및 부가 광고 콘텐츠 등의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석명함으로써, 원고에게 확인대
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
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
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결국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
은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으로서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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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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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웹 페이지 상
의 기본 광고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세컨드(Second)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 방법은 광고를 게재할 웹 페이지 (이하 "웹
사이트"라고도 함.)의 일정한 위치를 광고주(이하, "광고 제공자"라고도 함)에게 판매함으로
써, 광고주의 광고를 일정 위치에 개시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발명의 내용 - 해결하고자하는 과제 및 효과
<9> 이러한, 종래의 온라인 광고 방법들은 위치 기반의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게 광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웹 페이지 내의 자원(예를 들어, 웹 페이지 내의 좌우 사이
드(Side) 위치 등)이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광고를 효
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다. 또한, 한정된 자원에 광고를 싣기 위한 광고주들 간의 경쟁으
로 인해, 광고를 싣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10>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웹 페이지 상의 기본 광고 콘텐츠
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세컨드(Second)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11> 또한, 또 다른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웹 페이지 상의 기본 광고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연속적인 동일 세컨드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27> 본 발명에 따르면,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게재할 위치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보유한
기본 광고 콘텐츠의 재판매를 통해 광고주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광고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8>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획득에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광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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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또한, 사용자가 웹 페이지 이동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많은 광고 콘텐츠를 사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33> 기본 광고 콘텐츠는 웹 페이지 내에 존재하는 위치 기반의 광고 콘텐츠를 의미하며,
광고주(이하, "광고 제공자"라고도 함)에 의해 저장된 기본 광고 콘텐츠 등록 정보를 기초로
콘텐츠 제공 장치의 웹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여기서, 기본 광고 콘텐츠는
이미지(Image), 링크 문자(Linked Word), 영상 정보(Media) 등의 광고 콘텐츠를 포함한다.
<34> 기본 광고 콘텐츠 등록 정보는 웹 페이지 내의 기본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광
고주로부터 수신하여 저장되는 정보로, 기본 광고 콘텐츠, 광고 제품 종류, 광고 유형, 광고
제공 위치 정보, 광고 제공 사이트 이름, 게재 기간, 광고주 정보를 포함한다.
<35> AOD(Advertisement On Digital contents; 이하, "AOD"라 함) 콘텐츠(이하, "부가 광
고 콘텐츠"라고도 함.)는 웹 페이지 내의 기본 광고 콘텐츠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매칭 되
어 팝업(Pop-up) 형식으로 제공되는 세컨드(Second) 광고 콘텐츠로, 이미지(Image), 문자
또는 영상(Media)을 포함한다.
<36> AOD 콘텐츠 등록 정보는 AOD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주로부터 수신하여 저
장되는 정보로, AOD 콘텐츠, 광고 유형, AOD 콘텐츠가 제공될 기본 광고 콘텐츠 또는 디
지털 콘텐츠 정보(광고 적용 정보), AOD 콘텐츠 게재 기간 정보, 광고주 정보, 제품 카테고리,
제품명을 포함한다. 이때, AOD 콘텐츠 등록 정보는 동일한 AOD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제
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터널(Eternal) 여부 정보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37> 액션 정보(이하, "사용자 액션 정보"라고도 함)는 접속한 웹 페이지 이름, 광고 번
호, 기본 광고 콘텐츠 노출/클릭 정보, AOD 콘텐츠 노출/클릭 정보, 접속 URL(Uniform Re
source Locator; 이하, "URL"이라 함.) 주소, 접속 시간, 이동 URL 주소, 액션 발생 시간,
및 종료 시간을 포함한다.
<39>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광고 제공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40>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광고 제공 시스템은 콘텐츠 제
공 장치(200) 및 AOD 장치(이하, "광고 제공 장치"라고도 함)(300)를 포함하며, 네트워크
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100)와 무/유선으로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한다.
<41> 콘텐츠 제공 장치(200)는 제1 콘텐츠 제공 장치(210) 및 제2 콘텐츠 제공 장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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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를 포함하며, 각각의 콘텐츠 제공 장치(210, 220)는 네트워크를 통해 AOD 장치(300) 및
사용자 단말기(100)와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을 한다.
<42> 콘텐츠 제공 장치(200)는 AOD

도면 1. 실시 예에 따른 광고 제공 시스템

장치(300)로부터 서로 다른 광고주들에
의해 수신된 기본 광고 콘텐츠 등록 정
보 및 AOD 콘텐츠 등록 정보를 수신하
여 저장하고, 사용자 단말기(100)가 접속
하면, 기 저장된 등록 정보(기본 광고 콘
텐츠 등록 정보 및 AOD 콘텐츠 등록 정
보)를 기초로 광고를 제공한다.
<43> 또한, 콘텐츠 제공 장치(200)는
사용자 단말기(100)를 통해 수신되는 사
용자의 액션에 대한 사용자 액션 정보를
수집하여 AOD 장치(300)로 제공한다.
<44> AOD 장치(300)는 콘텐츠 제공 장치(200)의 웹 페이지 상에 제공할 기본 광고 콘텐
츠에 대한 기본 광고 콘텐츠 등록 정보를 광고주로부터 수신하여 저장하고, 기본 광고 콘텐
츠에 매칭되어 사용자 단말기(100)로 제공하기 위한 AOD 콘텐츠에 대한 AOD 콘텐츠 등록
정보를 광고주로부터 수신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AOD 장치(300)는 저장된 기본 광고 콘텐
츠 등록 정보 및 AOD 콘텐츠 등록 정보를 콘텐츠 제공 장치(200)로 제공한다.
<45> 또한, AOD 장치(300)는 콘텐츠 제공 장치(200)로부터 사용자 액션에 대한 사용자
액션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사용자 액션 정보를 기초로 통계 정보 및 과금 정보를 생성
한다. 그리고 생성된 과금 정보를 기초로 광고주별 과금을 수행한다.
<46> 사용자 단말기(100)는 PC(Personal Computer), 무선 접속 단말기 등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단말기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장치(200)로의 접속을 통해
웹 페이지, 기본 광고 콘텐츠 및 AOD 콘텐츠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액션을 콘텐츠 제공 장치(200)로 전송한다.
<47> 한편,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콘텐츠 제공 장치와 AOD 장치를 별도 네트워크 연
결을 통해 구성하였지만, 통합된 하나의 장치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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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러한, 광고 제공 시스템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미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본
광고 콘텐츠 위에(기본 광고 콘텐츠 상에 팝업 형식으로)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웹 페이지의 이동 없이 다양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세컨
드 광고인 AOD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본 광고 콘텐츠의 재판매를 통해 광고주에게 최
소의 비용으로 광고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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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광고 제공 시스템

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인 광고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일 실시
예(실시 예 1)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3은 도 2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다른 실시
예(실시 예 2)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5는 도 4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도 6은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또 다른
실시 예(실시 예 3)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7은 도 6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도 8은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또 다른
실시 예(실시 예 4)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9는 도 8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PC(Personal Computer)
110: 마우스 오버 전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120: 마우스 오버 후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 1 -

200: 콘텐츠 제공 장치

210: 웹 메인페이지

211: 스크롤

212: 홈 와이드스크린

213: 홈 좌측 카테고리

214: 주요 서비스 와이드스크린

215: 기본 광고 콘텐츠

215A: 제휴이벤트 탭

215B: 오늘의 특가 탭

215C: 식품 마트 유아 탭

215D: 롯데백화점 탭

216: 부가 광고 콘텐츠

216A: "제휴이벤트"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
216B: "오늘의 특가"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
216B1: 오늘의 특가 탭에 마우스 오버 시 홈 와이드스크린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
216B2: 오늘의 특가 탭에 마우스 오버 시 홈 와이드스크린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 상에 표의 형태로서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
216C: "식품 마트 유아"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
216D: "롯데백화점"과 관련된 광고 콘텐츠
300: 광고 제공 장치
310: 과금부

3.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1) 확인대상발명의 목적
확인대상발명은, 웹 메인페이지 운영자가 웹 메인페이지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된
콘텐츠를 이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주에 광고 및 판매하여,
PC 사용자가 상기 콘텐츠에 마우스 오버하는 경우 광고주 자사(自社)의 광고 콘텐츠가 PC
화면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광고비용은 최소로 줄이면서 광고 수익 및 광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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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인

확인대상발명은,

PC(100)로

광고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부가

광고

콘텐츠(216)를

제공하는

도

1을

참조하면,

시스템에

있어서,

PC(100)로 웹 메인페이지(210) 및 기본 광고 콘텐츠(215)를 제공하며, PC(100) 사용자의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대한

마우스

오버에

반응하여

부가

광고

콘텐츠(216)를

PC(100)로 제공하고,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는 기본 광고 콘텐츠(215)의 노출 횟수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노출 횟수를 포함함－를 수집하는 콘텐츠 제공 장치(200); 및 기본 광고 콘텐츠(215)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를 콘텐츠 제공 장치(200)로 제공하며,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를 기초로 기본 광고 콘텐츠(215)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에 대한 각각의
과금을 수행하는 과금부(310)를 가지는 광고 제공 장치(300);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확인대상발명을 구성하는 1) 기본 광고 콘텐츠(215) 2) 마우스 오버 3) 부가 광고
콘텐츠(216) 4)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 5) 과금부(310)의 과금
수행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광고 콘텐츠(215)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서 "기본"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광고"는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가 광고주에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본 광고 콘텐츠는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된 광고 콘텐츠"로 정의된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따르면, 기본 광고
콘텐츠(215)를 이용하여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PC(100)에 제공되므로 기본 광고
콘텐츠(215)는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된 콘텐츠로서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에 광고 및 판매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2) 마우스 오버
마우스 오버는 PC(100) 사용자가 대상에 대한 클릭 없이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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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 광고 콘텐츠(216)
부가

광고

콘텐츠(216)는

PC(100)로

제공된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매칭되어

팝업(Pop-up)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를 말한다. 이의 제공은 PC(100) 사용자의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대한 마우스 오버를 전제한다.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
내용이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관련되며, 기본 광고 콘텐츠(215)가 PC(100)에 제공된 후
더 제공되므로 "부가" 광고 콘텐츠(216)라 한다.

4)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
부가 광고 콘텐츠(216)는 PC(100) 사용자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대하여 마우스
오버 함으로써 노출된다. 여기서 "노출"은 PC(100) 사용자에게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보여짐을 의미하며, 이하에서 동일하다. PC(100) 사용자가 마우스 오버하는 기본 광고
콘텐츠(215)는 PC(100) 사용자가 웹 메인페이지(210)에 접속함으로써 노출된다. 따라서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노출은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는 과금부(310)가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광고주에 대하여 과금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되는 정보이므로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노출 횟수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5) 과금부(310)의 과금 수행
과금부(310)는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을
수행한다. 과금 수행은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광고주에 대한 과금 정보를 생성하고,
최종 광고비용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과금 정보에는 각 광고 콘텐츠(215,216)의 노출
횟수, 노출 횟수 당 광고비용(광고 단가), 광고주 형태(광고주가 웹 메인페이지(210)의
운영자와 동일한지 아닌지 여부)가 포함된다. 최종 광고비용은 광고 콘텐츠(215,216) 제공
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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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 2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200)가 PC(100)에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210), 기본 광고 콘텐츠(215)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일 실시
예(실시 예 1)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3은 도 2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도 2 및 3을 참조하면, 제휴이벤트 탭(215A)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는 스크롤(211)의 위치에 의해 웹 메인페이지(210) 상단에 존재하는 홈
와이드스크린(212)의 6번째 탭으로 특정된다. 제휴이벤트 탭(215A)에 마우스 오버(110,
120)하는 경우, 제휴이벤트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216A)가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제휴이벤트

탭(215A)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하며,

제휴이벤트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216A)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다른 실시
예(실시 예 2)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5는 도 4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도 4 및 5를 참조하면, 오늘의 특가 탭(215B)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그

위치는 홈

탭(215B)에

마우스

와이드스크린(212)의

오버(110,

120)하는

4번째
경우,

탭으로
홈

특정된다.

오늘의

와이드스크린(212)에

특가
광고

콘텐츠(216B1)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가 표의 형태로서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는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를 확장형 광고로 하는 광고 콘텐츠를
포함한다.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모두 오늘의 특가 탭과 관련된 광고
콘텐츠이다. 광고 콘텐츠(216B2)는 표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광고 콘텐츠(216B1)와
구분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의 특가 탭(215B)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하며,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 시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및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표의 형태로서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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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콘텐츠(216B2)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

도 6은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또 다른
실시 예(실시 예 3)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7은 도 6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도 6 및 7을 참조하면, 식품 마트 유아 탭(215C)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그 위치는 우측의 스크롤(211)의 위치에 의해 웹 메인페이지(210) 상단에
존재하는 홈 좌측 카테고리(213)의 4번째 탭으로 특정된다. 식품 마트 유아 탭(215C)에
마우스 오버(110, 120)하는 경우, 홈 와이드스크린에 제공되어 있는 광고 콘텐츠 상에
팝업 형식으로 영역이 제공되며, 제공된 영역 중 세부 카테고리 메뉴를 제외한 영역에 식품
마트 유아 탭(215C)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C)가 포함된다. 따라서,
식품

마트

유아

탭(215C)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하며,

식품

마트

유아

탭(215C)에 마우스 오버 시 홈 와이드스크린에 제공되어 있는 광고 콘텐츠 상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영역 중 세부 카테고리 메뉴를 제외한 영역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C)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

도 8은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또 다른
실시 예(실시 예 4)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9는 도 8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도 8 및 9를 참조하면, 롯데백화점 탭(215D)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그 위치는 스크롤(211)의 위치에 의해 웹 메인페이지(210) 중단에 존재하는 주요
서비스 와이드스크린(214)의 2번째 탭으로 특정된다. 롯데백화점 탭(215D)에 마우스
오버(110, 120)하는 경우, 롯데백화점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D)가
주요 서비스 와이드스크린(214)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롯데백화점 탭(215D)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하며, 롯데백화점 탭(215D)에 마우스 오버 시 주요 서비스
와이드스크린(214)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D)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

(3) 확인대상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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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가

기본 광고

콘텐츠(215)의

광고주인

경우,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는 광고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 또한 광고비용을 최소로 줄일 수 있으며, 부가 광고
콘텐츠에 대한 광고 효과 및 이에 따른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가 기본 광고 콘텐츠(215)의 광고주가 아닌 경우, 기본
광고 콘텐츠(215)의 광고주는 상품 등의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여 광고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광고 효과 및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에 대한 효과는 전술한 바와 같다.
3)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가 기본 광고 콘텐츠(215)의 광고주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인 경우,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는 광고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4. 도면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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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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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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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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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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