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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2  

이 가이드는 Android Application 에 모바일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광고 데이터요청과 처리 

방법을 설명한다.  

문의 고객센터  http://cs.daum.net/mail/form/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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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력  

 ver1.2 

Ad@m 클릭스 광고 지원 

광고 없을 시 결과메시지 변경 



 

LIBRARY 사용  방법  

 Ad@m SDK 구성 

MobileAdSDK.jar : 기능 구현된 라이브러리 

AdConfig.java : application 과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설정하는 클래스 

AdHttpListener.java : 광고 요청과 관련된 이벤트 핸들러 인터페이스 

MobileAdView.java : application 에서 광고영역에 해당하는 view 로써 광고를 출력하는 

view 클래스 

MobileAdSDKSample : SDK 예시를 보여주는 샘플 프로젝트 

 

 Ad@m SDK 사용법 

1 단계 : client ID 발급받기 

실제 광고를 다운로드 받고, 수익창출을 위해서 mobile.biz.daum.net 에서 사이트/앱 

등록 후 client ID 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래 URL 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다. 

http://mobile.biz.daum.net/guide/guide_siteapp1.jsp 

 

만약, 발급받기 전 개발테스트용으로 "TestClientId" 를 사용하는 경우 개발단계에서 

실 ID 로 교체하여 실수로 마켓에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2 단계 : 라이브러리 import 

배포된 MobileAdSDK.jar 를 프로젝트내에 library 로 import 한다. 

 
 

http://mobile.biz.daum.net/guide/guide_siteapp1.jsp


3 단계 : UI 구성 

UI xml 에서 광고가 노출되고자 하는 view 에 하위 layout 에 MobileAdView 객체를 

추가한다. 물론 다른 원하는 layout 에 배치해도 되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위의 예제에서처럼 application 이 정의한 attribute 에 의해 몇가지 속성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코드와 같은 내용으로 attrs.xml 파일을 생성하면 된다. 이미 

attrs.xml 파일이 있다면 내용만 추가하면 된다. 

 

위 표에 상단에 나와있는 것처럼 Layout xml 파일에서는 attrs.xml 에 접근하기 위해 

namespace 를 정의한다. 

위 예에서는 adbgcolor 속성으로 배경 색상값을 주고 있다. 

이것으로 광고를 보여줄 view 준비는 모두 마쳤다. 

 

 

…… 

xmlns:app="http://schemas.android.com/apk/res/[APPLICATION 

PACKAGENAME]" 

<RelativeLayout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fill_parent" > 

  <net.daum.mobilead.MobileAdView 

   android:id="@+id/adview" 

   android:visibility="invisible"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48dp" 

   android:layout_alignParentBottom="true" 

   app:adbgcolor="#808080" 

   android:gravity="bottom|center"/> 

</RelativeLayout>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sources> 

 <declare-styleable name="net.daum.mobilead.MobileAdView"> 

  <attr name="adbgcolor" format="color" /> 

  <attr name="adTextColor" format="color" /> 

  <attr name="subTextColor" format="color" /> 

  <attr name="keywords" format="string" /> 

  <attr name="refreshInterval" format="integer" /> 

 </declare-styleable> 

</resources> 



4 단계: 광고요청에 필요한 정보 설정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노출이 필요한 곳에서 광고 view 즉, MobileAdView instance 를 

생성했다면 광고 요청에 필요한 정보 설정을 해야한다. 

정보 설정은 AdConfig 클래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뒤에서 설명되는 AdConfig 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자로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도 있고, AndroidManifest.xml 파일을 

통해서도 설정할 수가 있다. 

 

광고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설정은 INTERNET_PERMISSION 정보와 

Daum 으로부터 받은 ClientId 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두가지 경우로 설정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방법 1 : AndroidManifest.xml 에 기본정보를 설정하는 경우> 

  <방법 2: 소스코드에 프로그램으로 기본정보 설정을 구현하는 경우> 

또한, 이 경우도 uses-permission 은 manifest 파일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 나머지 설정 값들은 모두 AdConfig 클래스를 통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자세한 함수 설명은 AdConfig 클래스의 해당 함수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현재 지원되는 광고는 320 x 48 크기의 광고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가로모드일 

경우에도 효과적인 광고 노출을 위해 이 크기에 맞는 광고 view 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서는 가로모드에서 광고가 보여지는 것이 

협소한 화면으로 인한 UX 불편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광고 view 를 숨기는 것을 

고려할만 한다. 

<meta-data android:value="TestClientId" android:name="DAUMAD_CLIENT_ID" /> 

<meta-data android:value="true" android:name="MOBILEAD_ALLOW_LOCATION" />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INTERNET"/>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ACCESS_FINE_LOCATION"/>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ACCESS_COARSE_LOCATION"/> 

adView.setClientId("TestClientId"); 

adView.setAllowUseOfLocation(true); 

String []dev = {AdConfig.TEST_EMULATOR}; 

adView.setTestDevice(dev); 



5 단계: 광고요청 

위 단계가 끝나면 광고요청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광고요청을 위해서는 아래 두개의 

함수를 부르면 된다. 순서는 상관없다. setAdListener([instance))함수를 호출하여 

SDK 로부터 이벤트를 받을 준비를 하면 MobileAdView 에서 광고요청에 따른 결과에 

따라 Listener 에 정의된 메소드로 호출을 보낸다. 그리고, 이 때 서버에게 광고요청이 

이루어진다. 

 

setEnabled(true) 메소드는 광고 view 를 화면에 보여주기도 하고 동작하도록 

명명하기도 한다. 즉, false 를 설정하면 suspend 기능으로 일시중단이 된다. 다시 

true 를 보내면 화면에 나타나면서 resume 이 된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한다. 

첫째, MobileAdView 의 visibility 값을 visible 또는 invisible 로 설정하면 일시중지는 

아니므로 만약 자동 광고요청 (뒤에 나올 AdConfig 참조)이라면 계속 요청을 하게 된다. 

리소스 절약차원에서도 setEnabled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task 가 일시중단될 경우에도 false 를 전달하여 리소스 사용을 막는 것을 권한다. 

둘째, setAdListener 메소드에 null 을 전달하면, 광고요청과 관련된 이벤트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와 동시에 Library 동작 해제가 된다.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 또는 

task 가 다른 task 에 의해 가려질 때 null 을 전달해서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제 광고를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하, 요청과 관련된 상세한 부분은 각 

클래스에서 설명한다. 

 

아래 클래스들을 이용하여 광고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배포전, client 

id 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test device 로 등록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모두 

제거해서 실 광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확인한다. 만약 이 둘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마켓에 배포된다면 광고수익이 발생하지 않게된다. 

 

 



 

ADCONFIG 클래스  

광고요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설정에 관여하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해 

설명한다. 반드시 구현해야하는 함수들은 함수명 옆에 MUST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특정 타입의 광고요청 

이 메소드와 상수들은 TestDevice 로 등록된 기기에서만 효과가 있다. 그외에는 

무시된다. 

 

 

 

 

 

 

void setTestAction(String in_testAction) 

Parameter 

 in_testAction 

수신하고자 하는 광고의 타입을 설정한다. 설정하지 않으면 SDK 는 서버로부터 

모든 타입의 광고를 수신한다. 

String getTestAction() 

Return 

위 함수를 통해 정의했던 광고 타입을 반환한다. 설정된 타입이 없다면 null 을 

반환한다. 

 

 

String ACTION_MARKET 

String ACTION_URL 

String ACTION_CALL 

String ACTION_BANNER 

안드로이드 마켓으로 이동하는 광고 

웹으로 이동하는 광고 

전화걸기로 이동하는 광고 

배너형태 광고 



 

 특정 User 층을 고려한 광고요청 

사용자에 대해 성별을 알 수 있다면 성별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어 관련 광고만을 받을 

수 있다. 

 

 

 

void setGender(String in_gender) 

Parameter 

 in_gender 

애플리케이션 주 고객 대상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위 표에 있는 타입으로 넘겨준다. 

설정하지 않으면 성별무관한 광고를 수신한다. 

String getGender() 

Return 

위 함수를 통해 정의했던 성별값을 반환한다. 설정된 타입이 없다면 null 을 

반환한다. 

 

사용자에 대해 생년월일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한 정보를 넘겨주어 관련 

광고만을 받을 수 있다. 

void setBirthday(int year, int month, int day) 

Parameter 

 생년,월,일을 각각 넘겨준다. 

void setBirthday(GregorianCalendar in_calendar) 

Parameter 

 생년,월,일 정보를 담고있는 GregorianCaledar object 를 넘겨준다. 

GregorianCalendar getBirthday() 

Return 

 생년,월,일 정보를 담고있는 GregorianCaledar object 를 반환한다. 

TargetGenderIsFemale 

TargetGenderIsMale 

여성고객 위주 광고 

남성고객 위주 광고 



 

 테스트용 광고요청을 위한 테스트 Device 등록 

테스트용 광고를 받기 위해 데스트 Device 를 설정해야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 

시뮬레이터에서 애플리케이션 구동하고 테스트 하기 위해 아래 값은 기본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void setTestDevice(String[] devList) 

Parameter 

 devList 

String 배열 형태로 된 테스트 디바이스 목록을 넘긴다. 설정되지 않으면 실제 

서비스되는 광고를 수신받게 된다. 

 

 위치기반 광고요청 

현재위치정보에 기반한 광고를 수신하고 싶다면 아래 함수를 설정해야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반드시 현재위치정보를 사용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어야한다. 

void setAllowUseOfLocation(Boolean in_userLocation) 

Parameter 

 True 는 현재위치정보를 기반한 광고를 수신하게 한다. 

 

 Client ID 설정 

광고를 수신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중 하나인 CliendID 를 설정하는 함수이다. 

void setClientId(String in_id)  [MUST] 

Parameter 

 Daum 으로부터 발급받은 cliend id 를 반드시 입력해야한다. 

String getClientId() 

Parameter 

 위 함수에서 설정한 client id 를 반환한다. 

 

 

TEST_EMULATOR 시뮬레이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경우 



 

ADHTTPLISTENER 인터페이스  

SDK 는 광고요청에 대한 결과를 호출자에게 전달해준다. 이 전달에 응답하기 위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 광고요청시 반드시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를 전달해야만 한다. 

 

 광고 요청 성공시 

광고요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광고 수신이 완료되어 새로운 광고형태가 생성된 

후에 불리운다. 수동으로 광고를 수신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이 함수로 전달을 받은 

후 다시 새로운 광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의 효과를 위해 곧바로 새로운 

광고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광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void didDownloadAd_AdListener() 



 광고 요청 실패시 

광고요청이 실패한 경우 호출되는 함수이다.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기존 광고 view 가 

광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면에 노출하던지 안하던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광고는 기본 애플리케이션 동작에 지장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에러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 광고 view 에 속성을 주기 위한 함수들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xml 로도 

제공할 수 있다. 

void failedDownloadAd_AdListener(int in_err, String in_errMsg) 

Parameter 

 In_errMsg 

 위에 정의된 에러코드와 함께 상세한 정보를 전달한다. 

 In_err 

AdConfig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AD_DOWNLOAD_ERROR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값이 전달된다. 

AD_DOWNLOAD_ERROR_NONE 

 

에러가 없는 경우로 사실 이 함수에는 이 

값은 전달되지 않는다. 

AD_DOWNLOAD_ERROR_INTERNET_PERMISSION_DENIED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전달되는 

에러이다. 이 경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AndroidManifest.xml에 설정해주면 

된다. 

AD_DOWNLOAD_ERROR_HTTPFAILED 광고요청도중 전달되는 에러이다. 

AD_DOWNLOAD_ERROR_UNKNOWN_CLIENTID Daum으로부터 발급받은 유효한 client id가 

없거나 틀린경우 전달되는 에러이다. 

발급된 ID가 없다면 발급을 받아야 하고 

있다면, 해당 client ID를 입력해야한다. 

AD_DOWNLOAD_ERROR_INVALID_DEVICE 유효하지 않은 단말일 경우 전달되는 

에러이다.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유효한 

단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AD_DOWNLOAD_ERROR_INVALIDAD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유효하지 않은 광고가 

수신된 경우 전달되는 에러이다. 서버측 

컨텐츠 오류에 해당한다. 

AD_DOWNLOAD_ERROR_WRONGPARAMETER AdConfig를 통해 전달한 파라미터가 정의된 

상수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전달되는 에러이다. 전달한 

파라미터들과 기본 설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AD_DOWNLOAD_ERROR_SDKEXCEPTION SDK 내부에서 발생된 에러이다. 

SDK배포자에게 알려주어 처리되도록 

해야한다. 

 



 

MOBILEADVIEW 클래스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광고 view 의 object 에 해당하는 클래스이다. 또한 광고요청을 

직접적으로 받는 클래스이다. 

 

 광고 view (MobileAdView)에 광고가 있는지 확인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 view 가 노출할 광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광고수신이 실패했어도 광고 view 는 기존에 수신한 광고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류가 난 경우에도 광고가 있다면, 보여주는게 좋다. 그러나 광고가 없는 상태에서 

오류가 났다면 빈화면이 보여지게 되므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확인후, 가려주는것이 

좋다. 

boolean hasAd() 

Return 

기 수신된 광고를 가지고 있다면 true 를 가지고 있는 광고가 없다면 false 를 

반환한다. 

 

 광고갱신의 자동설정 또는 수동설정 

자동 광고요청을 지정하고 싶다면 시간간격을 지정할 수 있다. min12sec ~ max120sec 

범위에 속하는 값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값을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값으로 자동 설정된다. 자동 광고요청을 해제하고 싶다면 0 을 설정하면 된다. 

SDK 기본값은 광고노출 효과를 고려하여 60sec 로 지정되어 있다. 

void setRequestInterval(int in_interval) 

Parameter 

 In_interval 

 초단위의 정수값을 전달한다. 시간 설정은 xml 파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int getRequestInterval() 

Return 

 위 함수에서 설정한 값을 반환한다. 



 광고 SDK 기능 시작 / 중지  

광고요청이 가능하기 위해서 광고요청을 하는 호출자를 지정해야만 한다. 위에서 설명한 

Listener 를 설정하는 메소드이다. 또한 이 메소드는 호출함과 동시에 광고요청이 

시작된다. 

void setAdListener(AdHttpListener in_listener)  [MUST] 

Parameter 

 In_listener 

 AdHttpListener 인터페이스 인스턴스를 전달한다. 

AdHttpListener getAdListener() 

Return 

 위 함수에서 설정했던 AdHttpListener 를 반환한다. 

 

 광고 SDK 기능 일시정지 / 재시작  

광고 view 에 대해 visible, invisible 을 주고 싶다면 아래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리소스도 절약하고 좋다. 기본적인 visibility 기능외에도 광고요청의 suspend 또는 

resume 기능도 제공한다. 

void setEnabled(Boolean enabled) 

Parameter 

 In_listener 

 AdHttpListener 인터페이스 인스턴스를 전달한다. 

 

 광고 수동 갱신(요청) 

수동 광고요청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광고 refresh 함수를 호출해야 한다. 

void refreshFreshAd() 



 광고 view (MobileAdView)에 속성 지정 

광고 view 에 속성을 주기 위한 함수들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xml 로도 제공할 수 있다. 

void setAdTextColor(String textcolor) 

Parameter 

 textcolor 

 배너광고가 아닌 경우, 광고문구 색상을 지정한다. 16 진수 color 값을 전달한다. 

String getAdTextColor() 

Return 

 위 함수에서 설정했던 광고문구 색상을 반환한다. 

void setBackgroundColor(String in_backcolor) 

Parameter 

 In_backcolor 

 배너광고가 아닌 경우, 광고배경 색상을 지정한다. 16 진수 color 값을 전달한다. 

String getBackgroundColor() 

Return 

 위 함수에서 설정했던 광고배경 색상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