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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ly SDK v1.5.0 

1. Release note 

A. 이번 버전에서 향상된 점 

- video AD 추가 

 sample App code : CAULY-VIDEOTEST 

- 3D 전면광고 추가 

- Expandable 효과 지원 

 ‘res’ 폴더 >> ‘anim’ 폴더 추가 >> ‘cauly_slide_up.xml’ 파일 추가 

- adType 확인 할 수 있는 API 추가 

 adview.isInterstitial (); 

- 이전 버전에서 제공한 ‘전면광고 callback 함수’ 변경 

 변경 코드 

onShowScreen(); // 전면 광고, 배너 랜딩화면 등이 화면을 가리는 경우 호출 

onCloseScreen(); // 전면 광고, 배너 랜딩화면 등이 화면을 가리던 모든 창이 닫힐 때 호출 

 제거 코드 

onCloseInterstitialAd() // onCloseInterstitialAd() 대신에 onCloseScreen() 변경 

- 기타 (버그 및 광고 기능 개선) 

 

2. 주의 사항 

A. 3D 엔진모듈 설치 방식 2가지 제공 

- 3D 엔진모듈 동적 다운로드 방식 SDK (적용 버전 : cauly SDK V1.5.0) 

 기본적으로 3D 광고 기능은 비활성화 되어 있고, 추후 3D 광고를 활성화 할 경우에만 

3D 엔진 모듈이 다운로드 됩니다.  

 각 개발사(자) 앱별로 3D광고 활성화 여부를 조절 할 수 있으며 , 3D 광고를 활성화를 

원하는 경우 cauly홈페이지에서 3D 모듈 활성화 버튼을 체크 하시면 됩니다.  

- 3D 엔진모듈 포함 방식 SDK (적용 버전 : cauly SDK V1.5.1)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시 ‘libtridad.so’ 파일도 꼭 변경해 주세요. 

 3D광고를 바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cauly 3D SDK를 이용바랍니다. 

 3D 엔진모듈 크기 : 약 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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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GM이 포함된 광고가 있을 수 있으니, APP에 BGM이 있는 경우 onShowScreen API를 이용하여 

일시 중지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 종료 후 onCloseScreen API를 이용하여 BGM을 재 시작 하시

면 됩니다. 

C. 광고가 없을 때 타사 광고 전환 시 

- ‘no filled ad, Non-chargeable ad is supplied’ 신호를 함께 처리해 주는 것을 권고 합니다. 

D. <supports-screens> 사용 시 

- android:anyDensity=["true” | “false”]  // true를 권장 합니다. 

E. 가로, 세로모드 전환되는 APP 인 경우 (‘AndroidManifest.xml’에 추가) 

- 반드시 android:configChanges="orientation"  이 항목을 Activity에 사용하여야 함 

F. proguard 설정 하는 경우 cauly SDK 포함된 Class 는 난독화 시키시면 안됩니다. 

-keep public class com.cauly.android.ad.** { 

     public protected *; 

} 

-keep public class com.trid.tridad.** { 

     public protected *; 

} 

3. SDK 구성 

A. CaulySDK-V1.5.0.jar 

B. Sample Project 

 

4. 준비 사항 

A. Eclipse  

B. CaulySDK-V1.5.0.jar 

5. SDK 기능 

 
광고 종류 설 명 

 
전면 CPM 

- ‘Adtype : CPM’ 설정 

- appcode “CAULY”, ”CAULY-VIDEOTEST” 삽입 시  

‘전면광고’, ‘video 광고’ 형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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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 CPC 

- 광고 높이는 Device 세로 높이의 1/10 으로 자동 설정. 

- app code “CAULY-3DTEST” 삽입 시 3D 광고 확인 가능 

- app code “CAULY-RICHADTEST” 삽입 시 Rich AD 광고 확인 가능 

- Device 의 가로 해상도가 320 보다 낮으면 광고 노출 안됨. 

- 광고 효과 선택 가능 

※ ‘onCloseScreen()’ 리스너를 이용 하면 하나의 Layout에 ‘전면CPM배너CPC‘호출 설정 가능 

    전면CPM은 1분 이후 재 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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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K 설치 방법 

1. cauly SDK를 설치할 project 에 ‘lib’ 폴더를 생성 한 후, ‘CaulySDK-V1.5.0.jar’파일 복사 

2. Expandable 효과 설정 방법 

: ‘res’ 폴더 >> ‘anim’ 폴더 추가 >> ‘cauly_slide_up.xml’ 파일 추가 

3. ‘CaulySDK-V1.5.0.jar’를 project 와 연결 

: ’Properties’  ’javaBuild Path’  ’Libraries’  ’Add JARs…’‘CaulySDK-V1.5.0.jar ’ 

 

 

 

 

 

 

 

4. ‘AndroidManifest.xml’에 퍼미션 추가 

→ 필수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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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permission // permission  미 추가 시  ‘allowcall : no’ 꼭 설정 해주세요.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CALL_PHON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ACCESS_FINE_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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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ject  res  values ‘에 ‘attrs.xml’ 파일 생성 후 아래 코드 추가 

<declare-styleable name="com.cauly.android.ad.AdView"> 
 <attr name="appcode" format="string" /> 
 <attr name="adtype" format="string" /> 
 <attr name="gender" format="string" /> 
 <attr name="age" format="string" /> 
 <attr name="reloadInterval" format="integer" /> 
 <attr name="dynamicReloadInterval" format="boolean" /> 
 <attr name="gps" format="string" /> 
 <attr name="effect" format="string" /> 
 <attr name="allowcall" format="string" /> 
</declare-styleable> 

 

6. 광고를 삽입하고 싶은 layout에 광고를 소스를 삽입 

(두 가지 방식 제공 : XML 방식, JAVA 방식) 

A. XML 방식 

- app:adtype="cpm"으로 설정하는 경우 전면광고가 노출 됩니다.   

- com.cauly.adtest  ‘개발자 package name’ 으로 변경 

<com.cauly.android.ad.AdView   
 xmlns:app="http://schemas.android.com/apk/res/com.cauly.adtest" 
 android:id="@+id/ad"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alignParentBottom="true" 

      app:appcode="CAULY" //3D 광고 : CAULY-3DTEST,Rich 광고 : CAULY-RICHADTEST 

      app:adtype="cpc" 
      app:gender="all" 
      app:age="all" 
      app:effect="circle" 
      app:gps="off" 
      app:allowcall="yes"  
      app:reloadInterval="30" 
      app:dynamicReloadInterval="true"/> 

[설정방법] 

Attrs 설 명 

Appcode 

APP 등록 후 부여 받은 APP CODE[발급 ID](테스트 시 “CAULY” 사용) 

아래 코드 사용 시 Rich 광고, 3D 광고, video 광고 확인 가능 

‘adtype : cpc’ : CAULY-3DTEST, CAULY-RICHADTEST 

adtype : cpm : CAULY-VIDEOTEST 

Adtype CPC,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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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male(남성) or female(여성) or all(전체) 

Age 10(10 대), 20(20 대), 30(30 대), 40(40 대), 50(50 대), all(전체) 

Gps auto(자동) or off(사용안함) 

Effect 

circle (한 바퀴 롤링)  

half (반 바퀴 롤링)  

bottom_slide (아래서 위로 슬라이드)  

top_slide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left_slide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default (기본) 

allowcall yes, no 

reloadInterval 30, 90, 120 

dynamicReloadInterval 

true(승인) / false(거부) 

true : 광고에 따라 노출 주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 수익 상승 효과 기대 

false : reloadInterval 설정 값으로 Rolling 

[XML 방식 끝] 

B. JAVA 방식 base [sample project : Sample_Java.java 참조] 

- ‘ res  layout  ‘광고 삽입할 부분’.xml  

<Relative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id="@+id/layout" 
    android:orientation="vertical"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fill_parent"> 
 <LinearLayout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TextView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Activity Move!"/> 
       <Button 
    android:id="@+id/btn_next"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Java+Listener View"> 
   </Button> 
 </LinearLayout> 
</RelativeLayout> 

 

android: id=”@+id/’사용자지정ID’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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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 >> ‘사용자package name’ >> ‘사용자 프로젝트 name’.java 

 info.initData("APPcode", "Adtype", "Gender", "Age", "Gps", "Effect", "allowcall", 

reloadInterval, dynamicReloadInterval); 

public class Sample_Java extends Activity{ 
    /** Called when the activity is first created. */ 
    public RelativeLayout test; 
    public RelativeLayout layout; 
    public AdView adView;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sample_java); 
         
        Button btn = (Button)findViewById(R.id.btn_next); 
         
        btn.setOnClickListener(new OnClickListener() { 
    
   @Override 
   public void onClick(View v)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Intent i = new Intent(Sample_Java.this,                        
                                                     Sample_Java_Listener.class); 
       startActivity(i); 
       //finish(); 
   } 
  });         

        //부모 레이아웃. 

        layout = (RelativeLayout)findViewById(R.id.layout); 
         

        //데이터 채우기 

        AdInfo info = new AdInfo(); 
        info.initData("CAULY", "cpc", "all", "all", "off",  

"left_slide", "yes", 30, true);         

        //광고 View 

        adView = new AdView(this); 
         
        RelativeLayout.LayoutParams params = new RelativeLayout.LayoutParams( 
    LayoutParams.FILL_PARENT, 
    LayoutParams.WRAP_CONTENT);  

        //부모 레이어 하단에 위치할때. 

        params.addRule(RelativeLayout.ALIGN_PARENT_BOTTOM); 
        adView.setVisibility(View.VISIBLE); 
  adView.setLayoutParams(params); 

  //레이아웃 적용. 

  layout.addView(ad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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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방법] 

Attrs 설 명 

Appcode 

APP 등록 후 부여 받은 APP CODE[발급 ID](테스트 시 “CAULY” 사용) 

아래 코드 사용 시 Rich 광고, 3D 광고, video 광고 확인 가능 

‘adtype : cpc’ : CAULY-3DTEST, CAULY-RICHADTEST 

‘adtype : cpm’ : CAULY-VIDEOTEST 

Adtype CPC, CPM 

Gender male(남성) or female(여성) or all(전체) 

Age 10(10 대), 20(20 대), 30(30 대), 40(40 대), 50(50 대), all(전체) 

Gps auto(자동) or off(사용안함) 

Effect 

circle (한 바퀴 롤링)  

half (반 바퀴 롤링)  

bottom_slide (아래서 위로 슬라이드)  

top_slide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left_slide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default (기본) 

allowcall yes, no 

reloadInterval 30, 90, 120 

dynamicReloadInterval 

true(승인) / false(거부) 

true : 광고에 따라 노출 주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 수익 상승 효과 기대 

false : reloadInterval 설정 값으로 Rolling 

[JAVA방식 bas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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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AVA 방식 listener 활용 방법[sample project : Sample_Java_listener.java 참조] 

- src >> ‘사용자package name’ >> ‘사용자 프로젝트 name’.java 

public class Sample_Java_Listener extends Activity implements AdListener{ 
    /** Called when the activity is first created. */ 
    public RelativeLayout test; 
    public LinearLayout adlayout; 
    private AdView adView; 
    private AdInfo adinfo; 
    private boolean isInterstitial; 
     
    private ImageView sample; 
    Display display; 
     

    //유료 광고일때 

    final int CAULY_CHARGEABLE_AD = 0; 

    //무료 광고일때 

    final int CAULY_NON_CHARGEABLE_AD = 100; 

    //전면광고 없음 

    final int CAULY_INTERSTITIAL_NO_FILLED_AD = 200; 

    //앱코드 불일치 

    final int CAULY_INVALID_APPCODE = 400; 

    //카울리 서버 에러 

    final int CAULY_SERVER_CONNECTION_ERROR = 500; 

    //전면광고 최소 요청 주기 미만. 

    final int CAULY_INTERSTITIAL_NOT_PERMITED = -200; 

    //SDK 에러. 

    final int CAULY_SDK_ERROR = -100; 

[error 코드 정의] 

Code Message 설명 

0 OK 유료 광고 

100 Non-chargeable ad is supplied 무료 광고(속성 : 공익 광고, Cauly 기본 광고) 

200 No filled AD 전면 CPM 광고 없음 

400 The app code is invalid. Please check your app code! App code 불일치 또는 default app code 

500 Server error cauly 서버 에러 

-100 SDK error SDK 에러 

-200 
Request Failed(You are not allowed to send requests 

under minimum interval) 
3 분이내 ‘전면광고’ 재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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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er 설정 Tip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sample_java_listener); 
         

        //부모 레이아웃. 

        adlayout = (LinearLayout)findViewById(R.id.adlayout); 
        CaulyInterstitialAd(); 
    }  
 @Override 
 public void onFailedToReceiveAd(boolean arg0)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Log.e("error_code", ""+adView.getErrorCode()); 
  Log.e("error_msg", ""+adView.getErrorMessage()); 
   
  adlayout.removeAllViews(); 
   
  /* 

   * 전면광고가 없거나 최소 요청 시간 미만시 배너CPC를 호출  

   */ 
  if(adView.getErrorCode() == CAULY_INTERSTITIAL_NO_FILLED_AD  
    || adView.getErrorCode() == CAULY_INTERSTITIAL_NOT_PERMITED) 
{  
   CaulyCpcAd(); 
  } else { 

   // TODO 타사 광고를 호출하거나 개발사 내부 광고를 호출 

  } 
   
 } 
 @Override 
 public void onReceiveAd()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Log.e("error_code", ""+adView.getErrorCode()); 
  Log.e("error_msg", ""+adView.getErrorMessage()); 
  if(adView.getErrorCode() == CAULY_INVALID_APPCODE) { 

   // 앱코드가 부정확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if(!adView.isInterstitial) 
  { 
   adlayout.removeAllViews(); 
   if(!adView.isChargeableAd()) { 

    // TODO 타사 광고를 호출하거나 개발사 내부 광고를 호출 

    adlayout.addView(sample); 
   } else { 
    adlayout.addView(adView); 
   } 
  } 
 } 
  

광고 호출 실패 또는 무료 광고 호출 시 

개발자 내부 광고 또는 타사 광고 전환 예시 

(sample.jpg(480X80) 변경 시 개발자가 원하

는 이미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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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ride 
 public void onShowScreen()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Log.e("cauly screen", "show"); 
  /*if(!adView.isInterstitial()) { 
   if(adView != null) { 
    adView.stopLoading(); 
   } 
  }*/ 
 } 
 @Override 
 public void onCloseScreen()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Log.e("cauly screen", "close"); 
  if(adView.isInterstitial()) { 
   CaulyCpcAd(); 
  } else { 
   if(adView != null) { 
    adView.startLoading(); 
   } 
  } 
 } 

 //전면광고 

 private void CaulyInterstitialAd(){ 

  //광고 정보 셋팅 

        adinfo = new AdInfo(); 

        adinfo.setPriority(Thread.NORM_PRIORITY); //Thread 우선 순위 (1 ~ 10)  

        adinfo.initData("CAULY ", "cpm", "all", "all", "off", 
 "default", "yes", 0, false);         

        //광고 View 

        adView = new AdView(this);  
  RelativeLayout.LayoutParams params = new RelativeLayout.LayoutParams( 
    LayoutParams.FILL_PARENT, 
    LayoutParams.FILL_PARENT);  
  adView.setVisibility(View.VISIBLE); 
  adView.setAdListener(this); 
   
  adlayout.addView(adView, params);     
 }  

 //CPC광고 

 private void CaulyCpcAd(){ 
  adinfo = new AdInfo(); 

        adinfo.setPriority(Thread.NORM_PRIORITY); //Thread 우선 순위 (1 ~ 10)  

        adinfo.initData("CAULY", "cpc", "all", "all", "off", 
 "left_slide", "yes", 30, true) 

        //광고 View 

        adView = new AdView(this);  
  RelativeLayout.LayoutParams params = new RelativeLayout.LayoutParams( 
    LayoutParams.FILL_PARENT, 
    LayoutParams.WRAP_CONTENT);  
  params.addRule(RelativeLayout.ALIGN_PARENT_BOTTOM); 
  adView.setVisibility(View.VISIBLE); 
  adView.setAdListener(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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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layout.addView(adView, params);     
 }  
 @Override 
 protected void onDestroy()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super.onDestroy(); 
  adView.destroy(); 
 } 
} 

[JAVA 방식 listener 활용 Tip 끝] 

7. 참고 사항 

A. 광고가 없을 때 타사 광고 전환 시 

- ‘no filled ad, Non-chargeable ad is supplied’ 신호를 함께 처리해 주는 것을 권고 합니다. 

B. 광고 요청 중지 및 재 요청  

- adView.stopLoading();  // 광고 요청 중지 

- adView.startLoading(); // 광고 재 요청 

C. ‘destroy()’ API : adView 메모리 해제 및 제거 

 

cauly SDK 설치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44-8867 

또는 cauly@futurestream.co.kr 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ilto:cauly@futurestr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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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Reference 

API 

startLoading(); 
광고 재 요청 

EX) adview.startLoading(); 

stopLoading(); 
광고 요청을 중지 

EX) adview.stopLoading(); 

isChargeableAd(); 
노출된 광고에 대한 유/무료 여부를 체크 

EX)adView.isChargeableAd(); // true : 유료, false : 무료 

isInterstitial(); 
요청한 adtype 체크 

EX)adView.isintersitital(); // true : 전면광고, false : 배너광고 

getErrorCode(); 
광고 수신에 대한 에러 코드  

EX)adView.getErrorCode(); // page 10 참조 

getErrorMessage(); 
광고 수신에 대한 에러 메시지 

EX)adView.getErrorMessage(); 

destroy(); 
광고 객체를 소멸 

EX)adView.destroy(); 

 

Listener 

onReceiveAd 광고 수신 성공 

onFailedToReceiveAd 광고 수신 실패 

onShowScreen 전면 광고 화면을 포함하여 배너 랜딩화면 등 화면을 가리는 경우 호출 

onCloseScreen 
전면 광고 화면을 포함하여 배너 랜딩화면 등 화면을 가리던 모든 창이 

닫힐 때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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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history 

일정 SDK Ver 업데이트 내용 

2010-09-10  v1.0.0 ① 버그 개선 

② GPS Manual 모드 삭제. 

③ Call 광고 추가. 

④ 배너 광고 추가. 

광고 Show, Hidden 기능 추가.(샘플 참고) 

2010-11-10 v1.0.5 ① get_tasks 퍼미션 삭제 

이미지 불러올 시 Timeout 추가 

2010-11-10 v1.0.6 - Tstore 버전 

① get_tasks 퍼미션 삭제 

② 이미지 불러올 시 Timeout 추가 

2010-11-15 v1.0.7 ① 퍼미션 중 Read_phone_State 

2010-12-01 v1.0.8 ② 버그 개선 

2011-01-04 v1.1.0 ① 버그 개선 

② GPS Manual 모드 삭제. 

③ Call 광고 추가. 

④ 배너 광고 추가. 

광고 Show, Hidden 기능 추가.(샘플 참고) 

2011-01-18 v1.1.1 ⑤ READ_PHONE_STATE 퍼미션 제거 

2011-01-20 v1.1.2 T store 앱광고 – Cauly SDK 최초 제공 

2011-01-24 v1.1.3 ① READ_PHONE_STATE 퍼미션 제거(ACCESS_WIFI_STATE 퍼미션으로 대체) 

② 에뮬레이터에서 APP 강제 종료되는 오류 개선 

2011-02-07 v1.1.4 ① ACCESS_NETWORK_STATE 퍼미션 추가 (통신상태 체크) 

② 3G 상태에서 어플이 강제 종료되는 오류 개선 

2011-02-11 v1.1.5 접속망 (3G, wifi)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어플이 종료되는 오류 개선 

2011-03-15 V1.1.6 광고정보 송출 시 발생하는 이미지 중첩현상에 대한 버그 개선 

2011-04-01 V1.1.7 ① 데이터 받아오는 Timeout 시간 변경. 

② App 광고 버그 수정 

2011-04-06 V1.1.8 티스토어 APP GPS 어트리뷰트 삭제 

2011-05-30 V1.2.0 ① JAVA 로 광고 View 동적 생성. 

② GPS(위치정보) 버그 수정 

③ ACCESS_WIFI_STATE 퍼미션 삭제 

④ WRITE_EXTERNAL_STORAGE 와 READ_EXTERNAL_STORAGE 퍼미션 추가 

2011-05-31 V1.2.1 버그 개선 

2011-06-02 V1.2.2 티스토어 APP GPS 어트리뷰트 삭제 

2011-06-23 V1.2.3 네트워크 속도 개선 

2011-06-30 V1.2.4 티스토어 APP GPS 어트리뷰트 삭제 및 네트워크 속도 개선 

2011-08-10 v1.2.5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 

2011-08-10 v1.2.6 티스토어 APP GPS 어트리뷰트 삭제 및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 

2011-11-07 v1.3.0 ① 전면 광고 추가 

② dynamicReloadInterval 추가 

③ 버그 및 기능 개선 

2011-11-15 v1.3.1 티스토어 APP GPS 어트리뷰트 삭제 

2011-12-07 v1.3.2 ① ADtype_CPM default image 제거 

② 버그 및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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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v1.3.4 버그 개선 

2012-01-31 v1.4.0 ① 광고 부재 시 알림 API 제공 

② ‘전면광고’ close 이벤트 리스너 제공 

③ ‘전면광고’ 호출 시 Progress Dialog 삭제 

④ thread priority 조절 API 제공 

⑤ 버그 및 기능 개선 

2012-04-06 v1.4.4 

(3D module 미포함) 

① 3D 광고 추가 

② 광고 호출 중지, 재 호출 기능 추가 

③ destroy() API 추가 

④ 버그 및 기능 개선 

2012-04-06 v1.4.5 

(3D module 포함) 

3D module 추가 

2012-04-18 v1.4.6 

(Alliance) 

제휴사 광고 추가 

2012-05-08 v1.4.7 

(3D module 미포함) 

① [xml 방식] 전면광고 버그 수정 

② 전면광고 재호출 주기 변경(3분  1분) 

③ 버그 및 기능 개선 

2012-05-08 v1.4.8 

(3D module 포함) 

① [xml 방식] 전면광고 버그 수정 

② 전면광고 재호출 주기 변경(3분  1분) 

③ 버그 및 기능 개선 

2012-05-08 v1.4.9 

(Alliance) 

① [xml 방식] 전면광고 버그 수정 

② 전면광고 재호출 주기 변경(3분  1분) 

③ 버그 및 기능 개선 

2012-07-23 v1.5.0 

(3D module 미포함) 

① 3D 전면광고 추가 

② video ad 추가 

③ Expandable 효과 지원 

④ 버그 및 기능 개선 

2012-07-23 v1.5.1 

(3D module 포함) 

① 3D 전면광고 추가 

② video ad 추가 

③ Expandable 효과 지원 

④ 버그 및 기능 개선 

2012-07-23 v1.5.2 

(Alliance) 

① video ad 추가 

② Expandable 효과 지원 

③ 버그 및 기능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