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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팸 메일 자동 판정 기능을 갖춘 통신 장치

요약

메일의 송수신 기능을 갖는 휴대 전화기(100)에 있어서, 제어부(106)는, 자기가 발신한 메일의 이력 정보를 이력 정보 기

억부(1082)로부터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이력 정보에 기초하여, 자기의 메일 주소를 발신원으로 하는 수신 메일이, 자기

가 발신한 메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메일 송수신 기능을 갖춘 통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의 예기치 않은 발신인으로부터 사용자에게 발

신되는 스팸 메일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춘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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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기술 및 통신 네트워크망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휴대 전화기나 PC(Personal Computer)등의 통신 장치를

통해 전자 메일의 교환이 지역이나 국경의 테두리를 넘어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상기 통신 장치의 사용자는 온 세상의 누구와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전자 메일을 교환할 수 있다.

한편, 통신 네트워크망을 이용함으로써, 스팸 메일을 일방적으로 보내버리는 악덕업자가 최근 출현하여 그 수가 급속히 증

가하고 있다.

여기서, 「스팸 메일」이란 통신 장치를 소유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의 메일 주소로 일방적으로 발신되는 메일이나 상품

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권유하는 메일을 말한다.

이들 스팸 메일을, 사용자가 스팸 메일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통신 장치로 수신하면, 그만큼의 수신료를 통신업자로부터

여분으로 청구되게 되어,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

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래 기술로서 전자 메일을 관리하고 있는 메일 서버에 대하여, 미리 스팸 메일의 발신원의 메일

주소를 등록해 두고, 메일 서버가 해당 메일 주소로부터의 전자 메일을 수신하면, 그 전자 메일을 메일 서버로부터 삭제하

는 기술이 특허문헌1에 개시되어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스팸 메일을 자기의 통신 장치로 잘못하여 수신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특허 문헌] 특개 2002-335288

그렇지만, 최근, 악덕업자에 의한 스팸 메일 발신의 수법은 더욱 더 교묘화되어, 발신원의 메일 주소를 사용자의 메일 주소

로 하는 이른바 「흉내내기(Impersonation)」의 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스팸 메일을 보내버리는 악질적인 행위가 악덕업

자에 의해 행하여 지고 있으며, 상기 설명한 종래기술로는 이와 같은 악질 행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흉내내기」의 메일 주소를 발신원으로 하는 스팸 메일을 판별하는 것이 가능한 통신 장치 및 서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메일의 송수신 기능을 갖춘 통신 장치에 있어서, 자기가 발신한 메일의 이력 정보를 취득하는 이력 정보 취득

수단과, 취득한 상기 이력 정보에 근거하여 자기의 메일 주소를 발신원으로 하는 수신 메일이 자기가 발신한 메일인지 아

닌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수신 메일 판정 수단을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통신 장치는 휴대 전화기인 것으로 하여도 좋다.

또, 본 발명은, 메일의 송수신 기능을 갖춘 메일 서버에 있어서, 사용자가 발신한 메일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이력 정보

기록 수단과, 기록한 상기 이력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사용자의 메일 주소를 발신원으로 하는 상기 사용자로의 수신 메일

이 상기 사용자가 발신한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수신 메일

판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이로써, 「흉내내기」의 메일 주소를 발신원으로 하는 스팸 메일을 간단하고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통신 장치는 또한, 상기 수신 메일이 스팸 메일로 판정된 경우에, 외부의 메일 서버에 해당 수신 메일의 삭제

를 요구하는 삭제 요구 수단을 구비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이로써, 스팸 메일로 판정된 수신 메일을 자동적으로 삭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뜻에 반해 스팸 메일을 읽게 되는 사태

가 일어나는 것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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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이력 정보는 자기가 발신한 메일의 메일 제목을 포함하며, 상기 수신 메일 판정 수단은 외부의 메일 서버로부

터 발신원의 메일 주소와 메일 제목을 포함한 상기 수신 메일의 헤더 정보를 취득하는 헤더 정보 취득 수단을 구비하고, 상

기 판정 수단은 취득한 헤더 정보에 포함된 발신원의 메일 주소가 자기의 메일 주소와 일치하고, 또, 취득한 헤더 정보에

포함된 메일 제목이 상기 이력 정보에 포함된 메일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수신 메일을 스팸 메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이로써, 수신 메일의 헤더 정보에만 기초하여 스팸 메일의 판정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서버로부터 수신 메일의 본

문을 취득하기 전에 수신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팸 메일의 본문을 모르는 사

이에 수신하여 쓸데없는 통신 비용을 지불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통신 장치는 또한, 상기 수신 메일 판정 수단에 의해서 스팸 메일이라고 판정된 수신 메일에 포함된 키워드

와, 해당 키워드의 스팸 메일 판정에 있어서의 중시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판정 평가치와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판정 평

가치 테이블을 기록하고 있는 판정 평가치 기록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수신 메일 판정 수단은 상기 수신 메일이 자기가 발

신한 메일이 아닌 경우에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이라고 판정하며, 상기 통신 장치는, 나아가, 상기 수신 메일이 자기가 발

신한 메일이 아닌 경우에 해당 메일에 포함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상기 판정 평가치 테이블에서 추출한 키워드와 일치하

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 일치하는 키워드를 특정하고, 특정한 키워드의 판정 평가치에 근거하여 상기 수신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키워드 판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이로써, 스팸 메일로 판정된 수신 메일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키워드에 웨이트를 둔 스팸 메일의 판정이 가능해져, 발신원

이 자기가 아닌 수신 메일에 대해서도 유효한 스팸 메일의 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판정 평가치는 대응하는 키워드가 스팸 메일에 대해 출현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판정 평가치가 커지도록 정해

지고, 상기 키워드 판정 수단은 특정한 키워드의 판정 평가치의 총화가 소정의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 상기 수신 메일이 스

팸 메일이라고 판정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이로써, 스팸 메일로 판정된 수신 메일에 있어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요시하여 스팸 메일의 판정을 할 수 있으므

로, 발신원이 자기가 아닌 수신 메일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스팸 메일의 판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통신 장치는 또한, 상기 키워드 판정 수단에 의해서, 수신 메일이 스팸 메일이라고 판정된 경우에, 그 취지의

경고를 하는 경고 수단과, 사용자 지시에 따라서 외부의 메일 서버에 스팸 메일로 판정된 상기 수신 메일의 삭제를 요구하

는 삭제 요구 수단을 구비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이로써, 수신 메일이 스팸 메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사용자에게 통지되므로, 사용자는 스팸 메일의 가능성이 높

은 수신 메일을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수신 메일을 메일 서버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통신 장치는 나아가, 삭제 요구된 상기 수신 메일에 포함되는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의 출현 빈도에 근거하여

정해진 판정 평가치와의 대응 관계를 상기 판정 평가치 테이블에 추가 등록하는 등록 수단을 구비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

다.

이로써, 스팸 메일에 포함되는 키워드를 항상 갱신할 수 있으므로, 스팸 메일의 발신원의 악질업자가 시기에 따라서 스팸

메일의 내용을 바꾸어 온 경우라도 유효하게 스팸 메일을 판별하고 메일 서버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휴대 전화기(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 블럭도.

도 2 는 이력 정보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3 은 송수신되는 메일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4 는 제어부(106)가 실시하는 수신 메일의 취득 제어 처리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5 는 휴대 전화기(200)의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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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은 제어부(206)가 실시하는 스팸 메일 판정 처리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7 은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실시예

(실시형태 1)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기는 스팸 메일 판별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이다.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기(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 블럭도이다. 휴대 전화기(100)는, 도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101), 무선 송수신부(102), 스피커(103), 마이크(104), 입력 조작부(105), 제어부(106), 표

시부(107), 메모리(108)로 이루어져 있다.

무선 송수신부(102)는 안테나(101)를 통해 입력된 통신 전파를 통신 데이터에 복조 처리하고 제어부(106)로 출력하며, 제

어부(106)에서 입력되는 통신데이터를 변조 처리하여 통신 전파로서 안테나(101)를 통해 발신한다.

여기서, 「통신 데이터」란 통화의 음성 데이터, 메일 등의 문자 데이터, 화상 데이터 등의 것을 말한다.

스피커(103)는 제어부(106)에서 출력된 음성 데이터에 기초하여 음성을 생성한다.

마이크(104)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음성을 음성 신호로서 제어부(106)에 출력한다.

입력 조작부(105)는 숫자 패드, 전원 입력키, 통화키 등 각종 입력키를 가지며, 입력키의 입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의 각종

지시(예를 들면, 메일 수신 지시, 메일 발신 지시 등) 및 각종 데이터 입력(예를 들면, 문자 입력)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사용자 지시, 입력 데이터를 제어부(106)에 출력한다.

표시부(107)는 제어부(106)에서 입력된 문자 데이터,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문자나 화상을 표시한다.

메모리(108)는 메일 기록부(1081)과 이력 정보 기록부(1082)로 구성된다.

메일 기록부(1081)는 무선 송수신부(102)를 통해 외부로부터 수신된 메일을 기록한다.

이력 정보 기록부(1082)는 휴대 전화기(100)에 부여된 메일 주소(이하, 「자기 메일 주소」라고 함) 및 이력 정보를 기록

한다.

여기서, 「이력 정보」란 송수신한 메일의 이력을 나타내는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메일의 발신 또는 수신 일

시와 발신자(메일의 발신의 경우) 또는 발신원(메일의 수신의 경우)의 메일 주소와 메일 제목과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정

보를 말한다. 도 2 는, 이력 정보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낸다.

제어부(106)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ROM(Read Only Memory) 및 RAM(Random Access Memory) 등으로 구성되고,

ROM에 격납되어 있는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휴대 전화기(100) 전체의 제어를 실시한다.

또, ROM에는 메일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어부(106)는 해당 메일 프로그램을 기동하고 실행함으로써 이하의 처

리를 실시한다.

(1) 발신 메일 작성 처리

입력 조작부(105)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발신자 메일 주소, 메일 제목, 메일 본문 등의 문자 입력에 기초하여 발신

메일을 작성한다.

(2) 이력 정보 등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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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발신 메일 작성 처리로 작성된 메일을 사용자로부터의 메일 발신 지시에 따라 발신자 메일 주소로 발신한 때에, 해당

메일의 이력 정보(이하, 「발신 이력 정보」라고 함)를 이력 정보 기록부(1082)에 등록한다.

또한, 발신 이력 정보는 외부의 메일 서버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또, 입력 조작부(105)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메일 수신 지시에 따라서 무선 송수신부(102)를 통해 외부의 메일 서

버에 접속하고, 메일 서버로부터 수신된 메일의 헤더 정보를 취득한 때에, 취득한 헤더 정보에 따라 해당 메일의 이력 정보

(이하, 「수신 이력 정보」라고 함)를 이력 정보 기록부(1082)에 등록한다.

또한, 수신 이력 정보는 외부의 메일 서버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여기서 「헤더 정보」란 메일의 헤더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메일 서버에 대해 해당 메일이 수신된 일시, 발신원 및 발신자

의 메일 주소, 메일의 제목, 메일의 발신 경로 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를 말한다. 도 3 은, 송수신되는 메일의 포맷을 나타낸

다. 메일은, 도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헤더부와 데이터부로 구성되며, 헤더부에는 헤더 정보가 기술되고, 데이터부에는 메

일 본문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 스팸 메일 취득 제어 처리

수신된 메일의 헤더 정보로 기초하여, 발신원 메일 주소가 자기 메일 주소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하여, 일치하는 경

우에, 또한, 해당 발신원 메일 주소의 메일 제목이 발신 이력 정보로 등록을 마친 메일 제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

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수신된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판정하고, 해당 수신 메일의 삭제 처리, 구체적으로는, 「스

팸 메일」이라고 판정된 메일을 수신한 메일 서버로부터 해당 스팸 메일의 데이터부를 취득하지 않고 메일 서버에 대해서

해당 수신 메일의 삭제를 무선 송수신부(102)를 통해 지시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수신 메일을 삭제시키는 처리를 실시한

다.

<동작〉

이하, 제어부(106)가 실시하는 수신 메일의 취득 제어 처리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4 는, 상기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

도이다. 이하, 도 4 를 참조하여 상기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제어부(106)는, 사용자로부터 입력 조작부(105)를 통해 메일 수신 지시가 있으면(스텝 S401: 예), 제어부(106)는, 메일 수

신 지시에 따라서 무선 송수신부(102)를 통해 외부의 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메일 서버로부터 수신된 메일의 헤더 정보를,

무선 송수신부(102)를 통해 취득하고(스텝 S402), 취득한 헤더 정보에 포함되는 발신원 메일 주소가 이력 정보 기록부

(1082)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메일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신된 메일의 발신원이 자기로부터의 것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403). 발신원이 자기로부터의 것인 경우(스텝 S403:예), 제어부(106)는 이력 정보 기록부(1082)에 기록

되어 있는 발신 이력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발신원 메일 주소의 메일 제목이 발신 이력 정보에 등록을 마친 메일 제목과 일

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404).

등록을 마친 메일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스텝 S404:아니오), 제어부(106)는 수신된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판

정하고, 수신된 메일의 삭제 처리를 실행한다(스텝 S405).

스텝 S403 에서 발신원이 자기로부터의 것이 아닌 경우(스텝 S403:아니오), 또는 스텝 S404 에서 등록을 마친 메일 제목

과 일치하는 경우(스텝 S404:예), 메일의 취득 지시를 무선 송수신부(102)에 통지하고 해당 메일을 무선 송수신부(102)를

통해 외부의 메일 서버로부터 취득하고(스텝 S406), 메일 기록부(1081)에 기록한다.

(실시형태2)

본 발명의 실시형태2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기는 실시형태1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기(100)의 기능에 부가하여 발신원의 메

일 주소가 자기 메일 주소가 아닌 메일에 대해서도 스팸 메일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하, 실시형태1에 있어서의 휴대전화기(100)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해당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휴대 전화기(100)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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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2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기(200)의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 블록도이다. 휴대 전화기(100)는 도

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101), 무선 송수신부(102), 스피커(103), 마이크(104), 입력 조작부(105), 제어부(206), 표

시부(107), 메모리(208)로 구성된다.

메모리(208)는 메일 기록부(1081), 이력 정보 기록부(1082),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기록부(1083)로 구성된다.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기록부(1083)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과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의 임계치를 기록하고 있

다.

여기서,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이란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와 그 출현 횟수와 웨이트 계수와의 대응 관계를 나

타낸 테이블을 말한다.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란 후술하는 스팸 메일 판정 처리에 있어서 제어부(206)에 의해 「스팸 메일」로 판정된 메일

의 헤더 정보에 포함된 키워드를 말한다. 키워드는, 헤더 정보에 포함된 특정 문자열의 조합(예를 들어, 한자, 카타카나, 히

라가나, 영문자, 숫자, 기호의 조합 또는 이들의 결합의 조합)을 말한다. 키워드는 헤더 정보의 특정 항목, 예컨대 메일 제

목에 포함된 키워드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출현 횟수」란 대응하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의 스팸 페일과 판정된 각 메일의 헤더 정보에 있어서의 축적 출현 횟수

를 말한다.

「웨이트 계수」란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의 출현 횟수의 상승 순서에 값이 크게 되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는 계수를 말한

다.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란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의 출현 횟수에 해당 출현 횟수의 순위에 따른 웨이트 계수를 승산한

것에 의해 산출된 값을 말한다.

도 7 은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낸다.

제어부(206)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ROM 및 RAM 등으로 구성되고, ROM에 격납되어 있는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휴대

전화기(100)의 전체 제어를 실행한다.

또, ROM에는 메일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고, 제어부(206)는 해당 메일 프로그램을 기동하고 실행하는 것에 의해 발신 메

일 작성 처리, 이력 정보 등록 처리 및 스팸 메일 판정 처리를 실행한다.

발신 메일 작성 처리, 이력 정보 등록 처리에 관해서는 실시형태1에 있어서의 처리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하,

스팸 메일 판정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제어부(206)는 수신된 메일의 헤더 정보에 따라서 발신원 메일 주소가 자기 메일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제어부(206)는 발신원 메일 주소가 자기 메일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 나아가, 해당 발신원 메일 주소의 메일 제목

이 발신 이력 정보에 등록 완료된 메일 제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된 메일을 「스

팸 메일」로 판정하고 해당 메일의 헤더 정보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추출한 각 키워드를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기

록부(1083)에 기록되어 있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에 추가 등록한 후, 해당 수신 메일의 삭제 처리를 한다.

여기서, 「추가 등록」의 경우, 추출한 키워드가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에 미등록된 경우에는 새롭게 등록하고 등

록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의 출현 횟수를 갱신하여 갱신 후의 해당 출현 횟수의 순위에 기초하여 해당 키워드의 웨

이트 계수를 갱신한다(순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웨이트 계수는 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함).

또, 상기에 있어서, 발신 이력 정보에 메일 제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어부(206)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

는 것으로 한다. 또한, 삭제 처리에 대해서는, 실시형태1의 경우와 동일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한편, 제어부(206)는 발신원 메일 주소가 자기 메일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수신된 메일의 헤더 정보에 포함되는 각

키워드를 추출하고,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에 등록을 마친 각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와 비교하는 것에 의해,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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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중에서 추출한 어느 쪽인가의 키워드와 일치하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를 특정하고, 특정한

각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를 산출하며, 나아가 산출한 각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의 총화

(이하, 「종합 평가치」라고 함)를 산출하여 산출한 종합 평가치가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기록부(1083)에 기록되어 있는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의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 수신한 메일의 헤더 정보와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이라고 판정되었음」

의 취지의 경고 메세지를 표시부(107)에 표시시킨다.

제어부(206)는 입력 조작부(105)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당 메일의 삭제 요구가 있으면, 해당 메일의 헤더 정보에 포함되

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한 각 키워드를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기록부(1083)에 기록되어 있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에 추가 등록한 후, 해당 수신 메일의 삭제 처리를 실시한다.

<동작>

이하, 제어부(206)가 실시하는 스팸 메일 판정 처리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6 은, 상기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이하, 도 6 을 참조하여 상기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제어부(206)는, 사용자로부터 입력 조작부(105)를 통해 메일 수신 지시가 있으면(스텝 S601:예), 제어부(206)는 메일 수

신 지시에 따라 무선 송수신부(102)를 통해 외부의 메일 서버에 접속하고, 메일 서버로부터 수신된 메일의 헤더 정보를 무

선 송수신부(102)를 통해 취득하며(스텝 S602), 취득한 헤더 정보에 포함된 발신원 메일 주소가 이력 정보 기록부(1082)

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메일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수신된 메일의 발신원이 자기로부터의 것인지 여부를 판정한

다(스텝 S603). 발신원이 자기로부터의 것인 경우(스텝 S603:예) 제어부(206)는 이력 정보 기록부(1082)에 기록되어 있

는 발신 이력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발신원 메일 주소의 메일 제목이 발신 이력 정보로 등록을 마친 메일 제목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604). 등록을 마친 메일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스텝 S604:아니오) 해당 메일의 헤더 정보

에 포함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한 각 키워드를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기록부(1083)에 기록되어 있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에 추가 등록하며(스텝 S605), 나아가 해당 수신 메일의 삭제 처리를 실시한다(스텝 S606).

스텝 S603에서 발신원이 자기로부터의 것이 아닌 경우(스텝 S603:아니오) 수신된 메일의 헤더 정보에 포함된 각 키워드

를 추출하여(스텝 S607),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에 등록을 마친 각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와 비교하는 것에 의해,

등록을 마친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중에서 추출한 어느 쪽인가의 키워드와 일치하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를 특정하고

(스텝 S608), 특정한 각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에 대해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를 산출하며(스텝 S609), 나아가 산출한 각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의 총화(이하, 「종합 평가치」라고 함)를 산출하여 산출한 종합 평가치가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기

록부(1083)에 기록되어 있는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의 임계치보다 큰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610).

큰 경우에 (스텝 S610:예), 수신된 메일의 헤더 정보와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이라고 판정되었음」취지의 경고 메세지를

표시부(107)에 표시시키며(스텝 S611), 입력 조작부(105)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당 메일의 삭제 요구가 있으면(스텝

S612:예), 스텝 S605 의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 S610 에 있어서 산출한 종합 평가치가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의 임계치보다 크지 않은 경우(스텝 S610:아니오), 또는

스텝 S612 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메일의 비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스텝 S612:아니오)에는 수신된 메일의 취득

지시를 무선 송수신부(102)에 통지하여 해당 메일을 무선 송수신부(102)를 통해 외부의 메일 서버로부터 취득한다(스텝

S613).

<보충>

이상, 본 발명에 관한 휴대 전화기에 대해 실시형태에 기초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이 이들 실시형태에 한정되지 않는 것

은 물론이다.

(1) 본 실시형태 1 및 2 에서는, 휴대 전화기에 의해서 스팸 메일 취득 제어 처리, 스팸 메일 판정 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지만, 휴대 전화기에 한정하지 않고, 제어부(106) 및 메모리(108) 또는 제어부(208) 및 메모리(208)를 구성요소로 해서

포함한 통신 장치이면 다른 장치, 예를 들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전자 메일 송수신 기능을 가지는 PC, 메

일 서버라도 된다.

또한, 메일 서버에 있어서는, 사용자마다 수신 메일, 이력 정보,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 스팸 메일 판정 평가치의 임

계치가, 각각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공개특허 10-2005-0123182

- 7 -



(2) 본 실시형태 1 및 2 에 있어서는, 「스팸 메일」의 판정을 메일 제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했지

만, 다른 방법, 예를 들어 발신 이력 정보로 메일을 발신한 시각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발신원이 자기로부터의 메일의

헤더 정보를 수신한 시각이 마지막에 자기의 메일 주소로의 메일을 발신한 시각부터 소정 시간 내인지 여부에 의해 「스팸

메일」의 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3) 본 실시형태 1 및 2 에 있어서는, 도 4 의 스텝 S403 및 도 6 의 스텝 S603 에 있어서, 이력 정보 기록부(1082)에 기록

되어 있는 자기 메일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수신된 메일의 발신원이 자기로부터의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

로 했지만, 취득한 메일의 헤더 정보에 포함된 발신원 메일 주소와 발신자 메일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수신된 메

일의 발신원이 자기로부터의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4) 본 실시형태 1 및 2 에 있어서, 도 4 의 스텝 S404와 스텝 S405의 사이 및 도 6 의 스텝 S604와 스텝 S605의 사이에,

도 6 의 스텝 S611 및 스텝 S612의 처리를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한 스텝 S612의 판정이 「예」인 경우에, 각

각 스텝 S405의 처리, 스텝 S605의 처리를 실시하고, 스텝 S612 의 판정이 「아니오」인 경우에, 각각 스텝 S406, 스텝

S613의 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5) 본 실시형태 1 및 2 에 있어서는, 도 4 의 스텝 S402와 도 6 의 스텝 S602 에 있어서, 수신 메일의 헤더 정보를 취득하

는 것으로 했지만, 헤더 정보에 더해 메일 본문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또, 발신 이력 정보에 발신 메일 본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도 4 의 스텝 S404 및 도 6 의 스텝 S604 에 있어서의 각각

의 처리 대신에, 메일 제목과 메일 본문의 양자가 발신 이력 정보에 등록을 마친 메일 제목 및 메일 본문의 양자와 일치하

는지 여부의 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이로써, 스팸 메일의 판정을 보다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다.

(6) 본 실시형태 2 에 있어서는, 도 6 의 스텝 S605, 스텝 S60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신된 메일의 헤더 정보에 포함되는

키워드에 기초하여 스팸 메일의 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했지만, 헤더 정보 대신에, 또는 헤더 정보에 더하여, 수신된 메일

의 본문에 포함된 키워드에 기초하여 스팸 메일의 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이로써, 예컨대 메일 제목만으로는 스팸 메일과 식별할 수 없는 것 같은 스팸 메일이 발신된 경우에 대해서도, 메일 본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스팸 메일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스팸 메일의 검출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 헤더 정보에 포함된 키워드 대신에 메일 제목에 기초하여 도 6 에 있어서의 스텝 S605, 스텝 S607 내지 609 의 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7) 본 실시형태2에 있어서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의 출현 횟수의 순위에 따른 웨이트를 하는 것으로써 스팸 메일의 판

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했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 웨이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각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에 대해 웨이트 계수를 입력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8) 본 실시형태 2 에 있어서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에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와 그 출현 횟수와 웨이트 계수와

의 대응 관계를 등록하는 것으로 했지만, 나아가 등록일시를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 후 소정 시간이 경과한 등록일시

를 나타내는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를, 제어부(206)가 스팸 메일 특정 키워드 테이블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이로써, 내용이 제각각 변동하는 스팸 메일에 대해 항상 최근에 발신된 스팸 메일에 포함된 키워드에 기초하여 스팸 메일

의 판정을 적절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관한 통신 장치는, 메일 송수신 기능을 구비한 통신 장치에 있어서, 스팸 메일을 식별하기 위한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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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메일의 송수신 기능을 가진 통신 장치에 있어서,

자기가 발신한 메일의 이력 정보를 취득하는 이력 정보 취득 수단과,

취득한 상기 이력 정보에 기초하여, 자기의 메일 주소를 발신원으로 하는 수신 메일이, 자기가 발신한 메일인지 여부를 판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수신 메일 판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또한, 상기 수신 메일이 스팸 메일로 판정된 경우에, 외부의 메일 서버에 해당 수신 메일의 삭제를 요구

하는 삭제 요구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력 정보는, 자기가 발신한 메일의 메일 제목을 포함하고, 상기 수신 메일 판정 수단은, 외부의 메일 서버로부터, 발

신원의 메일 주소와 메일 제목을 포함한 상기 수신 메일의 헤더 정보를 취득하는 헤더 정보 취득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판정 수단은, 취득한 헤더 정보에 포함된 발신원의 메일 주소가 자기의 메일 주소와 일치하고, 또, 취득한 헤더 정보

에 포함된 메일 제목이 상기 이력 정보에 포함된 메일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수신 메일을 스팸 메일로 판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또한, 상기 수신 메일 판정 수단에 의해서 스팸 메일이라고 판정된 수신 메일에 포함된 키워드와 해당 키

워드의 스팸 메일 판정에 있어서의 웨이트의 정도를 나타내는 판정 평가치와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판정 평가치 테이블

을 기록하고 있는 판정 평가치 기록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수신 메일 판정 수단은, 상기 수신 메일이, 자기가 발신한 메일이 아닌 경우에,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이라고 판정하

고,

상기 통신 장치는 또한, 상기 수신 메일이, 자기가 발신한 메일이 아닌 경우에, 해당 메일에 포함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기 판정 평가치 테이블에 있어서 추출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 일치하는 키워드를 특정하고, 특정한

키워드의 판정 평가치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키워드 판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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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정 평가치는, 대응하는 키워드가 스팸 메일에 있어서 출현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판정 평가치가 커지도록 정해지

고,

상기 키워드 판정 수단은, 특정한 키워드의 판정 평가치의 총화가 소정의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 상기 수신 메일이 스팸 메

일이라고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또한, 상기 키워드 판정 수단에 의해서, 수신 메일이 스팸 메일이라고 판정된 경우에, 그 취지의 경고를

하는 경고 수단과,

사용자 지시에 따라, 외부의 메일 서버에 스팸 메일로 판정된 상기 수신 메일의 삭제를 요구하는 삭제 요구 수단을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또한, 삭제 요구된 상기 수신 메일에 포함되는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의 출현 빈도에 기초하여 정해진 판

정 평가치와의 대응 관계를 상기 판정 평가치 테이블에 추가 등록하는 등록 수단을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휴대 전화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9.

메일의 송수신 기능을 가지는 메일 서버에 있어서,

사용자가 발신한 메일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이력 정보 기록 수단과,

기록한 상기 이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의 메일 주소를 발신원으로 하는 상기 사용자로의 수신 메일이, 상기 사용

자가 발신한 메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일 서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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