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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 메일장치의 선택적 메일수신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선택적 메일수신방법은 인터넷 메일장치가 현재시간과
설정된 접속시간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현재시간이 상기 설정된 접속시간인 경우,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메일 헤
더정보 요구명령을 받는 메일서버로 출력하는 단계;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상기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에 응답
하여 상기 받는 메일서버로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메일 헤더정보를 수신하고 저장하는 단계; 수신을 원하는 메
일의 메일 헤더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가 선택된 메일의 전송을 요구하는 메일전송 명령을 상기 받
는 메일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가 상기 받는 메일서버로부터 출력되는 적어도 하나의 메일
을 수신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선택적 메일수신방법은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들의 수신으로 인한 통신비가 감
소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SMTP, POP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일반적인 메일 송수신 블락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메일을 선택적으로 수신 또는 삭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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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메일을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터넷 메일장치에서 메일헤더정
보만을 이용하여 전자메일을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방법과 받는 메일서버가 선택적으로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 또는
삭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메일장치는 PC를 제외한 메일수신기능을 구비하는 팩시밀리, 스캐너, 또는 프린터 등을 의미한다. 도 1은
일반적인 메일 송수신 블락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당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메일 송수신 블록(10)은 인터넷을 통
하여 발신측과 수신측이 접속되며, 발신측은 보내는 메일클라이언트(또는 전자우편 발신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1)와 보내는 메일서버(outgoing mail server;3)를 구비하며, 보내는 메일 클라이언트(1)는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를 이용하여 보내는 메일서버(3)로 메일을 전송한다. 또한 수신측은 받는 메일서버(incoming
mail server; 5)와 받는 메일 클라이언트(또는 전자우편 수신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7)를 구비하며, 받는 메일서
버(5)는 POP3(Post Office Protocol 3)을 이용하여 받는 메일 클라이언트(7)로 메일을 전송한다.

받는 메일 클라이언트(7)는 주기적으로 받는 메일서버(5)에 접속하여, 받는 메일서버(5)에 있는 자신의 메일박스의
모든 메일들 또는 새로운 메일들을 주기적으로 수신(또는 다운로드)한다. 이 경우 받는 메일 클라이언트(7)는 스팸
메일들도 주기적으로 수신한다.

따라서 받는 메일 클라이언트(7)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들까지도 수신하므로,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사용하는 인터넷 메일장치의 통신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인쇄기능을 구비하는 인터넷 메일장치는 스팸메일들까지도 수신하여 인쇄하므로, 인쇄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인터넷 메일장치에서 사용자가 받는 메일서버에 저장된 메일을
선택적으로 수신하거나 또는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받는 메일서버가 선택적으로 메일을 전송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인터넷 메일장치의 선택적 메일수신방법은 인터넷 메일장치가 현재시간과 설정
된 접속시간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현재시간이 상기 설정된 접속시간인 경우,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메일 헤더정
보 요구명령을 받는 메일서버로 출력하는 단계;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상기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받는 메일서버로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메일 헤더정보를 수신하고 저장하는 단계; 수신을 원하는 메일의
메일 헤더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가 선택된 메일의 전송을 요구하는 메일전송 명령을 상기 받는 메
일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가 상기 받는 메일서버로부터 출력되는 적어도 하나의 메일을 수
신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은 POP3(Post Office Protocol 3)의 TOP 명령이고, 상기 메일전송 명령은 POP3의
RETR 명령인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인터넷 메일장치의 선택적 메일삭제방법은 인터넷 메일장치가 현재시간과 설정
된 접속시간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현재시간이 상기 설정된 접속시간인 경우,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메일 헤더정
보 요구 명령을 받는 메일서버로 출력하는 단계;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상기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받는 메일 서버로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메일 헤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사용자에 의하여 삭제를 원
하는 메일의 메일 헤더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가 선택된 메일의 삭제를 요구하는 메일 삭제명령을
상기 받는 메일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은 POP3의 TOP 명령이고, 상기 메일삭제 명령은 POP3의 DELE 명령인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메일을 선택적으로 수신 또는 삭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본 발명은 설
명의 편의상 POP3을 일례로 들어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메일을 선택적으로 수신 또는 삭제하는 방법은
SMTP/POP3뿐만아니라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등록특허 10-0472441

- 2 -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메일장치는 받는 메일 클라이언트(또는 전자우편 수신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를 구비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받는 메일 클라이언트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메일장치로 설명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시간마다(예컨대 1시간) 주기적으로 인터넷 메일장치가 받는 메일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시간 간격을 설정한다(210단계). 상기 접속시간 간격이 설정되면, 인터넷 메일장치는 접속시간을 기
다린다(203단계).

현재시간이 접속시간이 아닌 경우(205단계), 인터넷 메일장치는 상기 접속시간을 기다린다(203단계). 그러나 현재
시간이 접속시간인 경우(205단계), 인터넷 메일장치는 받는 메일서버에 접속한다(203단계). POP3인증을 통하여
(209단계), 인터넷 메일장치와 받는 메일서버의 접속이 완료되면, 받는 메일서버는 인터넷 메일장치로 소정의 회신
(예컨대 그리팅(greeting)이라는 회신)을 보낸다.

인터넷 메일장치가 받는 메일서버로 APOP 명령(command)을 전송하면, 받는 메일서버는 APOP 명령에 응답하여
받는 메일서버가 수신한 메일의 수를 인터넷 메일장치로 전송한다. 또한, 인터넷 메일장치가 받는 메일서버로 LIST
명령을 전송하면, 받는 메일서버는 LIST 명령에 응답하여 수신된 각 메일의 크기(size)를 순서대로 인터넷 메일장
치로 전송한다.

그리고 인터넷 메일장치는 받는 메일서버로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TOP 명령)을 전송하면(213단계), 받는 메일서
버는 TOP 명령에 응답하여 각 메일에 대한 메일헤더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메일헤더정보를 인터넷 메일장치로 출
력한다(215단계). 여기서 TOP는 메일헤더정보만을 요구하는 명령의 일종이다.

상기 메일헤더정보는 발신인, 수신인, 날짜, 또는 제목(subject) 등을 구비한다. 메일헤더정보를 수신한 인터넷 메일
장치는 소정의 저장장치, 예컨대 메모리에 각 메일에 대한 메일헤더정보를 분류하여 저장한다(217단계). 상기 201
단계 내지 상기 215단계가 반복되는 경우,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의 메모리는 받는 메일서버가 수신한 각 메일에 대
한 메일헤더정보를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각 메일에 대한 메일헤더정보의 디스플레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219단계), 인터넷 메일장치는 203단계를
수행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각 메일에 대한 메일헤더정보의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경우(219단계), 인터넷 메일장치
는 소정의 디스플레이 장치(미 도시)를 통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각 메일에 대한 메일헤더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221단계).

사용자가 각 메일헤더정보를 검색하여 소정의 메일을 수신하고자하는 경우, 사용자가 수신을 원하는 메일을 선택
(또는 체크)하면(223단계), 인터넷 메일장치는 메일 전송 명령(RETR 명령)을 받는 메일서버로 전송한다.

받는 메일서버는 RETR명령에 응답하여 선택된 메일을 인터넷 메일장치로 전송한다(225단계). 따라서 인터넷 메일
장치는 RETR 명령에 상응하는 메일을 수신한다(227단계). 예컨대 RETR 1은 첫 번째 줄에 있는 메일의 전송을 요
구하는 명령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각 메일헤더정보를 검색하여 소정의 메일을 삭제하고자하는 경우, 사용자가 삭제를 원하는 메일
을 선택(또는 체크)하면(233단계), 인터넷 메일장치는 메일 삭제명령(DELE 명령)을 받는 메일서버로 전송한다
(235단계). 따라서 받는 메일서버는 DELE 명령에 상응하는 메일을 삭제한다(237단계). 예컨대 DELE 1은 첫 번째
줄에 있는 메일의 삭제를 명령이다. 또한, 소정의 메일을 수신한 후 삭제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수신과 삭제를 동
시에 선택(또는 체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메일을 수신 또는 삭제한 경우, 인터넷 메일장치가 받는 메일서버로 QUIT 명령을 전송하면, 받는
메일서버는 QUIT 명령에 응답하여 인터넷 메일장치의 접속을 해제한다.

그리고, 받는 메일서버가 인터넷 메일장치로부터 전송되는 TOP 명령을 수신하면, 받는 메일서버는 상기 TOP 명령
에 응답하여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로 적어도 하나의 메일 헤더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받는 메일서버는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로부터 출력되는 RETR 명령에 상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일을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로 전송한다. POP3
의 TOP 명령은 인터넷 메일장치로부터 출력되는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의 일례로,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은
POP3의 TOP 명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POP3의 RETR 명령은 인터넷 메일장치로부터 출력되는 메일전송 명
령의 일례로, 메일전송 명령은 POP3의 RETR 명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받는 메일서버가 인터넷 메일장치로부터 전송되는 TOP명령을 수신하면, 받는 메일서버는 상기 TOP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로 적어도 하나의 메일 헤더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받는 메일서버는 상기 인터넷 메
일장치로부터 출력되는 DELE 명령에 상응하는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메일을 삭제한다. POP3의 DELE 명령은 인
터넷 메일장치로부터 출력되는 메일 삭제명령의 일례이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
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메일장치는 메일헤더정보만을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저장용량
이 작은 저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메일장치에 대한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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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메일헤더정보를 선택하여 메일을 수신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들의 수신
으로 인한 통신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메일헤더정보를 선택하여 메일을 수신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므로, 인쇄기능을 구비하는 인터넷 메
일장치의 경우, 인쇄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인터넷 메일장치의 선택적 메일수신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메일장치가 현재시간과 설정된 접속시간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현재시간이 상기 설정된 접속시간인 경우,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을 받는 메일서버
로 출력하는 단계;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상기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받는 메일서버로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메일 헤더정보를 수신하고 저장하는 단계;

수신을 원하는 메일의 메일 헤더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가 선택된 메일의 전송을 요구하는 메일 전
송 명령을 상기 받는 메일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가 상기 받는 메일 서버로부터 출력된 적어도 하나의 메일을 수신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메일 장치의 선택적 메일수신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은 POP3(Post Office Protocol 3)의 TOP 명령이고,

상기 메일전송 명령은 POP3의 RETR 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메일장치의 선택적 메일수신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인터넷 메일장치의 선택적 메일삭제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메일장치가 현재시간과 설정된 접속시간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현재시간이 상기 설정된 접속시간인 경우,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메일 헤더정보 요구 명령을 받는 메일서버
로 출력하는 단계;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는 상기 메일 헤더정보 요구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받는 메일서버로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메일 헤더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사용자에 의하여 삭제를 원하는 메일의 메일 헤더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인터넷 메일장치가 선택된 메일의 삭제를
요구하는 메일 삭제명령을 상기 받는 메일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메일장치
의 선택적 메일삭제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일삭제 명령은 POP3의 DELE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메일장치의 선택적 메일
삭제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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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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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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