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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인증서로부터의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컴퓨터 장치에 저장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디지털 인증서가 컴

퓨터 장치에 수신될 때, 디지털 인증서 내의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가 컴퓨터 장치 내의 제1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

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가 제1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할 때, 디지털 인증

서 데이터가 제1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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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2년 3월 20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특허 출원 제60/365,516호를 우선권 주장하며, 여기에 인용함으로써 그

의 전체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본 출원은 일반적으로 보안 전자 메시징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전자 메시지에 포함된 암호 정보를 컴퓨터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 장치 상에서 동작하는 이메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공지의 보안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보안 메시징 정보

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 스토어 또는 데이터 저장 영역을 유지한다. 이러한 보안 메시징 정

보는 디지털 인증서, 공개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정보는 주소록 등의 연락처 정보, 캘린더 리마인더(calendar

reminder) 및 약속 등의 스케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는 다른 유형의 저장된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인증서는 통상 개체의 공개키는 물론 하나 이상의 디지털 서명과 함께 그 공개키에 연계된

식별자 정보를 포함한다. 디지털 인증서가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드될 때, 그 개체의 연락처

정보가 아직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가능한 주소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디지털 인증서에서 식

별된 개체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주소록 또는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유사한 연락처 리스트에 수작업으로 추가하

거나 메시지가 그 개체로 전송되어야 할 때마다 그 개체에 대한 주소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만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따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 수신된 디지털 인증서로부터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

법은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은 디지털 인증서를 수신하도

록 구성된 디지털 인증서 로더 모듈(digital certificate loader module), 디지털 인증서가 디지털 인증서 로더 모듈에 의해

수신된 후에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제1 데이터 스토어 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제1 데이터 스토어 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

지 않은 경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제1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도록 구성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 모듈

(digital certificate information injector module)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이동 통신 장치에 저장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이동 통신 장치에서 수신하는 단계,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이동 통신 장치 내의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

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와 비교하는 단계, 및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포함

하도록 메모리 스토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메시징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메시징 시스템 및 보안 이메일 메시지 교환을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을 갖는 이동 장치의 블록도.

도 4는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에 저장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에 따라 메시지를 생성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6은 디지털 인증서 관련 이벤트에 기초하여 디지털 인증서 관련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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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의 구조 블록도.

도 8은 무선 이동 통신 장치의 블록도.

도 9는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10은 대체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11은 다른 대체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실시예

보안 메시지는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및 사용자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되거나,

암호화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메시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안 메시지는 메시지 송신자에 의해 서명되거

나, 암호화되거나, 암호화된 다음에 서명되거나, 또는 서명된 다음에 암호화되거나 한 메시지일 수 있다. 이들 동작은 S/

MIME(Secure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표준 등의 공지의 표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도 1은 메시징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많은 서로 다른 메시징 시스템 토폴로지가 있으며, 도 1에 도시된 시스템은 본 명세서

에 기술된 시스템 및 방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시스템(10)은 컴퓨터 시스템(14),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 및 회사 LAN(18)이 연결되어 있는 원거리 통신망(WAN)

(12)을 포함한다.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는 또한 무선 이동 통신 장치(22)(본 명세서에서 이후에 주로 이동 장치라

고 함)가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20)에도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14)은 WAN(12)에 연결하도록 구성된 데스크톱 또는 랩톱 PC를 나타낸다. WAN(12)은 사설망 또는 인터

넷 등의 보다 대규모의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일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14) 등의 PC는 통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자(ASP) 등을 통해 인터넷에 액세스한다.

회사 LAN(18)은 네트워크 기반 메시징 클라이언트의 예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회사 LAN(18)은 통상 보안 방화벽(24)

후방에 위치한다. 회사 LAN(18) 내에는 방화벽(24) 내의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메시지 서버(26)가 있으며, 이 메시지

서버는 LAN(18) 내에서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 및 WAN(12)을 통해 다른 외부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

둘다를 위해 회사의 메인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한다. 가장 통상적인 메시지 서버(26) 중 2개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

지 및 로터스 도미노 서버 제품이다. 이들 서버는 종종 메일을 라우팅하고 전달하는 인터넷 메일 라우터와 연계하여 사

용된다. 메시지 서버(26)는 단지 메시지 전송 및 수신을 넘어서 확장되어, 캘린더, 할 일 목록, 작업 목록, 이메일 및 문서화

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미리 정의된 데이터베이스 포맷을 갖는 동적 데이터베이스 저장 엔진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메시지 서버(26)는 LAN(18) 내의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28)에 메시징 기능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LAN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28)으로서 도시된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들 각각은 메시징 기능을 위해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등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구현한다. 네트워크(18)에서, 메시

지는 메시지 서버(26)에 의해 수신되고, 수신된 메시지에 주소 지정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의 적당한 우편함으로 분배되며,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28) 내의 컴퓨터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LAN(18) 내의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컴퓨터 시스템(28) 상에서 동작하고 있지만, 또한 전자 메시징 기능을 갖는 핸드헬드 장치 및 기타의 시스템 및 장치와 연

계하여 공지의 메시징 클라이언트도 있다. 메시지 서버(26)와 같이, 메시징 클라이언트도 부가의 비메시징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는 무선 네트워크(20)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메시지가 이동 장치(22)와 교

환될 수 있다. 이동 장치(22)의 주소 지정, 무선 전송을 위한 메시지의 인코딩 또는 다른 방식의 변환, 및 임의의 다른 요구

되는 인터페이스 기능 등의 기능이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에 의해 수행된다.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가 2개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20)와 연계하여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는 또한 주어진 사

용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가장 유망한 네트워크를 결정하고 사용자들이 국가 또는 네트워크간을 로밍할 때 그 사용자

들을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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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12)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를 통해 이동 장치(22)와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 무선 가상 사설망(VPN) 라우터 등의 사설 무선망 게이트웨이는 또한 무선 네트워크(20)

등의 무선 네트워크로의 전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AN(18)에 구현된 무선 VPN은 무선

네트워크(20)를 통해 LAN(18)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로의 전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20)를 통해 무선 장치로의 이러한 전용 인터페이스는 메시지 서버

(26)와 함께 동작하는 메시지 포워딩 또는 리디렉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LAN(18) 외부의 개체들로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에서, 메시지 서버(26)에 의해 수신되어 이동 장치(22)를 갖는 사용자에게로 어드레싱된 착

신 메시지는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무선 VPN 라우터, 게이트웨이(16) 또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20) 및 사용자의 이동 장치(22)로 리디렉션된다. 메시지 서버(26) 상에서 동작하는 예시적인 리디렉터 시스템은

발명의 명칭이 "SYSTEM AND METHOD FOR PUSHING INFORMATION FROM A HOST SYSTEM TO A MIBILE

DATA COMMUNICATION DEVICE HAVING A SHARED ELECTRONIC ADDRESS"(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공유 전자

주소를 갖는 이동 데이터 통신 장치로 정보를 푸시하는 시스템 및 방법)인 미국 특허 제6,219,694호에 개시된 유형일 수

있으며, 여기에 인용함으로써 그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무선 네트워크(20)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는 통상 무선 네트워크(20) 내의 기지국과 이동 장치 사이의 RF 전송

을 통해 이동 장치(22) 등의 이동 장치로 또는 이동 장치로부터 전달된다. 현재의 무선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수천명의

가입자들에게 서비스하며, 각각의 가입자는 이동 장치를 가지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20)는 데이터 중심 무선 네트워크,

음성 중심 무선 네트워크 및/또는 동일한 물리적 기지국을 통해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둘다를 지원할 수 있는 듀얼 모드 네

트워크 등의 많은 서로 다른 유형의 무선 네트워크 중 하나일 수 있다. 듀얼 모드 네트워크는 최근에 개발된 코드 분할 다

중 접속(CDMA) 네트워크, GSM(Groupe Special Mobile 또는 Global System for Moible Communications) 및 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그리고 EDGE(Enhanced Data rates for Global Evolution) 및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s) 등의 장래의 3세대(3G) 네트워크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GPRS는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운영되는 GSM 무선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오버레이이다. 이들 예시적인 무선 네트워

크 이외에, 다른 무선 네트워크도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 중심 네트워크의 다른 예는 Mobitex 무선 네트워크("Mobitex") 및 DataTAC 무선 네트워크("DataTAC")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음성 중심 데이터 네트워크의 예는 CDMA, GSM 및 TDMA 등의 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s)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이동 장치(22)는 데이터 통신 장치, 음성 통신 장치, 또는 음성, 데이터 및 다른 유형의 통신이 가능한 다중 모드 장치일 수

있다. 예시적인 이동 장치(22)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도 8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한다.

아마도 현재 사용중인 가장 통상적인 유형의 메시징은 이메일이다. 표준 이메일 시스템에서, 이메일 메시지는 이메일 송신

자에 의해 아마도 메시지 서버 및/또는 서비스 제공업자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하나 이상의

메시지 수신자로 라우팅된다. 이메일 메시지는 통상적으로 암호화되지 않고 전송되고 종래의 SMPT(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RFC822 헤더 및 MIME 보디 부분을 사용하여 이메일 메시지의 포맷을 정의한다. 이상에서 간략히

기술한 바와 같이, 주소 지정된 메시지 수신자로 라우팅되는 메시지는 이동 장치로 리디렉션될 수 있다. 무선 링크가 유선

연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보안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지는 종종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을 위해 암호화된

다. 전체적인 메시지 보안은 또한 보안 전송 메카니즘이 메시지 송신자와 각각의 수신자 사이에도 사용되는 경우 향상될

수 있다.

최근에, 이메일 메시지 등의 메시지의 콘텐츠 및 무결성 둘다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메시징 기술이 개발되었다. S/MIME

및 Pretty Good Privacy (PGP )은 데이터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및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서명

을 제공하고 또 메시지 수신자에 의한 송신자 인증을 제공하는 2가지 공개 보안 이메일 메시징 프로토콜이다.

도 2는 메시징 시스템 및 보안 이메일 메시지 교환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의 메시징 시스템은 이메일 송신기(30) 및 이

동 장치(22)에서 동작하는 2개의 메시징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예시적인 이메일 메시지 교환에 관여하는 컴포넌트를 나

타낸다. 많은 다른 컴포넌트가 전체 메시징 시스템에 존재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송신기(30)로부터 수신기, 즉 이동 장치

(22)로 라우팅하는 데 관여할 수 있지만, 도면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 2에는 도시하지 않았다. 도 2는 또한 암호화되고

서명된 메시지를 보안 메시지의 일례로서 나타내고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은 또한 다른 유형의 보안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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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역시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는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적용할 수 있다.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디폴트 구성 설정 또는 송

신기 시스템에서의 사용자에 의한 메시지별 선택(per-message selection)에 응답하여 예를 들어 보안 또는 비보안 메시

지를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2의 시스템은 WAN(32)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이메일 송신기(30)를 포함한다. 무선 게이트웨이(34)는 이동 장치(22)

가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무선 네트워크(36)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메일 송신기(30)는 예를 들어 도 1의 컴퓨터 시스템(14) 등의 PC이거나 컴퓨터 시스템(28) 등의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

일 수 있다. 이메일 송신기(30)는 또한 이메일 메시지가 작성되고 전송될 수 있는 이동 장치일 수 있다. WAN(32), 무선 게

이트웨이(34), 무선 네트워크(36) 및 이동 장치(22)는 도 1의 유사한 도면 부호가 부기된 컴포넌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

다.

S/MIME 및 PGP 등의 보안 메시징 방식에 따르면, 메시지(40)는 이메일 송신기(30)에 의해 선택된 1회용 세션키(one-

time session key)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세션키는 메시지 보디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고, 이어서 그 자체는 그 메시지

가 전송되어질 각각의 주소 지정된 메시지 수신기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이와 같이 암호화되면, 메시지(40)는

암호화된 메시지 보디(44) 및 암호화된 세션키(46)를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의 메시지 암호화 방식에서, 이메일 송신기

(30) 등의 메시지 송신기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송되어지는 각각의 개체의 공개키에 액세스해야만 한다.

이메일 송신기(30) 등의 보안 이메일 메시지 송신기는 통상 메시지의 다이제스트를 받아서 송신기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그 다이제스트에 서명함으로써 메시지에 서명한다. 다이제스트는 예를 들어 체크섬, CRC(순환 중복 검사), MD5

(Message Digest Algorithm 5) 등의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SHA-1(보안 해싱 알고리즘 1) 등의 해시 알고리즘, 또는 어

떤 다른 양호하게는 비가역성 동작을 메시지에 대해 수행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예에서, 암호화된 메시

지 보디(44) 및 암호화된 세션키(46) 둘다는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 다이제스트는 이어서 송신기의 비밀

키를 사용하여 이메일 송신기(30)에 의해 서명된다. 서명 비밀키는 다이제스트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다이제스트에 대해

예를 들어 암호화 또는 다른 변환 동작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다이제스트 및 다이제스트 서명을 비롯한 디지털 서명은

이어서 도면 부호 4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송출 메시지에 첨부된다. 송신기의 공개키 및 하나 이상의 디지털 서명과 함께 그

공개키에 연계된 송신기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송신기의 디지털 인증서와, 아마도 임의의 연쇄 디지털 인증서와 송신기

의 디지털 인증서 및 임의의 연쇄 디지털 인증서와 관련된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도 보안 메시지(40)에 부착될

수 있다.

S/MIME에서, 디지털 서명은 물론 임의의 디지털 인증서 및 CRL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 2에 도시한 메시지의 시작에 위

치하고 있다. 다른 보안 메시징 방식에 따른 메시지는 메시지 컴포넌트들을 도시된 것과는 다른 순서로 배치할 수 있거나

부가의 및/또는 서로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안 메시지(40)는 아마도 서명될 수는 있지만 그 대부

분이 일반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적어도 어드레싱 및 아마도 다른 헤더 정보를 포함한다.

보안 이메일 메시지가 이메일 송신기(30)로부터 전송될 때, 그 메시지는 WAN(20)을 통해 무선 게이트웨이(34)로 라우팅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메일 송신기(30)는 메시지(40)를 직접 무선 게이트웨이(34)로 전송할 수 있거나 메시지(40)는

그 대신에 이동 장치(22)와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달된 다음에 무선 게이트웨이(34)를 통해 이동 장치(22)로 리디렉

션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 메시지는 무선 네트워크(36)를 거쳐 무선 VPN 라우터를 통해 이동 장치(22)로 라우팅 또는

리디렉션될 수 있다.

이러한 서명된 메시지의 수신기, 즉 도 2에 도시된 예에서 이동 장치(22)는 디지털 서명(42)을 검증할 수 있다. 디지털 서

명(42)을 검증하기 위해, 이동 장치는 메시지 송신기에 의해 사용되는 서명 생성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디지털 서명 검사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이 디지털 서명 검사 알고리즘은 메시지 헤더 또는 디지털 서명(42) 및 송신기의 공개키에 지정되어

있을 수 있다. 보안 메시지가 송신기의 디지털 인증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송신기의 공개키는 그 디지털 서명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송신기의 공개키는 예를 들어 공개키가 송신기로부터의 이전의 메시지로부터 추출되어 수신기의 로컬 스

토어 내의 키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거나 송신기의 디지털 인증서가 로컬 스토어에 또는 공개키 서버(Public Key Server,

PKS)로부터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대신에 로컬 스토어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PKS는 통상 인증 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과 관련된 서버이며, 개체의 공개키를 포함한 개체의 디지털 인증서는 이 인증 기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

다. PKS는 도 1의 LAN(18) 등의 회사 LAN 내에 또는 WAN(32), 인터넷, 또는 메시지 수신기가 PKS와 통신을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네트워크나 시스템 상의 어느 곳에라도 존재할 수 있다.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및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을 수 있지만, 송신기는 그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원본

메시지에 서명한다. 따라서, 원본 메시지를 변경하는 개체는 송신기의 공개키로 검증될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을 생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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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전송된 메시지가 송신기에 의해 서명된 후에 그 메시지가 공격자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송신기의 공개키에 기초한

디지털 서명 검증은 실패한다. 이들 수학적 연산은 보안 메시지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메시지가 송신기에

의해 서명되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았음과 그 메시지가 메시지의 "From" 필드에 표시된 사람에 의해 서명되

었음을 보장한다.

디지털 서명(42)이 검증된 경우나, 때로는 디지털 서명 검증이 실패한 경우까지도, 암호화된 메시지 보디(44)는 디스플레

이 또는 추가 처리될 수 있기 전에 복호화된다. 메시지 수신기는 그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세션키(46)을 복호화하

고, 이어서 복호화된 세션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 보디(44)를 복호화하고 그에 따라 원본 메시지를 복원한다. 복호

화는 일반적으로 패스워드(password) 또는 패스프레이즈(passphrase)의 입력 등의 사용자 측에서의 동작을 필요로 한

다. 통상적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수신측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그의 암호화된 형태로만 저장되어진다. 이 메시지가 디스

플레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질 때마다, 그 메시지는 먼저 복호화된다. 당업자라면 개체가 서명 비밀/공개키쌍 및

암호화 비밀/공개키쌍 등의 2개 이상의 관련 암호키쌍을 가질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이동 장치(22)는 하나의 비

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 보디(44)를 복호화할 수 있고, 별도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송출 보안 메시지에 디지털적

으로 서명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수신기로 어드레싱되는 암호화된 메시지는 수신기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었던, 각각의 수신기에 대한

암호화된 버전의 세션키를 포함한다. 각각의 수신기는 동일한 디지털 서명 검증 동작을 수행하지만, 암호화된 세션키 중

다른 것을 그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복호화한다.

따라서, 보안 메시징 시스템에서, 송신측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송되어지는 임의의 수신기의 공개키

에 액세스해야만 한다. 수신측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송신기의 공개키를 검색할 수 있어야만 하며, 이 공개키는 서명된 메

시지 내의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가지 메카니즘을 통해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이용가능할 수 있다.

공개키는 통상 디지털 인증서에 제공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의의 특정의 개체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개

체의 공개키 및 디지털 서명과 함께 그 공개키에 연계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S/MIME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X.509 디지털 인증서를 비롯한, 몇가지 유형의 디지털 인증서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PGP는 약간 다른 포맷을 갖

는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한다. 독점적 표준에 따른 디지털 인증서 등의 다른 디지털 인증서도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 내의 디지털 서명은 디지털 인증서의 발행자에 의해 생성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메시지 수신기

에 의해 검사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는 만료 시간 또는 유효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디지털 인증서가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디지털 인증서의 유효성의 검증은 또한 디지털 인증서 연쇄를 통한 인증

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디지털 인증서 및 사용자의 디지털 인증서가 진짜임을 검증

하기 위한 다른 디지털 인증서를 포함한다. 디지털 인증서는 또한 디지털 인증서가 무효화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해

CRL와 대조하여 검사될 수 있다.

특정의 개체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 내의 디지털 서명이 유효한 경우, 그 디지털 인증서는 만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았으

며, 디지털 인증서 또는 연쇄 디지털 인증서의 발행자가 신뢰되고, 디지털 인증서 내의 공개키는 디지털 인증서의 발행 대

상이 되었던 개체(디지털 인증서의 주체라고도 함)의 공개키인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인증서는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몇개의 소스로부터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가 수신된 메시지에 첨부되

어 있는 경우, 그 디지털 인증서는 그 메시지로부터 추출되고 메시징 클라이언트 내의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될 수 있다. 그

렇지 않은 경우, 디지털 인증서는 LAN, 인터넷 또는 요청자와 통신을 설정할 수 있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PKS에 요청되

고 그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다.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PKS가 아닌 다른 소스로부터 디지털 인증서를 로드할 수 있는 것

도 생각된다. 예를 들어, 많은 최신의 이동 장치는 PC와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동 장치를 PC에 연결하여 직렬 포트

또는 USB 포트 등의 물리적 연결을 통해 디지털 인증서를 다운로드함으로써, 디지털 인증서의 공중파 전송(over-the-air

transfer)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연결이 사용자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체에 대한 디

지털 인증서를 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암호화된 메시지가 이들 개체 중 임의의 개체로 전송되어야 할 때 이들 디지털

인증서는 다운로드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이와 유사하게 서명된 메시지가 그로부터 수신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의의 개

체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를 로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들 개체 중 하나가 그의 디지털 인증서를 서명된 메시지에 첨부

하지 않은 경우조차도 디지털 서명이 검증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고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의해 액세스가능할 때, 공지의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는 주체 개체

(subject entity)에 대한 연락처 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는 한 각각의 디지털 인증서의 주체 개체에 대한 연락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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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만 한다. 다수의 디지털 인증서가 이동 장치로 다운로드될 때, 각각의 디지털 인증서와 관련된

연락처 정보의 수작업 입력은 특히 번거로울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 만료 시간 또는 유효 기간 등의 디지털 인증서 내의

다른 정보도 또한 메시징 클라이언트 동작에 중요할 수 있으며, 그의 수작업 입력도 마찬가지로 불편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디지털 인증서 정보는 디지털 인증서가 이동 장치(22)로 로드되어 이동 장치(22) 상의 주소록 또는 유사한

연락처 정보 스토어 또는 아마도 다른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될 때 각각의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추출된다.

도 3은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을 갖는 이동 장치(22)의 블록도이다. 예시적인 이동 장치(22)는 도 8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된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동 장치(22)는 메모리(52), 디지털 인증서 로더

(60), 연락처 정보 주입기(62), 키보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64), 무선 송수신기(66) 및 직렬 또는 USB 포트(68)를 포

함한다. 메모리(52)는 양호하게는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로서의 도 3에 도시한 복수의 서로 다른 저장 영역 또는 데이

터 스토어, 연락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56), 다른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

보 스토어(57),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 영역(58)을 포함한다. 다른 데이터도 또한 메모리(52)에 저장될 수 있다.

메모리(52)는 RAM 또는 플래쉬 메모리 등의 기록가능 스토어로서, 다른 장치 컴포넌트가 그 안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

다.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는 이동 장치(22) 상의 디지털 인증서의 저장에 전용된 저장 영역이다. 디지털 인증서는 디지

털 인증서 스토어(54)에 그 인증서가 수신된 포맷으로 저장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대안으로 스토어(54)에 기록되기 전에

파싱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저장 포맷으로 변환될 수 있다. 주소록(56)은 이동 장치(22)의 사용자와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

는 개체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는 연락처 정보 스토어이다. 주소록은 또한 이동 장치(22)를 사용하여 메시징하기 위

해 사용되는 정보 이외에 또는 그 대신에 물리적 주소, 우편 주소 및 다른 연락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추출된 디지털 인

증서 정보 스토어(57)는 특정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의 보다 간단하거나 보다 빠른 처리 또는 이동 장치(22) 상에 설치된 다

른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지털 인증서 정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된

디지털 인증서로부터의 다른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만료 시간 또는 유효 기간은 디지털 인증서로

부터 추출되고 이동 장치(22)의 사용자에 대한 약속 또는 리마인더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저장된 디

지털 인증서가 만료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사용자에게 표시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 영역(58)은

이동 장치(22) 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메모리(52)에 저장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한

가지 예시적인 예를 나타낸다. 메모리(52)는 또한 도 3에 도시한 것 이외의 다른 장치 시스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모듈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일반적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인증서 로더(60)는 디지털 인증서의 이동 장치

(22)로의 로딩을 관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 장치는 여러가지 소스로부터 디지털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 로더(60)는 따라서 무선 송수신기(66) 및 직렬 또는 USB 포트(68) 등의 통신 모듈에 연결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인증서는 아마도 요청되고 수신된다. 예를 들어, 보안 메시지가 그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가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개체로부터 수신되고 그 개체로 전송될 때, 이동 장치(22)는 무선 송수신기(66)를 통해 PKS에 디지털

인증서를 요청하고 또한 무선 송수신기(66)를 통해 그 요청에 응답하여 디지털 인증서 소스로부터 디지털 인증서를 수신

한다. 직렬 또는 USB 포트(68)는 또한 디지털 인증서를 이동 장치(22)로 다운로드하기 위해 유사한 장비를 갖춘 PC와 연

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양호하게는 새로운 디지털 인증서가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로 저장될 때 그를 검출

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를 모니터링한다. 다른 대안에서, 디지털 인증서 로더(60)는 디지털 인증서가 이동 장

치(22) 상에 로드될 때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에 통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인증서가 디지털 인증

서 스토어(54)로 저장된 것으로 결정할 때,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정보를 추출한다. 연락

처 정보가 추출될 때,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추출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주소록(56)에 새로운 엔트리를 생

성하거나 추출된 연락처 정보를 주소록(56)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함으로써 추출된 연락처 정보를 주소록(56)에 저장

한다.

새로운 주소록 엔트리가 생성되기 전에,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양호하게는 연락처 정보 또는 아마도 그의 어떤

일부가 이미 주소록(56) 내의 엔트리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소록(56)을 검사한다. 예를 들어, 주체 이름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디지털 인증서에 지정되어 있을 때,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주소록(56)에서 이메일 주

소를 검색하고 그 이메일 주소가 주소록(56)에 없는 경우에만 새로운 주소록 엔트리를 생성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 주

체에 대한 엔트리가 주소록(56)에 존재할 때, 추가의 연락처 정보가 디지털 인증서에 제공되어 있고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에 의해 추출되는 경우,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양호하게는 추가의 연락처 정보도 또한 주소록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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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주체가 있는지 기존의 엔트리를 검사한다. 없는 경우, 기존의 엔트리는 양호하게는

추가의 연락처 정보를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함으로써 갱신된다. 따라서,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가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엔트리를 추가하거나 추출된 정보를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함으로써 주소록(56)을 갱신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이와 유사하게 다른 스토어 또는 저장 영역(57)에 저장하기 위해 이동 장치(22) 상에 로

드된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다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에서 간략히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증서가

만료될 때 또는 무효일 때 또는 만료하려고 하거나 무효로 되려고 할 때 이동 장치(22)의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디지

털 인증서는 그 사용자에 대한 약속 또는 리마인더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 만료 또는 유효성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예에서,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양호하게는 디지털 인증서 주체 이름 및 만료 또는 유효성 정

보를 추출하고, 그 주체에 대한 엔트리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 스토어(57)를 검사

한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엔트리, 즉 새로운 리마인더 또는 약속이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사용하여 스토어

(57) 내에 생성된다. 그 주체에 대한 엔트리가 스토어(57)에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엔트리 내의 만료 또는 유효성 정보가

추출된 정보와 동일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될 수 있다. 동일하지 않은 경우,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양호하

게는 추출된 정보로 기존의 엔트리를 갱신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새로운 디지털 인증서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 인

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로드되었을 때 유용하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추출된 정보

를 사용하여 새로운 엔트리를 추가하거나 추출된 정보를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함으로써 스토어(57)를 갱신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 내의 다른 정보는 이와 마찬가지로 추출되어 이동 장치(22) 상의 메모리(52)에 저장될 수 있다. 추출되고 저

장되는 디지털 인증서 정보의 유형은 예를 들어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와 관련된 설정을 설정함으로써 이동 장치

사용자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에 액

세스한다. 저장된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는 특정의 방식은 디지털 인증서가 디지털 인증서 스

토어(54)에 저장되는 포맷에 달려 있다. 디지털 인증서가 수신될 때의 포맷으로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에 저장되어 있

는 경우,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로부터 디지털 인증서를 검색하고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식별되고 추출될 수 있도록 그 디지털 인증서를 파싱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적당한 포맷으로 변환한다. 파싱된 데이터가 디

지털 인증서 스토어(54)에 저장되도록 수신된 디지털 인증서가 디지털 인증서 로더(60)에 의해 파싱되거나 변환된 경우,

다른 데이터 스토어(56, 57) 내의 엔트리에 필드를 배치하기 위해 필요할 때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디지털 인

증서 스토어(54) 내의 파싱된 데이터로부터 관련 정보 필드만을 판독할 수 있다. 후자의 예에서, 디지털 인증서 로더(60)는

디지털 인증서로부터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로 전달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디지털 인

증서 정보 주입기(62)는 이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주소록(56)이나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 스토

어(57)에 저장한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의 구현은 양호하게는 주소록 또는 키보드/UI(64) 등의 입력 수

단을 통한 다른 정보 입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추가의 연락처 정보를 기존의 주소록에 추가하거나 기

존의 주소록 내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주소록 엔트리를 수작업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 키보드/UI(64) 또는 아

마도 다른 입력 장치는 때때로 요구될 수 있는 수작업의 연락처 정보 입력 및 편집을 제공한다.

도 3에는 하나의 메모리(52)가 도시되어 있지만, 이동 장치(22)는 몇 개의 서로 다른 메모리 유닛을 포함할 수 있으며, 따

라서 스토어(54, 56, 57, 58)는 개별적인 메모리 유닛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중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인

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의 전체 동작은 실질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시스템 및 방법은 도 3에 도시된 메모리 구성을 갖는 이동 장치(22)에서의 구현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

를 들어, 추가의 데이터 스토어가 제공되어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추출된 디지

털 인증서 정보 스토어(57)는 연락처 정보 이외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에 대한 스토어의 일반예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증서 정보 추출 및 저장을 위해 더 적은 수의 데이터 스토어가 인에이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지

한가지 유형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 예를 들어 연락처 정보가 자동적으로 저장된다.

디지털 인증서 로더(60) 및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가 도 3에 개별적인 블록으로서 도시되어 있지만, 디지털 인증

서 로더(60) 및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는 단일 소프트웨어 모듈 또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구현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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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은 또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 영역(58) 내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생성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추출된 만료 또는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리마인더 또는 약속을 생성 또는 수정하는 상

기 예에서, 이러한 리마인더 또는 약속은 일반적으로 이동 장치(22) 상의 어젠더 또는 캘린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어진다.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은 또한 이동 장치(22)와는 다른 유형의 시스템에도 적용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스크톱 또

는 랩톱 PC 상에서, 데이터 입력이 이동 장치(22) 상에서보다 더 쉬운 경향이 있지만, 디지털 인증서 정보 추출 및 저장은

시스템 상에 저장된 각각의 디지털 인증서에 대한 수작업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 입력과 관련된 시간 및 노력을 절감해 준

다.

도 4는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본 방법은 단계 70에서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로의 디지

털 인증서의 저장이 검출될 때 등과 같이 디지털 인증서가 장치 상에 로드될 때 시작한다. 단계 72에서, 디지털 인증서 정

보가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추출된다. 데이터 스토어에 중복된 엔트리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호하게는 단계 74

에서 이메일 주소 또는 주체 이름 등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 또는 그의 일부분가 데이터 스토어 내의 엔트리에 이미 존재하

는지에 관한 결정이 행해진다.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이미 데이터 스토어에 존재하는 경우, 단계 75에서 추가의 추출된 디

지털 인증서 정보가 있는 경우 양호하게는 그 정보가 엔트리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의 엔트리가 검사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계 74에서 데이터 스토어 내의 엔트리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서 주체 이름이 사용

될 수 있는 반면, 단계 75에서는 만료 시간 또는 유효 기간 등의 다른 추출된 정보가 이미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의 엔트리가 검사될 수 있다. 단계 77에서, 추가의 추출된 정보가 기존의 엔트리에서 발견되지 않

는 경우, 기존의 엔트리는 추가의 추출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갱신된다.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추출된 정보가 연락처 정보일 때, 단계 79에서 추출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거나 그 정보로 갱신된

주소록 엔트리에서 보안 메시징 플래그가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플래그는 그 연락처에 대해 대응하는 디지털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그 연락처로 메시지를 어드레싱할 때 먼저 외부 디지털 인증서 소스로부

터 그 연락처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를 획득하지 않고 그 연락처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가 수신되어 로드되었는지 및 따라서

보안 메시지가 그 연락처로 전송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 플래그 또는 추가의 플래그 또는 표시자

는 또한 양호하게는 구성가능한 디폴트 보안 메시징 모드에 따라 보안 메시지가 연락처로 전송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다른 대안에서, 보안 메시징 플래그가 설정된 메시지가 연락처로 어드레싱될 때마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평문 모드

(보안 없음), 다중 서명 및/또는 암호화 보안 모드 중 하나를 포함한 메시징 모드를 선택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임의의 기존의 데이터 스토어 엔트리에서 발견되지 않아 그 결과 단계 74에서 부정으로 결정

된 경우, 단계 78에서 자동적으로 새로운 엔트리가 생성되며, 단계 80에서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엔트리 내의 필

드가 배치된다. 단계 8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주소록 엔트리에 대해 보안 메시징 플래그가 설정된다. 이어서, 새

로운 엔트리는 데이터 스토어 내의 임의의 다른 엔트리, 아마도 다른 데이터 스토어 내의 유사한 엔트리에 대해서와 유사

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편집, 삭제, 다른 사용자로의 포워드, 디스플레이 등이 행해질 수 있다. 새로운 주소록 엔

트리의 경우, 새로운 엔트리는 또한 송출 메시지를 어드레싱하거나 수신된 메시지 내의 송신자 주소를 친숙한 이름으로 교

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 5는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에 저장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에 따라 메시지를 생성 및 전송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본 방법은 단계 90에서 시작하여 이동 장치(22)에서 메시지가 생성되어 하나 이상의 수신자로 어드레싱된다.

메시지는 사용자가 주소록 스토어(56)로부터 수작업으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거나 예를 들어 이동 장치(22)에서 이전에

수신된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어드레싱될 수 있다.

단계 92에서, 이동 장치(22)는 메시지가 어드레싱되는 대응하는 개체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

(54)[또는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 스토어(57)]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어드레싱된 수신자와

관련된 보안 메시징 플래그를 검사하거나 또는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 스토어(57)]에서 수

신자의 전자 주소를 검색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계 9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증서 정보 없음 옵션의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된다. 이어서, 단계 96에서 인증서 정보

없음 옵션 중 하나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다. 예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되고 선택적으로 선택되는 인증서 정보 없음

옵션은 단계 9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드레싱된 수신자에게 디지털 인증서를 요청하는 옵션, 단계 100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메시지를 중지하는 옵션, 또는 단계 10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는 옵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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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드레싱된 수신자에게 디지털 인증서를 요청하는 옵션이 선택된 경우, 그 메시지는 이동 장

치(22)에 저장되고, 이동 장치(22)는 디지털 인증서 제공업자에게 그 메시지의 어드레싱된 수신자의 디지털 인증서에 대

한 요청을 전송한다. 디지털 인증서를 수신하면, 사용자는 예를 들어 어드레싱된 수신자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메시지 또는

세션키를 암호화하는 것 등의 몇개의 보안 동작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계 10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지를 중지하는 옵션이 선택된 경우,메시징 동작은 중지되고, 생성된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는다.

단계 10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는 옵션이 선택되면, 그 메시지는 평문으로 전송된다. 물론, 사용자는 비밀

키를 사용하여 그 메시지에 디지털적으로 서명할 수 있으며, 또한 송출 메시지에 사용자의 디지털 인증서를 첨부할 수 있

다.

단계 92에서, 이동 장치(22)가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54)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단

계 104에서 이동 장치(22)는 디지털 인증서가 유효한 디지털 인증서인지를 결정한다. 디지털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

우, 단계 94가 실행되고,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후속하는 단계 96, 단계 98, 단계 100 및 단계 102도 또한 실행

될 수 있다.

단계 104에서 이동 장치가 디지털 인증서가 유효한 디지털 인증서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단계 106에서 이동 장치는 디폴

트 전송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디폴트 전송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계 10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지가 전송된다. 디폴트 전송 플래그의 설정

은 사용자에 의해 수작업으로 행해지거나 자동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디폴트 전송 플래그의 자동 설정은 보안 메시징 플

래그의 설정과 연계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보안 메시징 플래그는 또한 디폴트 전송 플래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디폴트 전송 플래그 및 보안 메시징 플래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개별적인 플래그

이다.

디폴트 전송 플래그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또한 사용자의 비밀키로 그 메시지에 디지털적으로 서명하는 것, 사용

자의 디지털 인증서를 그 메시지에 첨부하는 것, 또는 어드레싱된 수신자의 공개키로 그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 등의 다

른 동작의 실행을 포함할 수 있다.

이동 장치(22)가 디폴트 전송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단계 10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증서 정

보 옵션의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단계 1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증서 정보 옵션 중 하나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

될 수 있다. 예시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되고 선택적으로 선택되는 인증서 정보 옵션은 단계 1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행하는 옵션, 또는 단계 10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 메시지를 전송하는 옵션을 포함한다.

단계 1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행하는 옵션이 선택된 경우, 그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그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의 비밀키로 그 메시지에 디지털적으로 서명하는 것, 그 메시지에 사용자의 디지털 인증서를 첨부하

는 것, 또는 어드레싱된 수신자의 공개키로 그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 등의 하나 이상의 보안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단계 10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는 옵션이 선택되는 경우, 그 메시지는 평문으로 전송된다. 물론, 사용자는

비밀키를 사용하여 그 메시지에 디지털적으로 서명할 수 있으며, 또한 송출 메시지에 사용자의 디지털 인증서를 첨부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또한 사용자가 이동 장치(22)에 이전에 수신된 메시지의 모든 수신자들에 대해 응답할 때 또는

2 이상의 수신자에 새로운 메시지를 어드레싱할 때 등의 단일 메시지의 복수의 수신자에 대해 적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6은 디지털 인증서 관련 이벤트에 기초하여 디지털 인증서 관련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단계 120

에서, 시스템은 디지털 인증서 이벤트의 발생을 검출한다. 디지털 인증서 이벤트는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될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 관련 캘린더 날짜의 발생, 또는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디지털 인증서에의 액세스

등의 디지털 인증서를 수반하는 이벤트 또는 동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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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증서 이벤트가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 이벤트인 경우, 단계 122에서 디지털 인증서 관련 데이터는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되고, 디지털 인증서의 만료일 등의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에 관련한 캘린더 데이터는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저장된다.

디지털 인증서 이벤트가 캘린더 이벤트인 경우, 단계 124에서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은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저장

되어 있는 만료 데이터에 기초하여 디지털 인증서 유효 기간의 만료를 검사한다. 이동 장치가 턴온되고 상주 캘린더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만료 데이터가 있는지 캘린더 데이터를 검사할 때 캘린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거나, 다른 대안에서

캘린더 이벤트는 주어진 만료 데이터에 대한 캘린더 이벤트의 발생일 수 있다. 단계 126에서, 시스템은 캘린더 데이터에

기초하여 (만료로 인해) 무효인 디지털 인증서가 발견되는지를 결정한다. 무효인 디지털 인증서가 발견되는 경우, 사용자

는 단계 128에서 무효인 디지털 인증서를 통지받는다.

디지털 인증서 이벤트가 디지털 인증서 액세스인 경우, 단계 1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은 액세스된 디지털 인증서가

유효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동 장치의 사용자가 메시지를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된 디지털 인증

서와 관련된 주소로 어드레싱할 때, 또는 사용자가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액세스하여 특정의 디지털 인증서를 선택할

때, 디지털 인증서 액세스가 발생할 수 있다. 단계 132에서, 시스템은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

터, 유효성 또는 만료 정보, 즉 예를 들어 CRL에 기초하여 디지털 인증서가 유효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디지털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단계 132에서 사용자는 무효 디지털 인증서를 통지받는다.

도 7은 자동 디지털 인증서 정보 관리자 시스템의 구조 블록도이다. 양호하게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디지털 인증

서 정보 관리자(150)는 이동 장치(22) 상에 저장되어 실행가능하다. 일 실시예에서, 디지털 인증서 정보 관리자(150)는 예

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인증서 로더(60) 및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 및 도 3과 관련하여 기술한 관련 컴포넌트를 포

함한다.

디지털 인증서 정보 관리자(150)는 디지털 인증서 입력 이벤트(152), 디지털 인증서 액세스 이벤트(154), 및 캘린더 이벤

트(156)를 모니터링하고 또 응답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을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인증서 정보 관리자(150)가 디지털 인

증서를 포함하는 메시지(152a)의 수신 또는 저장될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152b)의 수신 등의 디지털 인증서 입력 이벤트

(152)를 검출하는 경우, 대응하는 디지털 인증서 입력 이벤트 기능이 수행된다. 예시적인 대응하는 디지털 인증서 입력 이

벤트 기능은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하는 것, 디지털 인증서에 관련한 메시징 플래그를 설정

하는 것, 또는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또는 주소록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등의 이동 장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갱신하는 것

을 포함한다.

디지털 인증서 정보 관리자(150)가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된 관련 디지털 인증서를 갖는 메시지(154a)를 주소로 어

드레싱하는 것,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154b)에 액세스하여 디지털 인증서를 선택하는 것, 또는 이동 장치 소프트웨어 애플

리케이션(154c)에 의한 디지털 인증서에의 액세스 등의 디지털 인증서 액세스 이벤트(154)를 검출하는 경우, 대응하는 디

지털 인증서 액세스 이벤트 기능이 수행된다. 예시적인 대응하는 디지털 인증서 액세스 이벤트 기능은 디지털 인증서 유효

성 검사 및 새로운 디지털 인증서의 요청, 무효 디지털 인증서의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 또는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 등의 보안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디지털 인증서 정보 관리자(150)가 디지털 인증서 만료 일자의 발생 등의 캘린더 이벤트(156)를 검출하는 경우, 사용자는

디지털 인증서의 만료를 통지받는다.

도 8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시스템 및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장치의 예인 무선 이동 통신 장치의 블록도이다. 이동 장치

(600)는 양호하게는 적어도 음성 및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는 양방향 통신 장치이다. 이동 장치(600)는 양호하게는 인터넷

상의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동 장치에 의해 제공된 기능에 따라, 이동 장치는 데이터 메시징 장

치, 양방향 페이저, 데이터 메시징 기능을 갖는 이동 전화, 무선 인터넷 기기 또는 (전화 기능을 갖거나 갖지 않는) 데이터

통신 장치라고도 불릴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장치는 본 명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간단히 이동 장치라고 한다.

이동 장치(600)는 송수신기(611), 마이크로프로세서(638), 디스플레이(622), 플래쉬 메모리(624),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626), 보조 입/출력(I/O) 장치(628), 직렬 포트(630), 키보드(632), 스피커(634), 마이크로폰(636), 단거리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640), 및 기타 장치 서브시스템(642)을 포함한다. 송수신기(611)는 송신 및 수신 안테나(616, 618), 수

신기(Rx)(612), 송신기(Tx)(614), 하나 이상의 국부 발진기(LO)(613), 및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620)를 포함한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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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쉬 메모리(624) 내에, 이동 장치(600)는 음성 통신 모듈(624A), 데이터 통신 모듈(624B), 및 복수의 기타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복수의 기타 동작 모듈(624N)을 비롯한 마이크로프로세서(638)[및/또는 DSP(620)]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복

수의 소프트웨어 모듈(624A-624N)을 포함한다.

이동 장치(600)는 양호하게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는 양방향 통신 장치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동 장치(600)

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셀룰러 네트워크 중 임의의 것 등의 음성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데이터 네트워

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는 도 8에 통신탑(619)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이들 음성 및 데이터 네

트워크는 기지국, 네트워크 제어기 등의 개별적인 기반구조를 사용하는 개별적인 통신 네트워크일 수 있거나, 이들 네트워

크는 단일 무선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다. 네트워크(619)에 대한 참조는 따라서 단일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와 개별적

인 네트워크들 둘다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통신 서브시스템(611)은 네트워크(619)와 통신하는 데 사용된다. DSP(620)는 통신 신호를 송신기(614) 및 수신기(612)

에 대해 전송 및 수신하는 데 사용되며, 또한 송신기(614) 및 수신기(612)와 제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단일 주파수, 또는 근접해 있는 일련의 주파수에서 일어나는 경우, 단일 LO(613)가 송신기(614) 및 수신기(612)와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 음성 통신과 데이터 통신을 위해 서로 다른 주파수가 이용되는 경우, 네트워크

(619)에 대응하는 복수의 주파수를 생성하기 위해 복수의 LO(613)가 사용될 수 있다. 도 8에 2개의 안테나(616, 618)가

도시되어 있지만, 이동 장치(600)는 단일 안테나 구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음성 및 데이터 정보 둘다를 포함하는 정보

는 DSP(620)와 마이크로프로세서(638) 사이의 링크를 통해 통신 모듈(611)로 또한 그로부터 전달된다.

주파수 대역, 컴포넌트 선택, 전력 레벨 등과 같은 통신 서브시스템(611)의 상세 설계는 이동 장치(600)가 동작하기로 되

어 있는 통신 네트워크(619)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북미 시장에서 동작하기로 되어 있는 이동 장치(600)는 Mobitex 또

는 DataTAC 이동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와 함께 동작하도록 설계되고 또한 AMPS, TDMA, CDMA, PCS 등과 같은 각종

의 음성 통신 네트워크 중 임의의 것과 함께 동작하도록 설계된 통신 서브시스템(611)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 유럽에서 사

용하기로 되어 있는 이동 장치(600)는 GPRS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및 GSM 음성 통신 네트워크와 함께 동작하도록 구성

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것이든 통합된 것이든 다른 유형의 데이터 및 음성 네트워크도 이동 장치(600)와 함께 이용될 수 있

다.

네트워크(619)의 유형에 따라, 이동 장치(600)의 액세스 요건도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obitex 및 DataTAC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이동 장치는 각각의 장치와 관련된 공유의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등록된다. 그렇지만, GPRS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액세스는 가입자 또는 이동 장치(600)의 사용자와 관련되어 있다. GPRS 장치는 일반적으

로 가입자 식별자 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 "SIM")을 필요로 하며, 이 SIM은 GPRS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 장치

(600)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로컬 또는 비네트워크 통신 기능(이 기능이 있는 경우)은 SIM 없이 동작가능할 수 있

지만, 이동 장치(600)는 '911' 긴급 호출 등의 법적으로 요구되는 동작을 제외한, 네트워크(619)를 통한 통신을 수반하는

어떤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임의의 요구되는 네트워크 등록 또는 활성화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동 장치(600)는 양호하게는 음성 및 데이터 신호 둘다

를 포함한 통신 신호를 네트워크(619)를 통해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다. 안테나(616)에 의해 통신 네트워크(619)로부터 수

신된 신호는 수신기(612)로 라우팅되며, 이 수신기는 신호 증폭, 주파수 다운 컨버전, 필터링, 채널 선택, 및 아날로그-디

지털 변환 등의 동작을 제공한다. 수신된 신호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은 DSP(620)를 사용하여 수행될 디지털 복조 및 디

코딩 등의 보다 복잡한 통신 기능을 가능하게 해준다. 유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619)로 전송될 신호는 복조 및 인코딩을

포함하여 예를 들어 DSP(620)에 의해 처리된 다음에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주파수 업 컨버전, 필터링, 증폭 및 안테나

(618)를 통한 통신 네트워크(619)로의 전송을 위해 송신기(614)로 제공된다. 도 8에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둘다를 위해

단일의 송수신기(611)가 도시되어 있지만, 이동 장치(600)는 2개의 개별적인 송수신기, 즉 음성 신호를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제1 송수신기 및 데이터 신호를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제2 송수신기를 포함할 수 있다. 다중 송수신기도 또한 2개 이

상의 통신 네트워크 또는 다중 주파수 대역 내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동 장치에 제공될 수 있다.

통신 신호를 처리하는 것 이외에, DSP(620)는 또한 수신기 및 송신기 제어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수신기(612) 및 송신기

(614)에서 통신 신호에 적용되는 이득 레벨은 DSP(620)에 구현된 자동 이득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적응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다른 송수신기 제어 알고리즘도 또한 송수신기(611)의 보다 복잡한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DSP(620)에 구현될 수 있

다.

마이크로프로세서(638)는 양호하게는 이동 장치(600)의 전체 동작을 관리 및 제어한다. 많은 유형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또

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여기에 사용될 수 있거나, 다른 대안에서 단일 DSP(620)가 마이크로프로세서(638)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적어도 데이터 및 음성 통신을 포함한 저레벨 통신 기능은 송수신기(611) 내의 DSP(620)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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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된다. 음성 통신 애플리케이션(624A) 및 데이터 통신 애플리케이션(624B) 등의 다른 고레벨 통신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프로세서(638)에 의해 실행하기 위해 플래쉬 메모리(624)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성 통신 모듈(624A)은

이동 장치(600)와 복수의 다른 음성 장치 사이의 음성 통화를 네트워크(619)를 통해 전송 및 수신하는 동작을 하는 고레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 모듈(624B)는 이동 장치(600)와 복수의 다른 데이터

장치 사이에서 네트워크(619)를 통해 이메일 메시지, 파일, 오거나이저 정보, 단문 메시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전송 및 수

신하는 동작을 하는 고레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동 장치(600) 상에서, 예를 들어 도 3의 디지털 인증서

로더(60) 및 디지털 인증서 정보 주입기(62)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한 보안 메시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은 전술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통신 모듈(624B)와 연계하여 동작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638)는 또한 디스플레이(622), 플래쉬 메모리(624), RAM(626), 보조 입/출력(I/O) 서브시스템(628),

직렬 포트(630), 키보드(632), 스피커(634), 마이크로폰(636), 단거리 통신 서브시스템(640), 및 일반적으로 도면 부호

642로 표시된 기타 장치 서브시스템들 중 임의의 것 등의 다른 장치 서브시스템과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모듈(624A-

624N)은 마이크로프로세서(638)에 의해 실행되고 사용자와 이동 장치(600) 사이의 고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622)를 통해 제공되는 그래픽 컴포넌트, 및 보조 I/O(628), 키보드(632), 스피커

(634) 또는 마이크로폰(636)을 통해 제공되는 입/출력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도 3에 일반적으로 키

보드/UI(64)로서 표시되어 있다.

도 8에 도시된 서브시스템들 중 어떤 것은 통신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다른 서브시스템은 "상주" 또는 온-디바이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키보드(632) 및 디스플레이(622) 등의 어떤 서브시스템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

해 전송하기 위한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하는 등의 통신 관련 기능 및 계산기 또는 작업 목록 또는 다른 PDA 유형 기능 등

의 장치 상주 기능 둘다를 위해 사용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638)에 의해 사용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양호하게는 플래쉬 메모리(624) 등의 비휘발

성 스토어에 저장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통신 모듈(624A-624N) 이외에, 플래쉬 메모리(624)는 또한 데이터를 저장

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저장 영역은 또한 양호하게는 디지털 인증서, 주소록 엔트리, 리마인더 또는 약

속 정보 및 아마도 다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플래쉬 메모리(624) 내에 제공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특정의 장치 애플리

케이션 또는 모듈, 또는 그의 일부는 일시적으로 보다 빠른 동작을 위해 RAM(626) 등의 휘발성 스토어에 로드될 수 있다.

게다가, 수신된 통신 신호는 또한 플래쉬 메모리(624)에 위치하는 파일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RAM(626)에 저장될 수 있다.

듀얼 모드 장치(600)에 로드될 수 있는 예시적인 애플리케이션 모듈(624N)은 캘린더 이벤트, 약속, 및 작업 항목 등의

PDA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 정보 관리자(personal information manager, PIM)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모듈은 이동 장

치(600)의 사용자에게 디지털 인증서 만료 또는 유사한 리마인더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추출되어 적당한

데이터 스토어에, 예를 들어 플래쉬 메모리(624) 또는 RAM(626)에 저장된 만료 또는 유효 기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듈(624N)은 또한 전화 통화, 음성 메일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음성 통신 모듈(624A)과 상호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이메

일 통신 및 다른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통신 모듈(624B)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 음성 통신

모듈(624A) 및 데이터 통신 모듈(624B)의 기능 모두는 PIM 모듈 내에 통합될 수 있다.

플래쉬 메모리(624)는 양호하게는 PIM 데이터 항목을 장치 상에 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제공한

다. PIM 애플리케이션은 양호하게는 단독으로 또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모듈(624A, 624B)와 연계하여 무선 네트워크

(619)를 통해 데이터 항목을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한다. PIM 데이터 항목은 양호하게는 무선 네트워크(619)

를 통해 원활하게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대응하는 일련의 데이터 항목과 통합, 동기화 및 그

것으로 갱신되며, 그에 따라 특정의 사용자와 관련된 데이터 항목을 위한 미러 시스템을 생성한다.

플래쉬 메모리(624)로서 도시되어 있지만, 당업자라면 예를 들어 배터리 백업 RAM 등의 다른 유형의 비휘발성 스토어가

플래쉬 메모리(624) 대신에 또는 그에 부가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동 장치(600)는 또한 이 이동 장치(600)를 인터페이스 크레이들(interface cradle)에 배치함으로써 수작업으로 호스트

시스템과 동기화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 크레이들은 이동 장치(600)의 직렬 포트(630)를 호스트 시스템의 직렬 포트에

연결시킨다. 직렬 포트(630)는 또한 사용자가 외부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 설정(preference)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설치를 위해 다른 애플리케이션 모듈(624N)을 다운로드하며,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증서

를 장치 상으로 로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선 다운로드 경로는 암호화 키를 장치 상으로 로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무선 네트워크(619)를 통해 암호화 정보를 교환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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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의 애플리케이션 모듈(624N)은 네트워크(619)를 통해, 보조 I/O 서브시스템(628)을 통해, 직렬 포트(630)를 통해, 단

거리 통신 서브시스템(640)을 통해, 또는 임의의 다른 적당한 서브시스템(642)을 통해 이동 장치(600) 상으로 로드되어

사용자에 의해 플래쉬 메모리(624) 또는 RAM(626)에 설치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유연성은 이

동 장치(600)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향상된 온-디바이스 기능, 통신 관련 기능 또는 이 둘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안 통신 애플리케이션은 전자 상거래 기능 및 다른 이러한 재무 거래가 이동 장치(600)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동 장치(600)가 데이터 통신 모드에서 동작하는 때, 텍스트 메시지 또는 웹 페이지 다운로드 등의 수신된 신호는 송수신

기(611)에 의해 처리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638)에 제공되며, 이 마이크로프로세서(638)는 양호하게는 수신된 신호를 디

스플레이(622)로 또는 다른 대안에서 보조 I/O 장치(628)로 출력하기 위해 추가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PKS에 대한 요청

에 응답하여 송수신기(611)에 의해 수신되거나 또는 보안 메시지에 첨부된 디지털 인증서는 이 디지털 인증서가 아직 저

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플래쉬 메모리(624) 내의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추가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여 플래쉬 메모리(624) 내의 하나 이상의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처리된다. 공지

의 드보락(DVORAK) 방식 등의 다른 방식의 완전한 영숫자 키보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동 장치(600)의 사용자는 또한

양호하게는 쿼티(QWERTY) 방식으로 배열된 완전한 영숫자 키보드인 키보드(632)를 사용하여 이메일 메시지 등의 데이

터 항목을 작성할 수 있다. 이동 장치(600)로의 사용자 입력은 썸휠 입력 장치(thumbwheel input device), 터치패드, 각

종의 스위치, 로커 입력 스위치(rocker input switch)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복수의 보조 I/O 장치(628)를 사용하여 추가로

향상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작성된 데이터 항목은 이어서 통신 네트워크(619)를 거쳐 송수신기(611)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이동 장치(600)가 음성 통신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때, 이동 장치(600)의 전체 동작은 수신된 신호가 양호하게는 스피커

(634)로 출력되고 전송을 위한 음성 신호가 마이크로폰(636)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모드와

유사하다. 게다가, 전술한 보안 메시징 기술은 반드시 음성 통신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성 메시지 기록 서브시

스템 등의 대안의 음성 또는 오디오 I/O 서브시스템도 또한 이동 장치(600) 상에 구현될 수 있다. 음성 또는 오디오 신호

출력이 양호하게는 주로 스피커(634)를 통해 달성되지만, 디스플레이(622)도 또한 호출측 당사자의 식별자의 표시, 음성

호출의 기간, 또는 다른 음성 호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638)는 음성

통신 모듈(624A)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착신 음성의 호출자 식별 정보를 검출하고 이를 디스플레

이(622) 상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단거리 통신 서브시스템(640)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스템 및 장치와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적외선 장치 및 관련 회로

및 컴포넌트 또는 블루투스 모듈 또는 802.11 모듈 등의 단거리 무선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당업자라면 "블루투

스" 및 "802.11"이 각각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및 무선 LAN에 관련한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로부터 입수가능한 일련의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것임을 잘 알 것이

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시스템 및 방법의 변형례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이동 통신 장치가 도 3 및 도 5에 도시되

어 있고 하나의 가능한 메시징 클라이언트로서 기술되고 있지만,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시스템 및 방법은 또한 데스크톱 및

랩톱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및 다른 유형의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다른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 구

현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은 또한 구성가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 스토어 엔트리가 메시징 클라이언트

의 통신 기능 또는 사용자 환경 설정에 따라 어떤 조건하에서만 생성된다. 예를 들어,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이메일 클라이

언트이지만 디지털 인증서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메시징 동작에 요구되는 정보가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이

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락처 정보 저장 시스템은 새로운 주소록 엔트리가 생성되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9 내지 도 11은 디지털 인증서 정보 저장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는 부가의 통신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도 9는 예시적

인 통신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9에, 컴퓨터 시스템(802), WAN(804), 보안 방화벽(808) 뒤에 있는 회사 LAN

(806), 무선 기반구조(810), 무선 네트워크(812, 814), 및 이동 장치(816, 818)가 도시되어 있다. 회사 LAN(806)은 메시

지 서버(820),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 적어도 복수의 우편함(819)을 포함하는 데이터 스토어(817), 인터페이스 또는 커

넥터(826)로의 물리적 연결(824) 등을 통해 이동 장치로 직접 통신 링크를 갖는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 및 무선

VPN 라우터(832)를 포함한다. 도 9의 시스템의 동작은 메시지(833, 834, 836)를 참조하여 이하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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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802)은 WAN(804)에 연결하도록 구성된 예를 들어 랩톱, 데스크톱 또는 팜톱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은 ISP 또는 ASP를 통해 WAN(804)에 연결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 컴퓨터 시스템(802)은 예를 들어 컴

퓨터 시스템(802)처럼 LAN 또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WAN(804)에 액세스하는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

다. 많은 최신의 이동 장치는 여러 가지 기반구조 및 게이트웨이 구성을 통해 WAN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따라

서 컴퓨터 시스템(802)은 또한 이동 장치일 수 있다.

회사 LAN(806)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중앙의 서버 기반 메시징 시스템의 예시적인 예이다. 회사 LAN(806)은 메시지

용 우편함(819)을 갖는 데이터 스토어(817)는 물론 이동 장치(816, 818)로 전송되거나 그로부터 수신될 수 있는 다른 데

이터 항목을 위한 아마도 추가의 데이터 스토어(도시 생략), 및 회사 LAN(806)과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816, 818) 사이

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 무선 VPN 라우터(832) 또는 아마도 다른 컴포넌트 둘다를 호스팅

한다는 점에서 "호스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호스트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로서, 그

곳에, 그와 함께 또는 그와 연계하여 무선 커넥터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다. 회사 LAN(806)은 호스트 시스템의 하나의 양

호한 실시예이며, 그 안에서 호스트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보안 방화벽(808) 뒤에서 동작하고 그에 의해 보호되는 회사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운영되는 서버 컴퓨터이다. 다른 가능한 중앙 호스트 시스템은 ISP, ASP, 및 다른 서비스 제공업자

또는 메일 시스템을 포함한다.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 및 인터페이스/커넥터(826)가 이러한 호스트 시스템 외부에

위치할 수 있지만, 무선 통신 동작은 이하에 기술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

회사 LAN(806)은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을 관련 무선 통신 지원 컴포넌트로서 구현하며, 이 컴포넌트는 통상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 서버(820)와 함께 동작하도록 작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이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812, 814)를 통해 사용자 선택 정보를 하나 이상의 이

동 장치(816, 818)로 전송하고 그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징 시스템의 별도의 컴포넌트일 수 있거나, 그 대신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다른 통신 시스템 컴포넌트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서버(820)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 그의 일부분 또는 그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또는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방화벽(808) 뒤에 있는 컴퓨터 상에서 운영되는 메시지 서버(820)는 예를 들어 전자 메일, 캘린더 정보, 음성 메일, 전자

문서, 및 다른 PIM 데이터를 비롯한 메시지를 인터넷 등의 WAN(804)과 교환하기 위한 회사의 메인 인터페이스로서 기능

한다. 특정의 중간 동작 및 컴퓨터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이용되는 특정의 유형의 메시지 전달 메카니즘 및 네트워크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도 9에 도시되어 있지 않다. 메시지 서버(820)의 기능은 메시지 전송 및 수신을 넘어 확장될 수 있으

며,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캘린더, 할 일 목록, 작업 목록, 이메일 및 문서화 등의 데이터에 대한 동적 데이터베이스 저장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 부호 820 등의 메시지 서버는 통상 서버 상에 계정을 갖는 각 사용자에 대한 도면 부호 817 등의 하나 이상의 데이터

스토어에 복수의 우편함(819)을 유지한다. 데이터 스토어(817)는 다수(n개)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우편함(819)을 포함한

다. 사용자, 사용자 계정, 우편함, 또는 사용자, 계정 또는 우편함(819)과 관련된 아마도 다른 주소를 메시지 수신자로 식별

하는 메시지 서버(820)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우편함(819)에 저장된다. 메시지가 다수의 수신자

또는 분배 리스트로 어드레싱되는 경우, 동일한 메시지의 복사본이 2개 이상의 우편함(819)으로 저장될 수 있다. 다른 대

안에서, 메시지 서버(820)는 각 메시지의 단일 복사본을, 메시지 서버(820) 상에 계정을 갖는 사용자 모두가 액세스가능한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할 수 있으며, 포인터 또는 다른 식별자를 각 수신자의 우편함(819)에 저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메시

징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는 이어서 통상 LAN(806)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 등의 PC 상에서 동

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Microsoft Outlook) 또는 로터스 노츠(Lotus Notes) 등의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그의 우편함(819) 및 그의 내용에 액세스한다. 단지 하나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이 도 9에 도시되어 있지만, 당업

자라면 LAN이 일반적으로 많은 데스크톱, 노트북 및 랩톱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함을 잘 알 것이다. 어떤 시스템에서 메시

징 클라이언트가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에 의한 데이터 스토어(817) 및 이 스토어 상에 저장된 우편함(819)에의 직

접 액세스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각각의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통상 메시지 서버(820)를 통해 우편함(819)에 액세스한다.

메시지는 또한 데이터 스토어(817)로부터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 상의 로컬 데이터 스토어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

회사 LAN(806) 내에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메시지 서버(820)와 연계하여 동작한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메시지 서버(820)와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할 수 있거나, 그 대신에 다른 컴퓨터 시스템 상에 구현될 수 있다. 무

선 커넥터 시스템(828)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는 또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메시지 서버(820)와 통합될 수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 및 메시지 서버(820)는 양호하게는 이동 장치(816, 818)로의 정보의 푸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양호하게는 회사 LAN(806)과 관

련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 방화벽(808)을 통해 WAN(804) 및 무선 네트워크(812, 814)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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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거쳐 이동 장치(816, 818) 중 하나 이상으로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계정 및 데이터 스토어(817) 내의

관련 우편함(819)을 갖는 사용자는 또한 도면 부호 816 등의 이동 장치를 가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계정 또

는 우편함(819)을 식별하는 메시지 서버(820)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는 메시지 서버(820)에 의해 대응하는 우편함(819)에

저장된다. 사용자가 도면 부호 816 등의 이동 장치를 갖는 경우, 메시지 서버(820)에 의해 수신되어 사용자의 우편함(819)

에 저장된 메시지는 양호하게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에 의해 검출되고 사용자의 이동 장치(816)로 전송된다. 이러한

유형의 기능은 "푸시" 메시지 전송 기술을 나타낸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그 대신에 우편함(819)에 저장된 항목은

이동 장치를 사용하여 행해진 요청 또는 액세스 동작에 응답하여 이동 장치(816, 818)로 전송되는 것인 "풀" 기술을 사용

할 수 있거나, 또는 두 기술의 어떤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의 사용은 그에 따라 메시지 서버(820)를 포함하는 메시징 시스템이 확장될 수 있게 해주며, 따라

서 각각의 사용자의 이동 장치(816, 818)는 메시지 서버(820)의 저장된 메시지에 액세스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시스템 및 방법이 푸시 기반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푸시 기반 메시징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앞에서 인용례로 언급한

미국 특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푸시 기술은 모든 정보를 이동 장치로 전달하기 위해 무선 관련 인코딩(wireless

friendly encoding), 압축 및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며, 따라서 이동 장치(816, 818)를 포함하도록 회사 방화벽(808)을 효

과적으로 확장한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사 LAN(806)으로부터 이동 장치(816, 818)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몇 개의 경로가 있다. 한

가지 가능한 정보 전송 경로는 인터페이스 또는 커넥터(826)를 사용하여 직렬 포트 등의 물리적 연결(824)을 통하는 것이

다. 이 경로는 예를 들어 이동 장치(816, 818)의 초기화 시에 종종 수행되거나 이동 장치(816, 818)의 사용자가 컴퓨터 시

스템(822) 등의 LAN(806) 내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때에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벌크 정보 갱신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PIM 데이터는 통상 이동 장치(816, 818)가 설치될 수 있는 크레이들에 연결된 직렬 포트 등의 연

결을 거쳐 교환된다. 물리적 연결(824)은 또한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와 관련된 비밀 암호화 또는 디지털 서명키 등

의 비밀 보안키("비밀키")를 포함한 다른 정보 또는 디지털 인증서 및 CRL 등의 다른 비교적 대량의 정보를 데스크톱 컴퓨

터 시스템(822)으로부터 이동 장치(816, 818)로 전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물리적 연결(824) 및 인터페이스 또는 커넥

터(826)를 사용하는 비밀키 교환은 사용자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 및 이동 장치(816, 818)가 모든 암호화된 및/

또는 서명된 메일에 액세스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식별자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

(822) 및 이동 장치(816, 818)는 또한 그에 따라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호스트 시스템(822) 또는 이동 장치

(816, 818)는 메시지 서버(820) 상의 사용자의 우편함 또는 계정으로 어드레싱된 보안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연결을 통한 디지털 인증서 및 CRL의 전송은 그들이 S/MIME, PGP, 및 다른 공개키 보안 방법에 요구되는 데이터

의 대부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사용자 자신의 디지털 인증서, 사용자의 디지털 인증서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

는 디지털 인증서 연쇄, 및 CRL은 물론 다른 사용자의 디지털 인증서, 디지털 인증서 연쇄 및 CRL은 사용자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으로부터 이동 장치(816, 818)로 로드될 수 있다. 다른 사용자의 디지털 인증서 및 CRL의 이동 장치

(816, 818)로의 이러한 로드에 의해 이동 장치 사용자는 그와 보안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다른 개체 또는 사용자를 선

택할 수 있고 또 대량의 정보를 공중망 대신에 물리적 연결을 통해 이동 장치로 사전 로드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보안 메

시지가 이러한 다른 사용자로부터 수신되거나 그로 전송될 때 또는 디지털 인증서의 상태가 하나 이상의 CRL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때 시간 및 무선 대역폭을 절감시켜 준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시스템 및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CRL 기반

상태 검사도 회피될 수 있다.

공지의 "동기화" 유형 무선 메시징 시스템에서, 물리적 경로는 또한 메시지 서버(820)와 관련된 우편함(819)으로부터 이

동 장치(816, 818)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동 장치(816, 818)와 데이터 교환하는 다른 방법은 공중망을 통하는 것,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을 통하는 것, 및 무선

네트워크(812, 814)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것은 무선 VPN 라우터(832)가 네트워크(806)에

서 이용 가능한 경우 이를 필요로 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대안에서는 도면 부호 814 등의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무선 기반구조(810)로의 종래의 WAN 연결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무선 VPN 라우터(832)는 특정

의 무선 네트워크(812)를 통해 무선 장치(816)로 직접 VPN 연결의 생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무선 VPN 라우터(832)는 정

적 어드레싱 방식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812)가 IP 기반 무선 네트워크인 경우, IPV6은 IP

주소를, 네트워크(812) 내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모든 이동 장치(816)에 전용시키기에 충분한 IP 주소를 제공하며, 따라

서 언제라도 정보를 이동 장치(816)로 푸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무선 VPN 라우터(832)를 사용하는 것의 주된 이

점은 그 라우터가 무선 기반구조(810)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용 제품인 VPN 컴포넌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VPN 연결은

이동 장치(816)로 또한 그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TCP/IP 또는 UDP/IP 연결을 사용할 수 있다.

무선 VPN 라우터(832)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통상 인터넷인 WAN(804)으로의 링크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통상 사용되는 연결 메카니즘이다. 이동 장치(816)의 어드레싱 및 임의의 다른 요구되는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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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양호하게는 무선 기반구조(810)가 사용된다. 무선 기반구조(810)는 또한 주어진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결정하고 그 사용자가 국가 또는 네트워크 간을 로밍할 때 그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 도면 부호 812 또는 814 등의 무선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는 통상 기지국과 이동 장치 사이의 RF 전송을

통해 이동 장치로 또한 그로부터 전달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ISDN, 프레임 릴레이 또는 T1 연결을 포함한 무선

네트워크(812, 814)로의 복수의 연결이 제공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812, 814)는 개별적이고 독자적이며 무관한 네트

워크를 나타낼 수 있거나,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동일한 네트워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데이터 중심 무선 네트워크, 음성

중심 무선 네트워크, 및 전술한 것 중 임의의 것 등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기반구조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둘다를 지

원할 수 있는 듀얼 모드 네트워크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서로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어떤 구현에서, 회사 LAN(806)에 2개 이상의 공중망을 통한 정보 교환 메카니즘이 제공될 수 있다. 도 9에서, 예를 들어

메시지 서버(820) 상의 사용자 계정들과 관련된 우편함(819)을 갖는 사용자와 관련된 이동 장치(816, 818)는 서로 다른

무선 네트워크(812, 814) 상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무선 네트워크(812)가 IPv6 어드레싱을 지원하는 경우, 무선

VPN 라우터(832)는 무선 네트워크(812) 내에서 동작하는 임의의 이동 장치(816)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선 네트워크(814)는 Mobitex 네트워크 등의 다른 유형의 무선 네트워크

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는 그 대신에 WAN(804) 및 무선 기반구조(810)로의 연결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814)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이동 장치(818)와 교환된다.

이제부터 컴퓨터 시스템(802)으로부터 전송되어 계정 및 우편함(819) 둘다를 갖거나 메시지 서버(820) 및 이동 장치(816,

818)와 관련된 유사한 데이터 스토어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수신자로 어드레싱된 이메일 메시지(833)의 예를 사용하여 도

9의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그렇지만, 이메일 메시지(833)는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다. 회사 LAN(806) 사이의

다른 유형의 정보의 교환도 양호하게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WAN(804)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802)으로부터 전송된 이메일 메시지(833)는 사용된 특정의 메시징 방식에 따라 완전히

평문일 수 있거나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 및/또는 암호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802)이 S/MIME을 사용하는

보안 메시징을 위해 이용가능한 경우, 이메일 메시지(833)는 서명되거나, 암호화되거나 둘다 행해질 수 있다.

도면 부호 833 등의 이메일 메시지는 이메일 메시지의 포맷을 정의하기 위해 통상 종래의 SMTP, RFC822 헤더 및 MIME

보디 부분을 사용한다. 이들 기술은 모두 당업자라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메일 메시지(833)는 메시지 서버(820)에 도

달하고, 메시지 서버(820)는 그 이메일 메시지(833)를 저장해야만 하는 우편함(819)을 결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메

일 메시지(833) 등의 메시지는 메시지 서버(820)에 의해 특정의 계정 또는 관련 우편함(819)으로 매핑되는 사용자 이름,

사용자 계정, 우편함 식별자, 또는 다른 유형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메일 메시지(833)의 경우, 수신자는 일반적으

로 사용자 계정에 대응하는 이메일 주소 및 따라서 우편함(819)을 사용하여 식별된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양호하게는 하나 이상의 트리거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무선 네트워크(812, 814)를 통해 일

정한 사용자 선택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항목의 일부를 회사 LAN(806)으로부터 사용자의 이동 장치(816, 818)로 전송

하거나 미러링한다. 트리거링 이벤트는 이하의 것, 즉 사용자의 네트워크된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822)에서의 스크린

세이버 활성화, 사용자의 이동 장치(816, 818)의 인터페이스(826)로부터의 분리, 또는 호스트 시스템에 저장된 하나 이상

의 메시지의 전송을 시작하라는 이동 장치(816, 818)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전송된 명령의 수신 중 하나 이상을 포함

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명령의 수신 등의 메시지 서버(820)와 관련된 트

리거링 이벤트, 또는 전술한 스크린 세이버 및 분리 이벤트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822)과 관련된

트리거링 이벤트를 검출할 수 있다. 이동 장치(816, 818)에 대한 회사 데이터로의 무선 액세스가 LAN(806)에서 활성화되

었을 때, 예를 들어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이 이동 장치 사용자에 대한 트리거링 이벤트의 발생을 검출할 때,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 항목이 양호하게는 사용자의 이동 장치로 전송된다. 이메일 메시지(833)의 예에서, 트리거링 이벤트

가 검출된 것으로 가정하면, 메시지 서버(820)에 메시지(833)가 도달한 것은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에 의해 검출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메시지 서버(820)와 관련된 우편함(819)을 모니터링하거나 그에 질의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거나, 또는

메시지 서버(820)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인 경우,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MAPI(Microsoft Messaging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동

기 통지(advise syncs)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메시지가 우편함(819)으로 저장될 때 통지를 수신하게 된

다.

이메일 메시지(833) 등의 데이터 항목이 이동 장치(816, 818)로 전송되어야 할 때,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은 양호하게

는 이동 장치(816, 818)에 투명하도록 데이터 항목을 재포장(repackage)하며, 따라서 이동 장치(816, 818)로 전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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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의해 수신되는 정보는 도 9의 호스트 시스템, LAN(806) 상에 저장되어 액세스가능한 정보와 비슷하게 보인다. 한가

지 양호한 재포장 방법은 무선 네트워크(812, 814)를 통해 전송될 수신된 메시지를, 그 메시지가 전송되어질 이동 장치

(816, 818)의 무선 네트워크 주소에 대응하는 전자 봉투로 래핑(wrap)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대안에서, 특수 TCP/IP

래핑 기술 등의 다른 재포장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양호하게는 이러한 재포장의 결과 이동 장치(816, 818)로부터 전송된

이메일 메시지가 이동 장치로부터 작성되어 전송된 것임에도 그 이메일 메시지가 대응하는 호스트 시스템 계정 또는 우편

함(819)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인다. 이동 장치(816, 818)의 사용자는 그에 따라 호스트 시스템 계정 또는 우편함(819)과

이동 장치 사이에서 단일 이메일 주소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메일 메시지(833)의 재포장은 도면 부호 834 및 836에 나타내어져 있다. 재포장 기술은 임의의 이용 가능한 전송 경로

에 대해 유사할 수 있거나 또는 특정의 전송 경로, 즉 무선 기반구조(810) 또는 무선 VPN 라우터(832)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시지(833)는 양호하게는 도면 부호 834에서 재포장되기 전에 또는 그 후에 압축되고 암호화되며,

그에 따라 이동 장치(818)로의 보안 전송을 제공한다. 압축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요구되는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반면,

암호화는 임의의 메시지 또는 다른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이와 반대로, 무선 VPN 라우터(832)를 통해 전송된 메시지

는 압축만 되고 암호화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선 VNP 라우터(832)에 의해 설정된 VPN 연결이 본질적으로 안전

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메시지는 비표준 VPN 터널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에서의 암호화 또

는 예를 들어 VPN 유사 연결, 또는 무선 VPN 라우터(832)를 통해 이동 장치(816, 818)로 안전하게 전송된다. 이동 장치

(816, 818)를 사용하여 메시지에 액세스하는 것은 따라서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을 사용하여 LAN(806)에 있는 우

편함에 액세스하는 것만큼 안전하다.

재포장된 메시지(834, 836)가 무선 기반구조(810)를 통하거나 무선 VPN 라우터(832)를 통해 이동 장치(816, 818)에 도

달할 때, 이동 장치(816, 818)는 재포장된 메시지(834, 836)로부터 외부 전자 봉투를 제거하고 임의의 요구되는 압축 해

제 및 복호화 동작을 수행한다. 이동 장치(816, 818)로부터 전송되어 하나 이상의 수신자로 어드레싱된 메시지는 양호하

게는 유사하게 재포장되고 아마도 압축되고 암호화되어 LAN(806) 등의 호스트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호스트 시스템은 이

어서 재포장된 메시지로부터 전자 봉투를 제거하고 원하는 경우 그 메시지를 복호화 및 압축 해제하고 그 메시지를 어드레

싱된 수신자로 라우팅할 수 있다.

외부 봉투를 사용하는 다른 목적은 원본 이메일 메시지(833) 내에 어드레싱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동

장치(816, 818)로 정보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외부 봉투가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의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여 어드

레싱되지만, 외부 봉투는 양호하게는 적어도 하나의 주소 필드를 포함한 전체 원본 이메일 메시지(833)를 아마도 압축 및/

또는 암호화된 형태로 캡슐화한다. 이것에 의해 외부 봉투가 제거되어 그 메시지가 이동 장치(816, 818) 상에 디스플레이

될 때, 이메일 메시지(833)의 원래의 "받는 사람"(To), "보내는 사람"(From) 및 "CC" 주소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또한,

재포장에 의해 응답 메시지가 어드레싱된 수신자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동 장치로부터 전송된 재포장된 송출 메시지의 외

부 봉투가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에 의해 제거될 때 "보내는 사람" 필드는 호스트 시스템 상의 이동 장치 사용자의 계정

또는 우편함의 주소를 반영한다. 이동 장치(816, 818)로부터의 사용자의 계정 또는 우편함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이동 장

치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이동 장치가 아닌 호스트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의 우편함(819) 또는 계정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도 10은 무선 통신이 무선 네트워크의 운영자와 관련된 컴포넌트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것인 대안의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802), WAN(804), 보안 방화벽(808) 뒤에 있는 회사 LAN

(807),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 무선 네트워크(811) 및 이동 장치(813, 815)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802),

WAN(804), 보안 방화벽(808), 메시지 서버(820), 데이터 스토어(817), 우편함(819), 및 VPN 라우터(835)는 도 9에서 유

사한 도면 부호가 부기된 컴포넌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렇지만, VPN 라우터(835)가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

(840)와 통신하기 때문에, 도 10의 시스템에서 그 라우터(835)는 꼭 무선 VPN 라우터일 필요는 없다. 네트워크 운영자 기

반구조(840)은 컴퓨터 시스템(842, 852)와 각각 관련되고 무선 네트워크(811) 내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동 장치(813,

815)와 LAN(807) 사이의 무선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준다. LAN(807)에, 복수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42, 852)이

나타내어져 있으며, 그 각각은 인터페이스 또는 커넥터(848, 858)로의 물리적 연결(846, 856)을 갖는다. 무선 커넥터 시

스템(844, 854)은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842, 852) 상에서 또는 그와 연계하여 동작하고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은 우편함(819)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메시지 및 다른 항목 등의 데이터 항목과 아마도 로

컬 또는 네트워크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 항목이 LAN(807)으로부터 이동 장치(813, 815) 중 하나 이상으로 전송

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전술한 무선 커넥터 시스템(828)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도 10에서,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

조(840)는 이동 장치(813, 815)와 LAN(807)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10에 도시한 시스템의

동작은 이동 장치(813, 815)로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의 예시적인 예로서의 이메일 메시지와 관련하여 이하에 기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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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서버(820) 상에 계정을 갖는 하나 이상의 수신자로 어드레싱된 이메일 메시지(833)가 메시지 서버(820)에 의해 수

신될 때, 그 메시지 또는 아마도 중앙 우편함 또는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된 메시지의 단일 복사본에 대한 포인터가 각각의

이러한 수신자의 우편함(819)에 저장된다. 이메일 메시지(833) 또는 포인터가 우편함(819)에 저장되어 있는 때, 그 메시

지는 양호하게는 이동 장치(813, 815)를 사용하여 어드레싱될 수 있다. 도 10에 도시된 예에서, 이메일 메시지(833)는 데

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42, 852) 둘다, 따라서 이동 장치(813, 815) 둘다와 관련된 우편함(819)으로 어드레싱되었다.

당업자라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LAN(807) 및/또는 WAN(804) 등의 유선 네트워크에서 통상 사용되는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도면 부호 811 등의 무선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적당하지 않거나 그

와 호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 통신에서 주된 관심사인 통신 대역폭, 프로토콜 오버헤드, 및 네트워크 지

연시간은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높은 용량 및 속도를 갖는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덜 중요하다. 따라서, 이

동 장치(813, 815)는 통산 데이터 스토어(817)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다.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는 무선 네트워

크(811)와 LAN(807) 사이에 브리지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는 이동 장치(813, 815)가 WAN(804)을 통해 LAN(807)으로의 연결을 설정할 수 있게 해

주며,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811)의 운영자 또는 이동 장치(813, 815)에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자

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풀 기반 시스템에서, 이동 장치(813, 815)는 무선 네트워크 호환 통신 방식, 즉 양호하게는 정보가

기밀 상태로 있어야만 할 때 WTLS(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 무선 전송 계층 보안) 등의 보안 방식 및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브라우저 등의 무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운

영자 기반구조와 통신 세션을 설정한다. 사용자는 이어서 수작업 선택 또는 이동 장치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에서의 사전

선택된 디폴트를 통해 예를 들어 LAN(807)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817) 내의 우편함(819)에 저장되어 있는 임의의 모든

정보 또는 단지 새로운 정보를 요청한다.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는 아직 아무 세션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

를 들어 HTTPS(Secure Hypertext Transfer Protocol, 보안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를 사용하여 무선 커넥터 시스

템(844, 854)과의 연결 또는 세션을 설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와 무선 커넥터 시스템

(844, 854) 사이의 세션은 일반적인 WAN 연결을 통하거나 이용가능한 경우 VPN 라우터(835)를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이

동 장치(813, 815)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는 것과 요청된 정보를 다시 장치로 전달하는 것 사이의 시간 지연이 최소화되어

야 할 때,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 및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은 통신 연결이 일단 설정되었으면 개방된 채

로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10의 시스템에서, 이동 장치 A(813) 및 이동 장치 B(815)로부터 온 요청은 각각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으로 전

송되어진다.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로부터 정보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면,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은 데이

터 스토어에서 요청된 정보를 검색한다. 이메일 메시지(833)의 경우,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은 일반적으로 메시지

서버를 통해서나 또는 직접 우편함(819)에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842, 852)과 연계하여 동작하는 메시징 클라

이언트를 통해 적절한 우편함(819)에서 이메일 메시지(833)를 검색한다. 다른 대안에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은

직접 또는 메시지 서버(820)를 통해 우편함(819) 자체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데이터 스토어, 즉 데이

터 스토어(817)와 유사한 네트워크 데이터 스토어 및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842, 852)과 관련된 로컬 데이터 스토어는 무

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에 의해 액세스가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동 장치(813, 815)에 의해 액세스가능할 수 있다.

이메일 메시지(833)가 컴퓨터 시스템(842, 852) 및 이동 장치(813, 815)와 관련된 메시지 서버 계정 또는 우편함(819)으

로 어드레싱되는 경우, 그 이메일 메시지(833)는 도면 부호 860 및 86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

(840)로 전송되고,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는 도면 부호 864 및 8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이메일 메시지의 복사

본을 각각의 이동 장치(813, 815)로 전송한다. 정보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과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

사이에서 WAN(804) 또는 VPN 라우터(835)로의 연결을 통해 전송된다.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가 서로 다른 프

로토콜을 통해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 및 이동 장치(813, 815)와 통신할 때,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에 의

해 변환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재포장 기술은 또한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과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 사

이에서 및 각각의 이동 장치(813, 815)와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동 장치(813, 815)로부터 전송될 메시지 또는 다른 정보는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먼저 이동

장치(813, 815)로부터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로 전송된다. 이어서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는 우편함

(819)에 저장하고 예를 들어 메시지 서버(820)에 의해 임의의 어드레싱된 수신자로 전달하기 위해 그 정보를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으로 전송할 수 있거나, 다른 대안에서 그 정보를 어드레싱된 수신자로 전달할 수 있다.

도 10의 시스템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풀 기반 동작에 관한 것이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 및 네트워크 운영자 기

반구조는 그 대신에 데이터 항목을 이동 장치(813, 815)로 푸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결합된 푸시/풀 시스템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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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LAN(807)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항목의 리스트 또는 새로운 메시지의 통지

는 이동 장치(813, 815)로 푸시될 수 있으며, 이는 이어서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구조(840)를 통해 LAN(807)에 메시지 또

는 데이터 항목을 요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LAN(807) 상의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이동 장치가 서로 다른 무선 네트워크 내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각

의 무선 네트워크는 도면 부호 840과 유사한 관련된 무선 네트워크 기반구조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다.

도 10의 시스템에서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842, 852)에 대해 개별적인 전용의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이 도시되어

있지만,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 854) 중 하나 이상은 양호하게는 2개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842, 852)과 연계하여 동작

하도록 또는 2개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 스토어 또는 우편함(819)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

어,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은 컴퓨터 시스템(842)과 컴퓨터 시스템(852) 둘다와 관련된 우편함(819)에 액세스할 수 있

다. 이동 장치 A(813) 또는 이동 장치 B(815)로부터의 데이터 항목의 요청은 이어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844)에 의해 처

리된다. 이러한 구성은 각각의 이동 장치 사용자에 대해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42, 852)가 운영되도록 할 필요없이

LAN(807)과 이동 장치(813, 815) 사이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 유용하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은 그 대신에 무

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메시지 서버(820)와 연계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11은 다른 대안의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802), WAN(804), 보안 방화벽(808) 뒤에 있

는 회사 LAN(809), 액세스 게이트웨이(880), 데이터 스토어(882), 무선 네트워크(884, 886), 및 이동 장치(888, 890)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802), WAN(804), 보안 방화벽(808), 메시지 서버(820), 데이터 스토어(817), 우편함(819), 데

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 물리적 연결(824), 인터페이스 또는 커넥터(826) 및 VPN 라우터(835)는 전술한 대응하는 컴

포넌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액세스 게이트웨이(880) 및 데이터 스토어(882)는 LAN(809)에 저장된 데이터 항목에 액

세스할 수 있는 이동 장치(888, 890)를 제공한다. 도 11에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878)은 메시지 서버(820) 상에서 또는

그와 연계하여 동작하지만, 무선 커넥터 시스템이 그 대신에 LAN(809) 내의 하나 이상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

상에서 또는 그와 연계하여 동작할 수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78)은 LAN(809)에 저장된 데이터 항목의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888, 890)로의 전송을 제공한다.

이들 데이터 항목은 양호하게는 데이터 스토어(817) 내의 우편함(819)에 저장된 이메일 메시지는 물론 아마도 데이터 스

토어(817) 또는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스토어 또는 도면 부호 822 등의 컴퓨터 시스템의 로컬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된 다

른 항목을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시지 서버(820) 상에 계정을 갖는 하나 이상의 수신자로 어드레싱되고 메시지 서버(820)에 의해 수신

된 이메일 메시지(833)는 각각의 이러한 수신자의 우편함(819)에 저장된다. 도 11의 시스템에서, 외부 데이터 스토어

(882)는 양호하게는 데이터 스토어(817)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그와 동기화되어 있다. 데이터 스토어(882)에 저장된

PIM 정보 또는 데이터는 양호하게는 호스트 시스템에 저장된 PIM 정보 또는 데이터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정가능하다. 이

러한 특정의 구성에서, 외부 데이터 스토어(882)에 있는 독립적으로 수정가능한 정보는 사용자와 관련된 복수의 데이터

스토어(즉, 이동 장치 상의 데이터, 집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상의 데이터, 회사 LAN에 있는 데이터 등)의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동기화는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 스토어(817) 내의 엔트리가 추가 또는 변경될 때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에, 또는 LAN(809)에서 개시될 때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78)에 의해, 메시지 서버(820) 또는 컴퓨터 시스

템(822)에 의해, 데이터 스토어(882)에서, 또는 아마도 액세스 게이트웨이(880)를 통해 이동 장치(888, 890)에 의해 데이

터 스토어(882)로 전송된 갱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시지(833)의 경우, 이메일 메시지(833)가 수신된 얼마 후에 데이터 스토어(882)로 전송되는 갱신은

메시지(833)가 스토어(817) 내의 어떤 우편함(819)에 저장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이메일 메시지의 복사본은 데이터 스토

어(882) 내의 대응하는 저장 영역에 저장된다. 이메일 메시지(833)가 이동 장치(888, 890)에 대응하는 우편함(819)에 저

장되어 있는 경우, 도 11에서 도면 부호 892 및 894에 나타낸 이메일 메시지의 하나 이상의 복사본은 데이터 스토어(882)

내의 대응하는 저장 영역 또는 우편함으로 전송되어 그곳에 저장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스토어(817) 내의 저장된

정보의 갱신 또는 복사본은 WAN(804) 또는 VPN 라우터(835)로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 스토어(882)로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커넥터 시스템(878)은 HTTP 포스트 요청을 통해 갱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데이터 스토어(882) 내의 자

원으로 포스트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 HTTPS 또는 보안 소켓 계층(SSL) 등의 보안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당업

자라면 LAN(809)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 내의 2 이상의 장소에 저장된 데이터 항목의 단일 복사본이 그 대신에 데이터 스

토어(882)로 전송될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데이터 항목의 이러한 복사본은 이어서 데이터 스토어(882) 내의 2 이상의

장소에 저장될 수 있거나 단일 복사본이 데이터 스토어(882)에 저장될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 항목의 포인터 또는 다른

식별자는 데이터 스토어(882) 내의 각각의 대응하는 장소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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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게이트웨이(880)는 이동 장치(888, 890)에 데이터 스토어(882)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액세

스 플랫폼이다. 데이터 스토어(882)는 WAN(804) 상의 액세스가능한 자원으로서 구성될 수 있고, 액세스 게이트웨이

(880)는 ISP 시스템 또는 WAP 게이트웨이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 장치(888, 890)가 WAN(804)에 연결된다. 무선

네트워크(884, 886)과 호환되는 WAP 브라우저 또는 다른 브라우저는 이어서 데이터 스토어(817)와 동기화되어 있는 데

이터 스토어(882)에 액세스하고 또한 자동적으로 또는 이동 장치(888, 890)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저장된 데이터 항

목을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면 부호 896 및 89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스토어(817)에 저장되었

던 이메일 메시지(833)의 복사본은 이동 장치(888, 890)로 전송된다. 각각의 이동 장치(888, 890) 상의 데이터 스토어는

그에 따라 회사 LAN(809) 상의 데이터 스토어(817)의 우편함(819) 등의 일부분과 동기화된다. 이동 장치 데이터 스토어

에 대한 변경은 이와 유사하게 데이터 스토어(882, 817)에서 반영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들은 청구항에 기재된 본 발명의 구성 요소들에 대응하는 구성 요소를 갖는 구조, 시스템 또는

방법의 예이다. 이러한 서면 기재에 의해 당업자는 마찬가지로 청구항에 기재된 본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대체 구성

요소를 갖는 실시예들을 실시 및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의도된 범위는 청구항의 문언적 표현과 다르지 않은

다른 구조, 시스템, 또는 방법을 포함하며, 또한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와 사소한 차이를 갖는 다른 구조, 시스템 또는 방법

을 더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수신된 디지털 인증서로부터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상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는,

새로운 엔트리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새로운 엔트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스토어는 주소록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새로운 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새로운 엔트리와 관련된 디지털 인증서가 수신되었음을 나

타내기 위해 상기 새로운 엔트리와 관련된 보안 메시징 플래그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3.

수신된 디지털 인증서로부터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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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상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스토어는 주소록을 포함하고,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기존의 엔트리와 관련된 보안 메시징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기존의 엔트리와 관련된 보안 메시징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될 때, 상기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

기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상기 보안 메시징 플래그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는 주체 식별자 및 부가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주체 식별자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주체 식별자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부가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

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부가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부가의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주체 식별자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엔트리

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주체 식별자 및 상기 부가의 디지털 인증

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새로운 엔트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

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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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인증서는 X.509 디지털 인증서인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인증서를 수신할 때 상기 디지털 인증서를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있는 디지털 인증서 스

토어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인증서가 상기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다는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

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상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

하기 위해 상기 디지털 인증서를 파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

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인증서를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있는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는,

파싱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디지털 인증서를 파싱하는 단계; 및

상기 파싱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상기 디지털 인증서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상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파싱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로부터 상기 디

지털 인증서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인증서는 상기 디지털 인증서와 관련된 개체를 식별하는 주체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상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상기 주체 식별자를 추

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주체 식별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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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는,

새로운 엔트리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새로운 엔트리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어드레싱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새로운 엔트리에 액세스하는 단계; 및

상기 새로운 엔트리와 관련된 상기 보안 메시징 플래그에 기초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행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동작은 암호화 동작인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엔트리와 관련된 상기 보안 메시징 플래그에 기초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

행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새로운 엔트리와 관련된 보안 메시징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새로운 엔트리와 관련된 보안 메시징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될 때,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의 사용자에

게 상기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행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

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

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

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어드레싱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기존의 엔트리에 액세스하는 단계; 및

상기 기존의 엔트리와 관련된 상기 보안 메시징 플래그에 기초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행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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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존의 엔트리와 관련된 상기 보안 메시징 플래그에 기초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

행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기존의 엔트리와 관련된 보안 메시징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기존의 엔트리와 관련된 보안 메시징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될 때,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의 사용자에

게 상기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행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는 주체 식별자 및 디지털 인증서 유효성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

계는,

상기 주체 식별자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주체 식별자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될 때, 상기 디지털 인증서

유효성 정보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주체 식별자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새로운 엔

트리를 생성하고 상기 주체 식별자 및 상기 디지털 인증서 유효성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새로운 엔트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주체 식별자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디지털 인증서 유효성 정보를 상

기 데이터 스토어 내의 상기 기존의 엔트리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주체 식별자 및 상기 디지털 인증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디지털 인증서가 무효인지 여부를 결

정하는 단계; 및

디지털 인증서가 무효인 것으로 결정될 때,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의 사용자에게 상기 디지털 인증서가 무효임을 통지하

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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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인증서 유효성 정보는 유효 기간을 정의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

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인증서 유효성 정보는 만료 시간을 정의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

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무선 이동 통신 장치 상에서 구현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

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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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이동 통신 장치이고,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상기 이동 통신 장치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상기 이동 통신 장치 내의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와 비교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가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상기 추출된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포함하

도록 상기 메모리 스토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

와 비교하는 단계는,

상기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와 관련된 디지털 인증서 식별자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인증서 식별자가 상기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기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상기 메모리

스토어를 갱신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털 인증서 식별자가 상기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될 때,

상기 디지털 인증서 식별자를 상기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를 상기 디지털 인증서 식별자와 관련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스토어 내의 보안 메시징 식별자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보안 메시징 식별자를 상기 디지털 인증서 식별자와 관련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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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스토어는 주소록 스토어이고,

상기 디지털 인증서 식별자는 이메일 주소인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장치에서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를 상기 이메일 주소로 어드레싱하는 단계; 및

상기 보안 메시징 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메시징 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해 보안 동작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

는,

상기 보안 메시징 식별자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보안 메시징 식별자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이동 통신 장치의 사용자에게 상기 보안 동작을 선택하도록 요구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된 상기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에 기초하여 디지털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이벤

트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유효성 이벤트의 발생 시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이벤트는 상기 디지털 인증서의 유효 기간의 만료인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

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된 상기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에 기초하여 디지털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이벤

트를 선택하는 단계는,

유효성 이벤트 데이터를 제2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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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효성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제2 메모리 스토어에 주기적으로 액세스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메모리 스토어는 캘린더 이벤트 스토어이고,

상기 유효성 이벤트는 상기 디지털 인증서의 만료인 것인 디지털 인증서 정보를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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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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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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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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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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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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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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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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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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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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