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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와의 교환을 위한 인코딩된메시지를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메시지가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되기 전에 호스트 시스템에서 암호화 및/또는 서명된 메시지를 사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메시지는 메시지 발송 장치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에서 수신된다. 메시지 수신 장치가 대응 무

선 휴대용 통신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이 이루어진다. 대응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를 갖는 각각의 메시

지수신 장치에 대해,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및/또는 인증 특징에 대해 메시지를 수정하도록 처리된다. 처리된 메시

지는 제1 메시지 수신 장치에 대응하는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된다. 본 시스템 및 방법은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로

부터 호스트 시스템에 보내진 메시지를 사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메시지에 대해 인증 및/또는 암호화 처리

가 수행된다. 처리된 메시지는 호스트 시스템을 통해 하나 이상의 수신 장치에 보내질 것이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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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메시지 사전 처리, 메시지 접속기 시스템, e-메일 서버, 인증서 검증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미국 가출원 번호 60/297,681호("An Advanced System and Method for Compressing Secure E-Mail for

Exchange with a Mobile Data Communication Device"라는 명칭으로 2001년 6월 12일자 출원됨)를 그 우선권으로 한

다. 이를 근거로, 이 미국 가출원 번호 60/297,681호의 도면을 포함한 전체 개시 내용이 본 명세서에 통합된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이하 "휴대용 장치")를 수반하는 e-메일 메시지 교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는 휴대용 장치를 수반하는 보안 e-메일 메시지(secure e-mail message)에 관한 것이다.

호스트 시스템과 휴대용 장치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다수의 솔루션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 모두는 원본 메시지

의 단축 버젼을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한되어 있는 무선 휴대용 장치에 배달하기 위해 단순한 인코딩 방법을 따르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포커스와 어텐션의 결함이 있어 S/MIME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배달하는데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 이유는 무선 장치 사용시의 대역폭 및 배터리 한계로 인해 메시지에 대해 어떠한 사전 처리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러

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주요한 문제점은 S/MIME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효율적으로

전송하기에는 그 크기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전체 S/MIME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단지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과도한

양의 메모리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수신에 필요한 시간, 저장에 요구되는 메모리 및 RF 교환을 처리하는데 요구

되는 배터리를 고려해볼 때, 다이렉트 S/MIME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은 보편적인 비지니스 유저에게는 이용 불가능할 것

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무선 네트워크 및 무선 장치에 액세스 가능한 공개키 서버(public key server)가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공개키 암호 연산(public key crypto operations)의 사용이 매우 어려워 공개키 인프라 구조(PKI)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캐싱 연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보안 e-메일 교환의 영역에서는, (1) 휴대용 장치가 휴대용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해 공개키 인프

라 구조(PKI)로부터 공개 암호키를 검색할 수 없다는 점, (2) 서명된 수신 메시지에 대해 공개키를 검색할 수 없다는 점,

(3) 소형 장치에서는 초대형의 인증서 취소 리스트(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s)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 (4)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함께 포함된 복잡한 수한 계산을 저속의 CPU로 수행함에 따라 휴대용 장치에 시간 지연이 야기된다

는 점을 포함한 추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설명하지 않은 그 외의 다른 문제점들로 인해 다른 회사 또는

동료와의 S/MIME-기반 e-메일 메시지 교환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휴대용 장치로 S/MIME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보안 메일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외부의 상대편과 S/MIME 메시지를 교환할 때에 사용자가 더 우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 시스템의 프로세서 파워

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라, 휴대용 장치로 S/MIME 메시지(또는 다른 유형의 보안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보안 메일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본 시스템 및 방법은 휴대용 장치를 가지고 S/MIME 메시지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S/MIME 메시지의 크기를 감소시키거나 및/또는 S/MIME 메시지를 사전 처리하는 등의 상이한 특징을 포함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암호화 및/또는 서명된 메시지를 이 메시지가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되기 전에 호스트 시스템에서 사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될 것이다. 메시지는 메시지 발송 장치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에서 수신된다. 메시지

수신 장치 중의 어떠한 것이 대응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를 갖는지의 여부에 관해 판정된다. 대응하는 무선 휴대용 통신 장

치를 갖는 각각의 메시지 수신 장치에 대해,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및/또는 인증 특징(authentication aspects)에

관해 메시지를 수정하도록 처리된다. 처리된 메시지는 제1 메시지 수신 장치에 대응하는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된

다. 본 시스템 및 방법은 또한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에 전송된 사전 처리 메시지를 포함할 것이다.

이 메시지에 따라 인증 및/또는 암호화 메시지 처리가 수행된다. 처리된 메시지는 호스트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수

신 장치에 전송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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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황에서, 본 시스템 및 방법은 휴대용 장치에 보내지는 전송 데이터를 감소시키기 위해 호스트 시스템에서 서명된

e-메일 메시지를 재배열할 것이다. 그 단계에는 (A) 서명된 e-메일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메시지 수신 장치에 어드레스

지정된 메시지 발송 장치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B) 적어도 하나의 수취인(addressee)이 대응 휴대

용 장치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C) 메시지내의 발송 장치 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 취소 리스트를 재배열하여 이들을

메시지의 끝에 위치시키는 단계와; (D) 발송 장치 서명이 후속되는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E) 인증서

및 인증서 취소 리스트가 휴대 장치 상에 아직 없다면 사용자가 이들 아이템을 요청하도록 인증서 및 인증서 취소 리스트

를 홀딩백하는 단계가 포함될 것이다.

크기 감소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 본 시스템 및 방법은 암호화된 e-메일 메시지를 호스트 시스템에서 재배열하여 수신 장

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먼저 배치되도록 할 것이다. 그 단계에는 (A) 암호화된 e-메일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메시지 수

신 장치에 어드레스 지정된 메시지 발송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와; (B) 적어도 하나의 수취인이 대응 휴대용 장치를 갖

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포함될 것이며; (C) 대응 휴대용 장치를 갖는 각각의 메시지 수신 장치에 대해, 본 시스템 및 방법

은 (1) 특정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와 매치하는 어드레스에 대한 메시지 텍스트와 세션키만을 포함하도록 메시지를 재생성

하고, (2) 원본 메시지에 포함된 다른 세션키는 전송하지 않고 선택된 세션키와 메시지를 전송할 것이다.

사전 처리의 영역에서, 호스트 시스템이 서명된 메시지를 사전 인증하고 사전 처리의 결과를 휴대용 장치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법을 위한 단계에는, (A) 서명된 e-메일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메시지 수신 장치에 어드레스 지정된 메시

지 발송 장치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B) 적어도 하나의 수취인이 대응 휴대용 장치를 갖는지를 확인

하는 단계와: (C) 정상적인 S/MIME 프랙티스를 후속하는 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 취소 리스트를 추출하는 단계와; (D) 필

요한 공개키 정보 및 정상적인 S/MIME 프랙티스(practice)를 사용하여 휴대용 장치 사용자를 대신하여 메시지에 대해 서

명 사전인증을 수행하는 단계와; (E)메시지가 서명된 것인지의 여부와 서명이 검증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와

함께 원본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가 포함될 것이다. 이 플래그는 플래그가 유효한 것인지를 장치가 검증할 수

있도록 발송 장치에 의해 서명될 것이다.

사전 처리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 휴대용 장치 사용자를 대신하여 호스트가 표준 S/MIME로부터 e-메일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방법을 위한 단계에는, (A) 암호화된 e-메일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메시지 수신 장치에

어드레스 지정된 메시지 발송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와; (B) 적어도 하나의 수취인이 대응 휴대용 장치를 갖는지를 확

인하는 단계가 포함되며; (C) 대응 휴대용 장치를 갖는 각각의 메시지 수신 장치에 대해, 본 시스템 및 방법은 (1) 대응 휴

대용 장치에 대한 e-메일 어드레스와 매치하는 개개인의 세션키를 식별하고, (2) 대응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세션키만

으로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 대한 중간 메시지를 생성하고, (3) 암호화된 세션키를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4)

세션키를 휴대 장치에서 해독하고, (5) 해독된 세션키를 호스트 시스템에 반환하고, (6) 반환된 세션키를 사용하여 원본 메

시지 컨텐츠를 해독하고, (7)해독된 메시지를 휴대 장치 사용자에서 보낼 것이다.

이들은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의 다수의 장점 중의 일부일 뿐이다. 전술된 것과는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며 여러 특징부의 변형예도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에 설명되는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도

면과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기본에 대한 예시일뿐 본 발명을 그러한 것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시스템내의 네트워크 요소가 도시되어 있는 무선 데이터 통신 장치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개괄도이다.

도 2는 현재 인터넷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e-메일 교환의 주유형에 대한 도면이다.

도 3은 보안 및 비보안 e-메일 교환에 수반되는 메인 시스템 성분의 개괄도이다.

도 4는 S/MIME 또는 임의의 공개키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메시지를 시스템 및 방법이 어떻게 재배열하는지를

나타내는 개괄도이다.

도 5는 S/MIME 서명 기술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메시지의 크기를 시스템 및 방법이 어떻게 축소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개괄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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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S/MIME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암호화 및 서명되는 메시지의 데이터 크기를 시스템 및 방법이 어떻게 축소시

키는지를 나타내는 개괄도이다.

도 7은 S/MIME 또는 공개키 암호화된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전송하기 전에 시스템 및 방법이 어떻게 사전 처리하는지

의 예를 나타내는 개괄도이다.

도 8은 S/MIME 또는 공개키 암호화된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전송하기 전에 시스템 및 방법이 어떻게 사전 처리하는지

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개괄도이다.

도 9는 S/MIME 서명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전송하기 전에 시스템 및 방법이 어떻게 사전 처리하는지를 나타내는 개괄

도이다.

도 10은 서명 및 암호화된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전송하기 전에 시스템 및 방법이 어떻게 사전 처리하는지를 나타내는

개괄도이다.

도 11은 서명된, 암호화된 또는 서명과 동시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전송하기 전에 시스템 및 방법이 어떻게

사전 처리하는지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흐름도의 연속으로 이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하는 처리에 초점을 둔 흐름

도이다.

도 13은 S/MIME 기술을 사용한 메시지의 서명 및 암호화를 위해 휴대용 장치가 호스트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나

타내고 있는 흐름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과 사용될 수 있는 일례의 무선 데이터 통신 장치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성도이다.

도 15 및 도 16은 휴대용 장치를 수반하는 메시지의 처리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7은 일례의 통신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는 블록도이다.

도 18은 다른 예의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9는 다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실시예

도 1을 참조하면, 샘플 네트워크 구조의 복잡한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본 기술의 당업자라면 수백의 상이한 구조가 가능

하며 선택된 구조는 시스템과 방법이 작동하는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

넷에는 다수의 e-메일 발송 장치와 다수의 인터넷 회사-기반 e-메일 발송 장치가 존재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시

스템 및 방법은 인터넷 등의 "비보안" 네트워크를 통한 회사 또는 지사간에 교환되는 메일의 예를 사용한다. 이것은 본 시

스템 및 방법이 개개인의 보안 e-메일 교환과 같은 회사 설정에서 벗어나 활용될 수 있을 때의 일례의 환경일 뿐이라는 점

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현재 회사간의 대부분의 메일 교환은 비암호화 및 비서명되어 인터넷 상의 그 누구도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교환되는 정

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간에 메일을 교환하기 위해 PGPTM(Pretty Good Privacy) 및 S/

MIME(Secure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과 같은 새로운 표준이 사용되고 있다. 도 1은 회사간의 보안이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e-메일 환경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다시 도 1로 돌아가서, 통상적으로 본사 또는 호스트 로케이션(30)으로 지칭되는 중앙 호스트 로케이션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호스트 로케이션을 메일 메시지가 교환되는 지사, 가정 또는 일부 다른 보안 로케이션으로부터 제한하지는

않는다. 또한, e-메일 발송 장치(10)도 도시되어 있으며, 이 e-메일 발송 장치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계정을 사

용하는 개인, 다른 회사내의 사람, 다른 지사내의 동일 회사 사람이거나, 또는 America Online(AOL) 사용자와 같은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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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사람이다. 본사(30)내에는 메시지 서버(40)가 있으며, 이 메시지 서버는 회사의 방

화벽내의 일부 컴퓨터 상에서 실행하고 인터넷(20)으로의 메일 교환을 위해 회사의 메인 인터페이스로써 동작한다. 일반

적인 메시지 서버(40)로는 MicrosoftTM Exchange 및 Lotus DominoTM 2종류가 있다. 이들 제품은 메일을 경로배정하여

배달하기 위해 UNIX-기반 센드메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넷 메일 라우터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메시지 서버

(40) 제품은 단순히 e-메일 송수신을 넘어서의 기능을 하고, 달력, 예정작업 리스트, 업무 리스트, e-메일 및 문서작업 등

의 데이터를 위한 사전 정의된 데이터베이스 포맷을 갖는 동적 데이터베이스 저장 엔진을 포함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회사 환경내에서는 리다이렉션(redirection) 소프트웨어 프로그램(45)이 포함된다. 도면에는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가 동일 기기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도시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리다이렉션 소프

트웨어가 반드시 그 곳에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조건은 아니다.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 및 메시지 서버(40) 제품은 휴

대용 장치(100)에의 정보의 푸싱(pushing)을 허용하기 위해 협동 및 상호작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러한 설치에서,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비밀 및 일반 기업 정보(confidential and non-confidential corporate

information)를 취하고 이것을 회사 방화벽을 통하여 외부로 리다이렉트하여 휴대용 장치(100)에 보낸다. 리다이렉션 소

프트웨어(45)의 예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은 PCT 출원 번호 09/087,632호, 미국 특허 6,219,694호 및 미국 특허 출

원 번호 09/401,868호, 09/545,963호, 09/528,495호, 09/545,962호 및 09/649,755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으로 참조된다. 이들 특허 출원 및 특허에 개시된 푸시 기술(push technique)은 모든 정보를 휴대용

장치에 배달하기 위해 무선의 편리한 인코딩, 압축 및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이에 의해 회사 방화벽을 휴대용 장치(100)

를 포함하는 범위까지 연장시킨다.

호스트 로케이션(20)에서의 호스트 시스템은 회사 방화벽 뒤의 기업 환경내에서 실행하는 메시지 서버(40)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메시지 서버(40)는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로 공지된 관련 무선 인에이블링 구성요소를 갖는

다.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정보를 무선 데이터 통신 장치에 리다이렉션하도록 사용될 것이다(호스트 시스템 상에

서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상이한 컴퓨터 플랫폼 상에 사용됨). 이와 달리, 호스트 시스템은 LAN에 접속된 기업 환경

내에서 실행하는 사용자의 데스크탑 PC이거나 또는 이러한 사용자의 데스크탑 PC와 통신하는 임의의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다.

호스트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리다이렉션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45)는 일반적으로 메시지 서버(40)와 연계하여 하나

이상의 사용자 정의 트리거링 이벤트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검출할 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사용자 선택 데이터 아이템

(또는 데이터 아이템의 일부)을 호스트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로 리다이렉트하거나 미러링

(mirroring)하도록 한다. 데이터 아이템을 사용자의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에 리다이렉트하는 과정에서, S/MIME 또는

PGP 메시지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처리가 수행된다. S/MIME의 분야에 전문가에게는 S/MIME 알고리즘이 메일

메시지에 적용될 시에 e-메일 메시지의 원본 메시지 크기가 급격하게 증대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메시지에 대해

개량된 필터링, 재조직화 및 사전 처리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자는 휴대용 장치에서 이러한 데이터 아이템을 여전히 수신할

수 있다. 일부 상황에서, 사용자는 여전히 S/MIME 처리 단계에 걸쳐 전체적인 제어를 가질 수 있고, 호스트 시스템이 수행

하는 프로시져(procedure)에 관해 호스트 시스템을 감독할 수 있다.

호스트 시스템에서는 TCP/IP 서브시스템 또는 하나 이상의 e-메일 서브시스템 등의 휴대용 데이터 장치에 투명한 배달을

위해 사용자의 데이터 아이템을 리패키징(repackaging)하는 서브시스템뿐만 아니라 스크린 세이버 서브시스템 또는 키보

드 서브시스템 등의 트리거링 이벤트를 작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 다양한 서브시스템이 작동한다. 리다이렉션 소프트웨

어(45)내의 다른 서브시스템은 서명된 e-메일을 처리하고 공개치 인프라 구조(PKI)로 상호작용하고 사용자의 암호화된

데이터 아이템을 리패키징하기 위한 구성성분을 포함한다. 호스트 시스템은 또한 메시지가 원래 어느 폴더에 위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관련 정보와 함께 사용자의 데이터 아이템이 저장되는 1차 메모리 기억장치를 포함한다.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e-메일 메시지, 칼렌더 이벤트, 미팅 통보, 주소 리스트, 잡지 리스트,

개인적인 리마인더 등과 같은 리다이렉션을 위한 특정 데이터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휴대용 장치에의

리다이렉션 또는 휴대용 장치에 대한 미러링을 위한 폴더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인박스(Inbox) 내의 데이

터 아이템 및 회사 X 폴더내의 데이터 아이템만이 휴대용 장치에 보내지도록 선택할 것이다. 리다이렉션을 위한 데이터 아

이템이 선택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자 데이터 아이템의 리다이렉션을 개시하기 위해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에 의해

감지될 하나 이상의 이벤트 트리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들 사용자 정의된 트리거 포인트(또는 이벤트 트리거)는 외부 이벤

트, 내부 이벤트 및 네트워킹된 이벤트를 포함한다.

외부 이벤트의 예는 리다이렉션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자의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 일부의

외부 컴퓨터로부터 유사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 사용자가 더 이상 호스트 시스템 부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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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스트 시스템 외부에 있는 임의의 다른 이벤트를 포함한다. 내부 이벤트로는 칼렌더 알람, 스크린 세이버 작동, 키보드

타임아웃, 포로그래머블 타이머, 또는 호스트 시스템 내부에 있는 임의의 다른 사용자 정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 네트워킹

된 이벤트는 리다이렉션을 개시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호스트 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에

전송되는 사용자 정의 메시지이다. 이들은 데이터 아이템을 호스트에서 휴대용 장치로 푸시하도록 리다이렉션 프로그램을

트리거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아이템의 유형에 대한 예일 뿐이다.

이벤트가 사용자 데이터 아이템의 리다이렉션을 트리거할 때, 호스트 시스템은 이들 아이템을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에

투명하게 되는 방식으로 재패키지하여서, 휴대용 장치 상의 정보가 사용자의 호스트 시스템 상의 정보에 유사하게 나타난

다. 정보 자체를 리패키징하는 것에 추가하여, 리패키징은 예를 들어 메시지가 서명되었는지의 여부와 서명이 검증되었는

지의 여부와 같은 메시지에 대한 성질을 포함할 것이다. 리패키징 방법은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의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e-메일 봉투로 사용자 데이터 아이템을 감싸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이와 달리, 특수 용도 TCP/IP 랩핑 기술 또는 사용자

선택 데이터 아이템을 랩핑하는 다른 방법과 같은 다른 리패키징 방법이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과 사용될 수

있다. 리패키징은 e-메일 메시지가 휴대용 장치에서 개시되기는 하지만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

여, 사용자가 하나의 e-메일 어드레스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휴대용 통신 장치에서 보내진 메시지의 수취

인(recipient)가 메시지가 최초 전송될 때에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위치된 장소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피킹은 또한 휴대용 장치에 도달하는 메시지와 휴대용 장치로부터 보내진 메시지 모두가 암호화, 해독화, 압축 및 압축해

제되도록 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S/MIME 보안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회사에서 회사로 그리고

나서 휴대용 장치까지 S/MIME 보안을 연장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른 시스템 및 방법에서,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서버 상에서 실행하고, 서버는 LAN을 통해 서버에 연결된

복수의 사용자 데스크탑 컴퓨터로부터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수의 리다이렉션 이벤트 트리거를 검출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다.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데스크탑의 각각으로부터의 내부 이벤트 트리거를 수신할 수 있고, 사용자의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로부터의 메시지와 같은 외부 이벤트 트리거를 수신할 수 있다. 이들 트리거 중의 하나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서버는 사용자의 데이터 아이템을 적합한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에 리다이렉트한다. 특정 휴대용 장치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 아이템 및 어드레싱 정보는 서버 또는 사용자의 PC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구성을 사용하면, 하나

의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가 복수의 사용자를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구성은 또한 보안 웹페이지 또는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또는 인트라넷 기반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리다이렉

션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스템 상에만 위치되어 인터넷을 통해서만 액세스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또다른 대체 구성에서,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는 호스트 시스템과 사용자의 휴대용 데이터 통신 장치 모두에서 작동한다.

이 구성에서,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는 하술되는 호스트 시스템과 유사하게 작동하며, 휴대용 장치에서의 이벤트 트리거를

검출할 시에 특정 사용자 선택 데이터 아이템을 휴대용 장치에서 사용자의 호스트 시스템(또는 몇몇의 다른 컴퓨터)으로

푸시하도록 하는 유사 형태로 구성된다. 이 구성은 호스트에서 휴대용 장치로 그리고 휴대용 장치에서 호스트로의 양방향

의 정보 푸싱을 제공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용 장치(100)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수의 대체 경로가 존재한다. 이 섹션에서 추후 설명

되는 정보를 휴대용 장치(100)에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시리얼 크래들(serial cradle)(65)을 사용하여 시리얼 포트(50)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시스템의 초기화에서 실행된 벌크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되곤 한다. 데이터 교환을 위한

다른 주요 방법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무선 주파수(RF)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오버-더-에어(over-the-air)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것은 무선 VPN 라우터(75)가 회사에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 VPN 라우터(75)를 통해 달성되거

나, 무선 게이트웨이(85)와 무선 인프라 구조(90)까지의 종래의 인터넷 접속(95)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무선 VPN 라우

터(75)의 개념은 특정 무선 네트워크(110)를 통해 휴대용 장치(100)까지 가상 개인 네트워크(VPN : Virtual Private

Network) 접속이 다이렉트로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무선 VPN 라우터(75)는 예를 들어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

콜(IP) 버젼6(IPV6)이 IP 기반 무선 네트워크에 이용 가능한 경우에 사용될 것이다. 이 새로운 프로토콜은 모든 휴대용 장

치(100)에 IP 어드레스를 전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충분한 IP 어드레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의해 언제든지 휴대용 장치

(100)에 정보를 푸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선 VPN 라우터(75)를 사용하는 한가지 장점은 별도의 무선 게이트웨

이(85) 및 무선 인프라 구조(90)를 필요로 하지 않을 규격품 VPN 구성성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VPN 접속은 대부분이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100)에 직접 배달하기 위해 전송 제어 프로토콜/IP(TCP/IP) 또는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User Datagram Protocol)(UDP/IP) 접속을 사용할 것이다.

무선 VPN 라우터(75)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에의 링크(95)가 이용 가능한 가장 보편적인 접속 메카니즘이다.

휴대용 장치(100)의 어드레싱을 처리하기 위해, 무선 게이트웨이(85)가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나서, 복수의 무선

네트워크(110, 105)에의 접속을 정리하기 위해, 무선 인프라 구조(90)가 사용될 수 있다. 무선 인프라 구조(90)의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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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소정 사용자를 위치 확인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네트워크를 판정하고, 사용자가 지역들 또는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배회할 때에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이다. 휴대용 장치(100)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RF 전송(115)을 통해 기지국

에서 휴대용 장치(100)에 보내진다.

도 1에는 또한 인터넷(20) 상의 어딘가에 위치된 e-메일 발송 장치(10)를 출발하는 작성된 e-메일 메시지(15)가 도시되

어 있다. 이 메시지(15)는 전체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보통의 메시지이며, 메일 메시지의 포맷을 한정하기 위해 종래의

SMTP, RFC822 헤더 및 MIME 몸체부를 사용한다. 이들 기술은 종래 기술의 하나로 널리 공지되어 있다. 이 환경에서, 메

시지(15)는 메시지 서버(50)에 도달하고,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에 의해 휴대용 장치(100)에 리다이렉트된다. 이러한

리다이렉션이 발생할 때, 메시지는 전자 봉투(80)내에 리패키징되고, 본 발명의 압축 및 암호화 알고리즘이 원본 메시지

(15)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휴대용 장치(100) 상에서 읽혀지는 메시지는 보안이 되어 데스크탑 워크스테이

션(35) 상에서 메시지가 읽혀진다.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와 휴대용 장치(100)간에 교환된 모든 메시지는 이러한 메

시지 기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외부 봉투의 또다른 목적은 원본 메시지의 어드레싱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였다는 응답 메시지를 가능하게 하고, "from"란이 휴대용 사용자의 데스크탑 또는 메시지 서버 계

정 어드레스를 반영하도록 한다. 휴대용 장치(100)로부터의 사용자의 회사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것은 메시지가 휴대용 장

치(100)가 아닌 사용자의 데스크탑 시스템(35)에서 기원한 경우에도 수신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한다.

휴대용 장치(100)에의 시리얼 포트 접속체(50)로 돌아가서, 이 접속 경로는 대규모 아이템의 동시(one-time) 데이터 교환

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장점을 제공한다. PDA 및 동기화의 분야에 익숙한 사람에 대해, 이 링크를 통해 교환된 가장 보

편적인 데이터는 개인 정보 관리(PIM) 데이터(55)이다. 최초 시간 동안 교환될 때에는, 이 데이터는 양적으로 대형이고 근

본적으로 부피가 커서, 휴대용 장치(100) 상에 로드되기 위해서는 커다란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이 시리얼 링크(50)는 또

한 개인 보안 키(210), 사용자 인증서(Cert), 인증서 취소 리스트(CRL) 및 체인 연결된 인증서(chained certificate : 60)

의 전송을 포함한 다른 용도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개인키는 데스크탑(35)과 휴대용 장치(100)로 하여금 적어도 하나의 개

인과 모든 메일을 액세스하기 위한 한 방법을 공유하도록 한다. 인증서와 인증서 취소 리스트는 이들이 S/MIME, PGP 및

다른 공개키 보안 방법을 실시하는데 요구된 정보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교환된다. Cert 체인은 원본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한 다른 인증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증서를 포함한다. 인증서 체인내의 각각의 인증서는 인증서

발급자에 의해 서명되며, 누구의 인증서인지는 통상적으로 인증서 체인 다음에 나타난다. 메시지 수신 장치는 실제적으로

메시지 수신 장치가 메시지 발송 장치 및 수신 장치 양자에 의해 신뢰된 공통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 인증서 체인

내의 각각의 인증서를 검증함으로써 인증 경로를 추적한다. 공통 인증서가 발견된 후에, 서명이 검증되고 신뢰될 수 있다.

인증서 및 CRL을 로딩하기 위해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본 명세서에 추후 설명될 것이다. 인증서 및 CRL의

이러한 다운로드의 목적은 사용자로 하여금 보안 메일로 교환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손들어 주게 하도록 하고, 휴대

용 장치 상에 부피가 큰 정보를 일찍 사전 로드하여 나중에 무선 대역폭을 절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선 인프라 구조(90)로 되돌아가서, 무선 네트워크(110, 105)에 대한 일련의 접속단이 있다. 이들 접속단은 인터넷에 걸

쳐 사용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T1, ISDN 또는 프레임 릴레이가 될 수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구별되는 네트워

크, 고유 네트워크 및 비관련된 네트워크를 나타내거나, 이들은 상이한 국가의 동일 네트워크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

어, 네트워크(110, 105)는 (1) 데이터-중심형 무선 네트워크, (2) 음성-중심형 무선 네트워크, (3) 동일한 물리적 기지국

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듀얼-모드형 네트워크 등의 이러한 상이한 유형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것이

다. 이들 결합된 네트워크의 현대적인 예는 (1) 보다 신규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네트워크, (2) 그룹 스페셜 모빌

또는 글로벌 이동 통신 시스템(GPS) 및 제너럴 패킷 라디오 서비스(GPRS :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네트워크, 및

(3) 현재 개발중인 Enhanced Data-rates for Global Evolution(EDGE) 및 유니버셜 모바일 전기 통신 시스템(UMTS)과

같은 제3 세대(3G)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네트워크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GPRS는 매우 인기있는 GSM 무선

네트워크의 상단에 데이터 오버레이이다. 데이터-중심형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1) MobitexTM 라디오 네트워크

("Mobitex") 및 DataTACTM 라디오 네트워크("DataTAC")를 포함한다. 보다 오래된 음성-중심형 데이터 네트워크의 예

는 CDMA, GSM 및 시분할 다중 접속(TDMA) 시스템과 같은 개인 통신 시스템(PCS)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오늘날 인터넷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e-메일 교환의 주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먼저 e-메일

메시지의 정상적인 교환(모드 1)을 참조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e-메일은 RFC822, RFC821 및 MIME 기술을 사용하여

구성되고, 도면부호 "12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표준 SMTP 메일 교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배달된다. 그리고 나서, e-

메일이 수신되고, 도면부호 "125"로 표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지정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정상적인 e-메일 교

환은 통상적으로 보호 방화벽 뒤에 위치된 도 1의 도면부호 "30"과 같은 회사 또는 LAN내에서 보안되지만, 독립 사용자들

간 및/또는 상이한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들간에는 보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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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일 회사의 지사간에 그리고 간혹 매우 인접하여 네트워킹되어 있는 상이한 회사간에 지사내(inter-office) 메

시지 교환을 위해 VPN 링크가 흔히 사용된다(모드 2). 이 모드를 사용하면, IP 보안(IPsec)으로 지칭되는 저레벨 보안이

사용되어 도면부호 "130"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2개의 VPN 로케이션간에 교환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할 것이다. 암호

화된 e-메일이 대응 VPN 시스템에 수신될 때, 도면부호 "135"에서와 같이 평범한 문장으로 해독되어, 어드레스 지정된

사용자에게 경로배정된다.

도 2에는 개인 보안 방식을 채택한 상이한 회사 또는 사용자간의 e-메일 교환이 방법 3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에

서, PGP OpenPGP 또는 보다 덜 사용되는 몇몇의 다른 프로토콜 등의 프로토콜이 도면부호 "140"에서와 같이 e-메일을

전송 전에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수신 후, 도면부호 "145"에서와 같이 대응 메일 에이전트가 e-메일을 해독하여 수취인

에게 e-메일의 평범한 문장을 제공한다.

도 2에 도시된 방법 4, 방법 5, 방법 6 및 방법 7은 S/MIME의 상이한 변형이다. 방법 4에서, 발송 장치는 도면부호 "150"

에서와 같이 e-메일 메시지의 축약판(digest)을 취하여, 발송 장치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이 축약판을 서명한다. 축약판은

예를 들어 체크섬, 순환 중복 검사(CRC) 또는 메시지에 대한 해싱(hashing)과 같은 다른 비가역적 조작을 수행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으며, 그리고 나서 발송 장치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발송 장치에 의해 서명된다. 서명된 축약판은 가능하면 발

송 장치의 인증서 및 임의의 체인 연결된 인증서와 CRL와 함께 외부행 메시지에 첨부된다. 이러한 서명된 메시지의 수신

장치 또한 메시지의 축약판을 취하고, 이 축약판을 메시지에 첨부된 축약판과 비교하고, 발송 장치의 인증서로부터 공개키

를 추출함으로써 발송 장치의 공개키를 복구하고, 첨부된 축약판 상의 서명을 검증한다. 이들 동작은 도 2의 도면부호

"155"로 표시된 서명 검증의 일부이다. 메시지 컨텐츠가 발송 장치에 의해 서명된 이후로 변경되었다면, 그 축약판들은 상

이하게 되거나 축약판 상의 서명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메시지의 컨텐츠를 보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메지시가 발송 장치에 의해 서명된 이후에 손대어지지 않고 메시지의 "From"란 상에 나타내진 바와

같은 사람에 의해 메시지가 서명되었다는 것을 보증한다. 인증서, 인증서 체인 및 CRL은 발송 장치의 보증서가 유효하다

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즉 인증서가 폐지, 만기 및 위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수신 장치에 의해 사용된다. 발

송 장치에서 생성된 축약판과 축약판 상의 서명의 조합은 통상적으로 디지털 서명으로 지칭된다. 이 후, 디지털 서명에 대

한 언급은 축약판과 이 축약판의 서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방법 5는 S/MIME 암호화된 메시지의 교환을 나타낸다. 이 방법에서, 일회용 세션키가 생성되어 3중 데이터 암호화 표준

(3DES)과 같은 대칭 암호(symetric cipher)를 가지고 메시지의 몸체를 암호화하도록 사용된다. 도면 부호 "160"에서와

같이 세션키는 메시지의 의도된 수신 장치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세션키는 간혹 Rivest Shamir Adelman

(RSA)과 같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달성되기도 한다. 암호화된 메시지 및 세션키의 모든 버젼를 포함한 S/

MIME 메시지가 각각의 수신 장치에 보내진다. 각각의 수신 장치는 도면부호 "165"에서와 같이 통상적으로 메시지에 첨부

되는 수신 장치의 수취인정보 서머리에 기초하여 그 대응 암호화된 세션키를 위치 확인하고, 개인키를 사용하여 특정 인코

딩된 세션키를 해독한다. 세션키가 해독된 후, 해독된 세션키는 메시지 몸체를 해독하는데 사용된다. S/MIME 메시지는 또

한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특정할 수 것이다. 이 정보는 통상적으로 S/MIME 메시지

의 헤더에 위치된다.

도 2에는 방법 6과 같이 암화되고나서 서명되는 메시지의 교환이 도시되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발송 장치는 먼저 일회

용 세션키를 생성하고, 메시지를 암호화하며, 전술된 바와 같이 그 후 각각의 수신 장치의 공개키를 가지고 세션키를 암호

화한다. 발송 장치는 암호화된 세션키를 포함하는 메시지의 축약판을 취하고, 도면부호 "170"에서와 같이 개인키를 사용

하여 축약판에 서명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한다. 각각의 수신 장치는 전술된 바와 같이 메시지의 축약판을 취하고, 이 축

약판을 메시지에 첨부된 디지털 서명의 축약판과 비교하며, 발송 장치의 공개키를 복구하고, 축약판 상의 서명을 검증한

다. 정확한 세션키가 위치 확인되고, 수신 장치의 개인키를 가지고 해독되어, 메시지 몸체가 해독된다. 이 방법에 따른 서

명 검증 및 메시지 해독은 도 2에 도면부호 "175"로 도시되어 있다.

도 2의 방법 7은 서명되고 그 후 암호화되는 메시지 교환을 예시하고 있다. 도면부호 "180"에서 전술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발송 장치에 의해 디지털 서명이 생성된다. 발송 장치의 인증서, 인증서 체인 및 CRL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서명이

모두 외부행 메시지에 첨부된다. 그리고 나서, 세션키가 생성되고, 메시지 몸체, 디지털 서명 및 임의의 인증서와 CRL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세션키는 각각의 수신 장치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된다. 암호화된 버젼의 세션키를 포함한 그

결과의 S/MIME 메시지가 수신 장치에 전송된다. 수신 장치가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할 때, 도면부호 "18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개인키를 가지고 대응 암호화된 세션키를 해독해야만 한다. 해독된 세션키는 메시지 몸체, 디지털 서명 및 메시

지 발송 장치의 인증과 CRL을 해독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 서명이 전술된 바와 같이 검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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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면,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와 메시지에 대해 암호화 및 이펙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가 도시되어 있

다. 도 3에서, 회사 C는 회사 A에 e-메일 메시지(15)를 보낸다. 회사 A는 도시된 바와 같이 방화벽 및 강한 보안 프랙티스

를 갖는 더 큰 포츈(500) 회사이다. 메시지(15)는 인터넷(195)을 통해 회사 A의 LAN 환경내의 메시지 서버(40)에 의해 수

신된다. 이들 회사 모두는 종래의 T1, ISDN 및 프레임 릴레이 타입 접속(25)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다.

회사 B는 보안 e-메일 통신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포츈(1000)이라는 대형 회사이다. 회사 B에서 회사 A로 e-메일을 보내

는 사람은 두 회사가 동일한 표준을 사용할 때 e-메일을 보안하기 위해 S/MIME 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S/

MIME의 사용을 지원하는 공개키 서버(PKS)(600)도 도시되어 있다. PKS는 회사 A 또는 회사 B의 방화벽내에 또는 인터

넷(195) 상의 어느 곳에나 상주할 수 있다. 회사 B로부터의 e-메일의 발송 장치는 인코딩 방법을 선택하고(이 경우 서명

및 암호화됨), e-메일 메시지를 보낸다. 회사 B의 메시지 서버내의 소프트웨어는 메시지의 축약판을 취하고, 이 축약판에

서명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며, 이들의 시스템으로부터의 발송 장치의 인증서 및 CRL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명을 포함

할 것이다. 세션키 또한 생성되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각각의 수신 장치에 대한 공개키는 필요한 경우

PKS(600)로부터 복구되고, 각각의 수신 장치에 대한 세션키를 암호화할 것이다. 그 결과의 메시지는 암호화된 성분(200)

과, 각각의 수신 장치에 대해 고유하게 암호화되는(상이한 키 포맷과 A, B, C 번호로 표시된 바와 같이) 세션키(205)와, 서

명된 성분(305)을 갖는다.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바와 같이, 서명 및 암호화 조작의 순서와 서명되고 암호화된 메시지 성분은 메시지 발송 장치에 의

해 사용된 S/MIME의 베리언트(variant)에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메시지가 서명되고 그 후 암호화되면, 메시지의 몸체

에 기초하여 메시지 축약판이 생성되고, 메시지에 인증서 및 CRL과 같은 서명 관련 정보와 디지털 서명이 추가되며, 그리

고 나서 메시지 몸체, 디지털 서명 및 어떠한 서명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전체 메시지가 세션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세

션키는 각각의 수신 장치에 대해 암호화되고, 암호화된 버젼의 세션키가 메시지의 암호화부에 첨부된다. 한편, 메시지가

먼저 암호화되고, 그리고 나서 암호화된 메시지 몸체와 암호화된 세션키에 기초하여 디지털 서명이 생성될 수도 있다.

이들 최초의 3개 도면은 시스템의 개괄도와 암호화된 메일이 현재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

다. 다음 3개의 도면은 보안 e-메일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몇몇 예를 도시할 것이다. 그 중 첫번째 방법은 장치에

전송되어야만 하는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재조직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법은 메시지가 호스트

에서 휴대용 장치에 전송되기 전에 메시지에 대해 최소량의 침입 프로시져(invasive procedure)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이것은 최초 발송 장치에서 최종 목적지 사용자까지 보안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에 의해 오피스 환경이

안전하게 되고, 침입자가 회사 컴퓨터에 액세스하여 방화벽내에서 보안 메일을 판독할 수가 없게 된다.

도 4를 참조하면, 도 4에는 휴대용 장치로 향하는 암호화된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공개키 암호화된 메시지의 처리 및 전송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2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방

법은 메시지 발송 장치(10)로부터 휴대용 장치(100)까지의 모든 경로에서 동일한 메시지 암호화를 사용한다는 장점을 갖

는다. 이러한 특징은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와 휴대용 장치(100)간에 현재 암호화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중요하게

될 것이다.

도 4에서, 메시지 발송 장치(10)는 e-메일(15)을 작성한다. 이 예에서, e-메일은 암호화되어 3명의 수취인 A, B 및 C에게

어드레스 지정된다. e-메일 발송 장치(10)는 e-메일(15)을 인코딩하여 보안 e-메일 메시지(200)를 생성한다. e-메일

(15)은 세션키를 랜덤하게 생성함으로써 암호화되고, 이 세션키는 e-메일의 각각의 의도된 수취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추가로 암호화되며, 이 예에서는 3개의 세션키(210, 215, 220)를 생성한다. 각각의 수신 장치에 대한 공개키는 발송 장치

(10)가 예를 들어 수신 장치 중의 하나와 이전에 메시지를 교환하였던 근거리 저장 영역, 또는 PKS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이 예에서, PKS는 도시되지 않았고, 이 예를 위한 키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이들이 존재하고 액세스 가능하면 될

뿐이다.

암호화된 메시지 및 세션키는 비보안 인터넷(20)을 통해 목적지 호스트 로케이션(30)으로 보내진다. 호스트 시스템에서의

컴퓨터는 인터넷(20)에 접속되어 메시지를 수신하며, 이 메시지는 처리를 위한 메시지 서버(40)에 제공된다. 또한, 암호화

된 메시지를 검출하는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가 메시지 서버(40)와 협동하여 작동한다. 이 메시지의 휴대용 장치

(100)에로의 배달을 돕기 위해,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메시지를 재배열하고, 개개의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100)에

요구되지 않는 임의의 세션키를 제거한다. 암호화된 메시지의 다른 부분은 어느 세션키가 To, Cc 또는 Bcc 리스트내의 어

느 수취인에 대응하는지에 관한 맵을 제공하는 수취인정보 리스트이다. 수취인정보 리스트는 리다이렉션 소프웨어(45)가

메시지의 다른 수취인에 대한 암호화된 세션키의 전부를 제거한 후에 휴대용 장치(100)가 모든 첨부된 세션키를 통해 구

문 분석(parse)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거된다. 이 경우, 50 내지 100명의 개인 수취인이 있는 곳에서는 상당한

전체 메시지 크기 절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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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예에서, 사용자 A 및 B는 메시지 서버(40)와 관련된 사용자 계정을 갖는다.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사용자 A에게 특별하게 배정된 세션키(220)만으로 재조직화된 메시지(200)를 보낸다. 당업자라면 자명하게 인지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사용자 A는 암호화된 세션키 A를 해독할 수 있는 개인키를 소유한다. 유사하게,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

는 세션키 B(215)를 가지고 메시지(200)의 다른 전송을 재조직화한다. 이 경우, 사용자 B는 사용자 B의 개인키만이 암호

화된 세션키 B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션키 B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용자가 된다. 휴대용 장치(100)에서, 사용자

A 및 사용자 B 모두는 메시지를 열어 보고, 암호화된 세션키를 추출한다. 그리고 나서, 암호화된 세션키가 각각의 휴대용

장치 상에 상주하는 개인키를 사용하여 해독되고, 해독된 세션키는 사용자의 메시지를 해독하는데 사용된다. 원본 메시지

를 재조직화함으로써,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원본 메시지로부터 모든 불필요한 세션키와 수취인정보 리스트를 제

거할 수 있게 된다. 수취인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체적인 메시지 크기의 이점이 증대되고, 휴대용 장치(100)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감소된다.

이제 도 5를 참조해보면, 도 5에는 서명된 메시지를 호스트 시스템에서 휴대용 장치에 보내기 전에 서명된 메시지를 처리

하는 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예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사용자는 인증 서명자의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에

서명을 결심한다. 수신 호스트 시스템은 서명 성분의 일부(인증서 및 CRL)를 제거하고, 이를 휴대용 장치에 보낸다. 휴대

용 장치는 서명의 제거된 부분이 사전로드되어야만 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호스트에 서명의

제거된 부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송 장치 시스템(10)에서, 사용자 X는 e-메일 메시지(15)를 입력한다. 이 예에서, 사용자 X는 메시지의 축약판을 생성하

고,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축약판에 서명한다. 축약판은 MD5 등의 축약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변형 또는 메시지의

CRC와 같은 모든 고유 입력에 대해 고유 출력을 발생하는 비가역적 변형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축약판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는 메시지의 일부가 변경될 수 없도록 한다. 축약판은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암호화 또는 일부 다른 처리에

의해 발송 장치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그 자체로 변형된다. 축약판 및 축약판 서명은 공통으로 디지털 서명으로 지칭된다.

사용자 X의 디지털 서명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자 X의 인증서 및 현재 CRL(305)도 메시지와 함께 보내진다. 공개키 기관

(PKA) 또는 인증 기관(CA)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사용자에 대한 인증서를 보유한다. PKA는 사용자 X의 인증서(305)의

인증서(authenticity)을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인증서를 인증서 체인으로 함께 링크시킬 것이다. 각각의 인증서는 인증의

체인을 형성하는 다른 인증서에 대한 암호 링크 백(cryptographic link back)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CRL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 인증서에 대한 리스트를 포함한다. 구형 인증서를 보유하는 호스트 시스템에 대해, 이것은 시스

템내에서 구형 시스템의 권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310)는 메시지(15)의 적어도 하나의 의

도된 수취인과 관련된 목적지 호스트 로케이션(30)에 인증서 정보(305)와 함께 보내진다.

호스트 로케이션(30)에서 컴퓨터에 의해 수신된 후, 메시지는 메시지 서버(40)에 의해 처리되고, 메시지 서버(40) 상의 각

각의 수취인 e-메일 계정에 경로배정된다. 이 시점에서,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메시지를 검출하고, 이 메지시지를

휴대 장치(100)에 전송하기 전에 재조직화한다. 그 주된 조작 내용은 먼저 메시지의 문장을 위치시키고 그에 후속하여 발

송 장치 서명(X의 서명), 인증서 체인 및 CRL을 위치시킨다. 이 재조직화된 메시지(310)와 서명(315)은 휴대용 장치(100)

를 갖는 각각의 수취인에게 전송된다. 서명(315)은 원본 서명, 인증서 및 CRL 성분(305)의 생략 또는 재조직화된 형태이

다. 최초 전송에서, 인증서 및 CRL은 호스트 로케이션(30)에 저장되고, 휴대용 장치(100)에 보내지지 않는다. 휴대용 장치

(100)에서, 사용자는 메시지를 열어 보고, "서명 검증" 또는 메시지에 대한 선호 메뉴 옵션이나 조작을 선택한다. 서명 검

증은 시리얼 포트(50)를 통해 앞서 다운로도되었거나 그 이전의 메시지와 함께 수신되었을 인증서 및 CRL(60)의 로컬 사

본(local copy)을 사용한다. 휴대용 장치(100)에 이전에 로드되지 않은 인증서 및 CRL 정보의 사용자로부터 메시지가 도

착한 경우, 사용자는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가 메시지의 나머지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메시지의 제2 부분은 이

발송 장치의 인증서 및 CRL을 포함할 것이고, 서명이 전체적으로 검증되도록 할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도 6에는 서명 및 암호화되어 보내지는 메시지가 도시되어 있다. 도 6에 대해 2가지의 조작 중 어느 것을

먼저 수행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설명될 것이다. 이것은 메시지가 먼저 암호화되고 그 다음에 서명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한 세트의 재조직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지가 먼저 서명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될 때에는 제2 세트의 재

조직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메시지가 먼저 암호화되고 그 다음에 서명될 때에는, 서명 부분만이 재조직화 및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메시지가 먼저 서명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되는 경우, 암호화된 부분만이 최적화될 수 있다. 도 6에서의 단계

는 대부분이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조작의 조합이며, 이는 전술한 바 있다.

시스템(10)에서의 사용자 X는 메일 메시지(15)를 작성하고, 메시지를 암호화한 후 서명할 것을 결심한다. 이 인코딩을 달

성하기 위해, 시스템(10)은 먼저 세션키를 생성하고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수취인에 대한 공개키가

근거리 저장 장치 또는 PKS 중의 하나로부터 복구된다. 각각의 메시지 수취인에 대해, 세션키가 암호화되어 수취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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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과 함께 메시지에 첨부된다. 암호화 조작이 완료된 후, 암호화된 세션키를 포함하는 새로운 메시지의 축약판이 취해지

고, 이 축약판은 발송 장치 개인키를 사용하여 서명되어 디지털 서명을 생성한다. 메시지 서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암호화된 세션키없이 메시지의 축약판이 먼저 취해지고, 발송 장치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서명될 것이다. 임의의 인증서 및

CRL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서명 및 모든 서명된 성분은 세션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될 것이며, 세션키는 각각의 수취인 공

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될 것이다.

암호화되고 서명된 메시지(200, 310)는 세션키(205) 및 인증서 정보(305)와 함께 다른 호스트 로케이션(30)으로 보내지

며, 이 호스트 로케이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실행하는 메시지 서버(40)에 의해 메시지가 수신된다. 메시지 서버

(40)가 메시지를 처리하고 처리된 메시지를 적합한 사용자의 메일박스에 위치시킬 때,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45)가 새

로운 메시지를 검출하고, 휴대용 장치(100)를 갖는 각각의 수취인에 대한 리다이렉션 처리를 개시한다. 메시지가 휴대용

장치(100)에 보내지기 전에, 메시지의 서명 또는 암호하 섹션은 재조직화되고, 필요한 부분만이 도 4및 도 5와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보내진다. 메시지가 암호화 먼저되고 그리나고 서명되는 경우, 발송 장치의 디지털 서명만이 포함되며,

모든 다른 부분(인증서 및 CRL)은 메시지의 끝에 배치된다. 메시지가 서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암호화되는 경

우, 여분의 세션키가 제거되고, 휴대용 장치의 지정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키만이 보내진다. 이러한 재조직화 단계가 수행

된 후, 그 결과의 메시지(200, 310)가 각각의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게 보내진다. 사용자 A의 휴대용 장치로 향하는 메시지

는 서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암호화되었던 메시지의 예이다. 이 경우, 전체 서명, 인증서 및 CRL(305)이 오직 하나의

세션키(220)와 함께 포함된다. 사용자 B의 휴대용 장치에 보내진 메시지는 암호화가 먼저 수행되고 나서 서명이 이루어진

메시지의 예이다. 이 경우, 암호화된 세션키(210, 215, 220)의 전체가 제공되지만, 서명 정보의 디지털 서명부(315)만이

보내진다. 양쪽 모든 경우에, 메시지(200, 310)의 메시지 몸체부는 발송 장치로부터 전송된 것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다른

MIME 부분만이 재조직화되어 휴대용 장치(100)에로의 정보의 감소된 오버-더-에어 전송을 허용한다.

사용자 A가 메시지를 열었을 때, 메시지 섹션 키가 해독되고, 메시지가 해독되어 서명 성분을 노출시킨다. 메시지의 축약

판이 취해지고, 디지털 서명내의 서명된 축약판값에 대하여 비교된다. 축약판들이 일치하고 축약판 서명이 발송 장치의 개

인키를 사용하여 검증되는 경우, 디지털 서명이 검증된다. 사용자 B의 휴대용 장치에서, 디지털 서명은 먼저 검증되고, 그

리고 나서 정확한 세션키가 위치 확인되어 해독된다. 사용자에 대한 세션키가 발견되어 해독된 후, 메시지는 전체 콘텐츠

를 얻도록 해독될 수 있다.

앞에서는 휴대용 장치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메시지를 재조직화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후에는 무

선으로 전송되어야만 하는 데이터를 감소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사전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전 처리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방법이 크기를 감소시키도록 재조직화되기에 가장 어려운 메시지인 서명 및 암호화가 모두 이루어진 메

시지를 매우 우수하게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들 사전 처리 방법은 예를 들어 회사의 위치에서 휴대용 장치까지 '무선의 편

리한(wireless-friendly)' 보안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기업 방화벽과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간에 이미 강한 보안이 자리잡

고 있는 경우에 가장 실행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 자신의 기업 로케이션이 오피스와 데스크탑 보안을 적절하게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안된 e-메일 솔루션이 결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회사 보안이 없다면, 어

떠한 사무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데스크탑에서 그 사람의 메일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선의 편리한 보안 방

법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S/MIME의 사전 처리는, 회사의 방화벽 뒤에서 완벽하게 행해지는, 대부분의 회사에 대한 최고

보안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도 7을 참조하면, 도 7에는 S/MIME 등의 공개키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었던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2가지의 방

법 중 제1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도 7과 도 10은 모두 이 제1 방법을 이용한다. 제1 방법은 2가지 방법 중 가장 강한 암호

화 지원을 제공하지만, 더많은 오버-더-에어 단계와 휴대 장치 상의 더 많은 CPU 및 RF 파워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 제1

방법에 사용된 단계는 다음의 경우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사의 메일 시스템과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가 개별적인 개인키

및 공개키 쌍을 갖는 경우, 또는 (2) 회사의 메일 시스템과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가 동일한 개인키와 공개키 쌍을 갖지만,

메시지 서버와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가 개인키에 대한 액세스를 갖지 못하는 경우. 후자의 상황은 개인키가 특수한 스마

트 카드 또는 하드웨어 기반 키 판독기 시스템 상에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 메카니즘이 갖는 가장 큰 도전은 메시지를 해독

하기 위해 세션키를 해독할 수 있는 개인키의 사본을 그 장치만이 갖는다는 사실을 처리하는 것이다.

도 7에서, 사용자는 워크스테이션(10)에 메시지(15)를 입력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랜덤하게 작성된 세션키를 사용하

여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모든 의도된 수취인의 공개키를 가지고 세션키를 암호화한다. 이 예에서, 메시지는 사용자의 데

스크탑 메일 계정과 사용자의 무선 메일 계정 모두에, 즉 상이한 공개 암호화 키 를 사용할 때에도 어드레스 지정될 것이

다. 그러나, 메시지는 사용자의 기업 계정에 직접 어드레스 지정되기가 더 쉽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리얼 포트(50)

를 통해 휴대용 장치(100)에 개인키를 로딩함으로써 데스크탑(35)과 휴대용 장치(100)간에 개인키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 카드를 카드 판독기에 삽입하고, 카드 판독기로부터의 개인키를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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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장치(100)의 메모리내에 직접 로드하기 위해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의 성분을 실행한다. 휴대용 장치(100)에 대한

전체 세부 설명은 도 14에 설명된다. 이러한 공유된 개인키는 2개의 로케이션간의 미러링된 e-메일 개념을 연장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데스크탑 및 휴대용 장치(100) 모두에 의해 사용된다.

필요한 공개키가 근거리 메모리 또는 근거리 혹은 인터넷 기반 PKS로부터 발송 장치에 의해 복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인코딩된 메시지(200) 및 관련된 암호화된 세션키(210, 215, 220)는 하나 이상의 수취인 또는 목적지 호스트 로케이션

(30)에 보내진다. 인터넷(20)에 연결된 특정 머신이 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 메시지는 처리를 위해 메시지 서버(40)에 제

공된다. 이 처리는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로 하여금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검출하고 검출된 메

시지를 메시지 서버(40)로부터 추출하도록 트리거한다. 세션키가 휴대용 장치(100)의 특정 공개키로 암호화되거나 또는

이와 달리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개인키가 서버(40) 상에서 실행하는 일부의 소프트웨어로부터 액세스 가능하지 않기 때

문에,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휴대용 장치(100)에 대한 정확한 세션키(220)를 추출하고, 이를 휴대용 장치(100)에

보낸다.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세션키를 추출한 후,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암호화된 세션키(220)만을

포함하는 공메시지(empty message)를 구성한다. 휴대용 장치(100)는 이 공메시지를 수신하고, 메시지로부터 암호화된

세션키(220)를 해독한다. 그리고 나서, 휴대용 장치(100)는 암호화된 세션키를 해독하여 원본 세션키(500)를 복구하고,

이것을 호스트 로케이션(30)과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에 되돌려 보낸다. 그리고 나서,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해독된 세션키(500)를 사용하여 사용자 대신에 전체 메시지를 해독한다. 이와 같이 하여 휴대 장치(100) 상에서 수행되어

야만 하는 복잡한 공개키 해독 조작의 양이 감소되고,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에 대해서는 전체 메시지에 대한 더 큰

해독 조작이 남겨진다. 추가로, 이것은 매우 큰 e-메일 메시지의 경우에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로 하여금 메시지의 일

부부만 리다이렉트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80)가 구축되어 휴대용 장치에 보내지며, 무선의 편리한 암호화 방법

을 사용하여 암호화될 것이다. 메시지(80)는 그 후 휴대용 장치(100)에서 해독될 수 있고, 원본 메시지(15)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도 8에는 S/MIME 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화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다른 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제2 방법은

데스크탑과 휴대용 장치가 공통 개인키를 공유하고 이 키가 메일 서버 및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에 액세스 가능한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것은 현재의 개인키 기술이 얼마나 진보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실현 가능성

이 적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공정에서 단계의 수를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며, 해독된 세션키를 무선으

로 전송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거하며, 휴대용 장치가 수행해야 하는 공개키 조작의 수를 감소시킨다.

다시 도 8을 참조하면, 사용자는 워크스테이션(10)에서 e-메일 메시지(15)를 작성한다. 세션키가 작성되고, 이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이 세션키는 모든 수취인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된다. 이 예에서, 휴대용 장치(100)는 자신의

공개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도 1과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은 시리얼 포트(50)를 통해 자신의 개인키를 수신한다. 이

공유된 개인키는 2개의 로케이션간에 미러링된 e-메일 개념을 연장시키는 방식으로써 데스크탑(35)과 휴대용 장치(100)

모두에 의해 사용된다.

메시지(200) 및 세션키(210, 215, 220)는 수취인정보 리스트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수취인이나 로케이션(30)에 보내진

다. 인터넷(20)에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 메시지가 검색되어 메시지 서버(40)에 넘겨지며, 이 메시지 서버(40)는 메시지를

처리하여 사용자의 메일박스내에 위치시킨다. 이것은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로 하여금 메시지 서버(40)로부터 메시

지를 추출하고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것인지를 검출하도록 트리거한다.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100)에 다이렉트로

보내는 대신,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세션키(220)를 해독하기 위해 휴대용 장치와 공유된 절약형 개인키를 사용한

다. 그리고 나서, 세션키는 메시지 자체를 해독하기 위해 사용된다. 메시지가 깨끗한 문장으로 해독된 후, 무선의 편리한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다시 암호화되고, 휴대용 장치(100)에 전송된다. 휴대용 장치(100)는 이 메시지를 해독하여 원래

형태(15)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프로시져는 더 빠른 배달 시간과 최소량의 공개키 조작을 갖는 휴대용 장치(100)를

가능케 하여, 휴대용 장치(100)에 대해 CPU와 파워 집약적인 잇점을 갖게 한다.

도 9에는 서명된 메시지 사전 처리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휴대용 장치 사용자의 호스트 로케이션(30)은 휴대용 장치 사용

자 대신에 서명 검증을 수행하고, 그에 의해 부피가 큰 서명 데이터의 전송을 절약한다. 이 사전 처리는 발송 장치 인증 단

계를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서 호스트 시스템으로 넘겨준다.

상기와 같이, e-메일 메시지(15)가 사용자 X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된다. 서명된 메시지(310)는 모든 서명 성분(305)을 가

지고 하나 이상의 목적지 또는 호스트 로케이션(30)에 전송된다. 인터넷(20)에 연결된 기기가 서명된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 메시지는 메시지 서버(40)에 제공된다.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가 사용자 A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검출하고, 이

메시지가 처리를 위해 추출된다.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서명이 이루어진 메시지인지를 검출하고, 서명된 메시지라

면 발송 장치의 공개키를 찾는 처리로 보낸다. 공개키는 근거리 저장 영역 또는 예를 들어 인터넷(20) 상의 어딘가에 있는

공개키 인프라 구조(PKI)로부터 구할 수 있다. 발송 장치의 공개키가 복구된 후, 휴대용 장치 사용자 대신에 디지털 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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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될 수 있다. 서명의 검증 여부에 따라, 그 표식이 메시지(80)에 포함되어 휴대용 장치(100)에 전송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원본 메시지(15)는 휴대용 장치(100)에 전송되기 전에 전자 봉투내에 리패키징된다. 이 전자 봉투는 메시지가 사용

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휴대용 장치(100)에서 제거된다.

도 10에서는 도 7 및 도 9에서 설명되고 도시된 조작의 조합이 동시에 사용된다. 이 예에서, 메시지는 서명되고 나서 암호

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암호화되고나서 서명된다. 본 방법이 어느 것이 먼저 수행되느냐 하는 2가지의 조작 모두를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e-메일 메시지(15)가 사용자 X에 의해 작성된다. 사용자 X가 메시지(15)에 대해 먼저 서명하고 그 후 암호화하도록 요청

하면, 제1 단계는 전술된 바와 같이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단계가 되며, 디지털 서명은 가능하면 하나 이상의 인증서 및

CRL과 함께 메시지에 첨부될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서명 및 인증서와 CRL을 포함하는 메시지(15)를 암호화하기 위해

랜덤 세션키가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션키는 각각의 목적지 수취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추가 암호화된다. 사용

자가 메시지에 대해 암호화 후에 서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단계는 다소 상이하다. 이 경우, 랜던 세션키가 먼저 생성되

고, 디지털 서명, 인증서 및 CRL을 포함하지 않은채 세션키를 사용하여 메시지가 암호화된다. 그리고 나서, 세션키는 각각

의 수취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고, 수취인정보 성분이 작성된다. 키와 수취인정보 리스트 모두가 메시지에 첨부

된다. 이것이 완료된 후, 발송 장치 개인키를 사용하여 메시지, 세션키 및 수취인정보 리스트의 전자 서명이 작성된다. 공

개키 및 개인키를 가지고 작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개키가 근거리 메모리 또는 PKS로부터 복구된다. 또한, 휴대용 장

치(100)와 데스크탑(35)이 동일한 개인키를 공유하므로 발송 장치는 특정 수취인이 이동 중인지의 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없다. 도 1에 도시되고 전술된 바와 같은 시리얼 포트(50)를 통해 휴대용 장치(100)에 개인키를 로딩함으로써 데스크탑

(35)과 휴대용 장치(100)간에 개인키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암호화된 메시지(200, 310), 관련 암호화된 세션키(210, 215, 220) 및 관련 서명 정보(305)는 모두 호스트 로케이션(30)

및 가능하다면 다른 수취인에게 보내진다. 인터넷(20)에 연결된 특정 머신은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 메시지는 처리를 위해

메시지 서버(40)에 제공된다. 이 처리는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로 하여금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 대한 신규 메시지를

검출하고 메시지 서버(40)로부터 추출하도록 한다. 메시지가 먼저 서명되고 그 후 암호화되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 단계가

수행된다. 메시지가 먼저 서명되고나서 암호화되었다면,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먼저 해독을 위해 정확한 세션키

(220)를 휴대용 장치(100)에 보낸다. 해독된 세션키(500)가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로 반환된 후, 메시지는 전체적으

로 해독되고, 서명 정보가 추출된다. 서명은 발송 장치의 공개키를 복구함으로써 검증된다. 이 키는 로케이션 메모리 또는

디스크 로케이션에 저장되거나, 혹은 이 예에서는 인터넷(20) 상에서 액세스 가능한 공개키 인프라 구조(600)를 통해 액세

스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발송 장치의 서명의 검증 여부에 상관없이, 메시지는 무선의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암호화

되고, 그 결과의 메시지(80)는 메시지가 서명되었다는 표식 및 서명의 검증 여부와 함께 휴대용 장치 사용자(100)에게 전

송된다. 휴대용 사용자는 전송된 메시지(80)를 해독하여, 원본 메시지(15), 메시지가 서명되었다는 표식 및 서명의 검증 여

부를 검색한다.

메시지가 먼저 암화되고 그 후 서명되는 경우,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는 전술된 바와 같이 디지털 서명을 검증한다.

발송 장치의 서명이 검증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해독을 위해 정확한 세션키(220)가 휴대용 장치(100)에 전송될 것이

다. 해독된 세션키(500)가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에 반환된 후, 메시지는 완전히 해독될 수 있고, 무선의 편리한 암호

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보내진다. 휴대용 장치(100)는 메시지(80)를 수신하여 처리하고, 서명 표식뿐만 아니

라 원본 메시지(15)를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이 필수적으로 검증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호스

트 로케이션(30)에서 메시지를 해독함으로써, 사용자는 서명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메시지를 보도록 선택할 수 있다.

도 11은 호스트 시스템이 서명된, 암호화된 또는 서명 및 암호화된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보내기 전에 사전 처리하는 방

법에 대한 흐름도가 도시하고 있다. 도 11은 서명된 메시지에 더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한편, 도 12는 암호화될 메

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흐름도까지 연장하고 있다. 이 흐름도에서, 메시지 서버(40)가 메시지를 수신하여 메시지 저장 위치

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한다. 또한, 메시지 서버(40)과 공조하여 동작하는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가 메시지 도착을 검

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시 도 11을 보다 구체적으로 참조하면, 본 방법은 단계 700에서 개시되며,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내의 메시지 발송 장치

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점이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에 의해 검출된다. 소프트웨어(45)에 대한 제1 단계는 단계

705에서와 같이 메시지가 평범한 문장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된다. 이 검사는 MIME 타입을 검사함으로써 또

는 특정 포맷 및 MIME 값의 첨부를 살펴봄으로써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 정보가 평범한 문장인 경우, 단계 710에서와

같이 메시지가 개봉되고, 휴대용 장치의 각각에 경로배정된다. 정보가 평범한 문장이 아닌 경우, 단계 715에서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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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명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서명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메시지가 서명 먼저 되었다

면, 이것은 메시자가 나중에 암호화되었고 암호화가 서명에 앞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한다. 한편, 메시지가 서명

이 나중에 되었다면, 암호화된 성분을 처리하기 이전에 디지털 신호가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메시지가 서명 먼저되었거나

전혀 서명되지 않았다면, 단계 720에서는 암호화를 위한 추가의 테스트가 수행된다. 메시지가 암호화만 된 것이 아니거나

(즉, 서명되지 않은) 나중에 암호화된 것이 아니라면, 에러가 있음이 틀림없고, 메시지는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가 처

리할 수 없는 포맷을 가지며, 단계 725에서 에러 상태가 선언된다. 특정 에러 처리 프로시져는 임플리멘테이션

(implementation)에 좌우될 것이고,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에 구성 가능할 것이다. 메시지가 나중에 암호화되거나 메시지

가 암호화만 되고 서명되지 않았다면, 단계 730에서 방법은 암호화된 성분을 먼저 처리하도록 진행한다.

단계 715에서와 같이 메시지가 서명이 나중에 되었거나 메시지가 서명만 되고 암호화되지는 않았다면, 단계 740에서 리

다이렉션 프로그램이 디지털 서명을 통해 서명된 데이터 콘텐츠를 검출한다. 이 영역에로의 다른 경로는 암호화 성분이 처

리되고 제거된 후이다(850). 이 경로는 도 12로부터 진입하며, 더욱 상세히 후술할 것이다. 이것은 데이터가 서명 먼저되

고 암호화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예에서, MD(메시지 축약판)이 K-1으로 표시된 사용자 A의 개인키로 암호화되어 축약판 서명 Ak-1(MD)을 생성한다.

단계 745에서, 공지의 알고리즘 또는 서명된 데이터에서 선택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콘텐츠에 대해 신규 메시지 축약판

이 생성된다. 이에 의해 축약판 A가 발생되며, 이 축약판은 추후에 원본 메시지 발송 장치에 의해 보내진 축약판과 비교될

것이다. 이 단계 후, 단계 750에서는 발송 장치의 공개키가 메모리 또는 PKI로부터 검색되거나, 메시지의 서명자 정보 성

분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단계 755에서, 원본 축약판이 발송 장치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축약판 B

가 생성된다. 이 조작은 사용자 A의 공개키 Ak를 취하고 이 공개키를 개인키 암호화된 Ak(Ak-1(MD))에 적용하여 MD를

생성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메시지 축약판 A로부터 생성된 축약판은 단계 760에서와 같이 서명이 유효

하고 메시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독된 축약판 B와 비교된다. 서명이 무효하다면, 단계 765에서 메

시지에 문장 헤더가 추가되어 서명 검증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단계 770에서는 문장 헤더가 메시지에 추가

되어 서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전술된 바와 같이, 디지털 신호는 메시지 축약판과 디지털 서명 모두를 포함할 것이다. 이 경우, 축약판 A는 디

지털 서명내의 축약판과 비교될 것이고, 축약판 서명 또한 발송 장치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검증될 것이다. 디지털 서명의

검증은 2개의 축약판 매치 및 식약판 서명의 검증에 좌우된다.

서명이 처리되면, 단계 775에서는 데이터가 여전히 암호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서명

검증 경로가 경로 850을 통해 진입되었다면, 암호화된 부분은 이미 처리되었을 것이다. 데이터가 여전히 암호화되었다면,

도 12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 780을 통해 데이터를 해독하도록 진행한다. 데이터가 더 이상 암호화되지 않았다

면, 단계 785에서 암호화되었는지의 여부가 검사된다. 암호화되었다면, 단계 795에서는 서명 입증 헤더, 메시지가 공개키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 및 원본 메시지 몸체 문장을 포함하는 메시지가 구성되어 사용

자에게 보내진다. 메시지가 절대로 암호화되지 않았다면, 단계 790에서는 서명 입증 헤더 + 메시지 몸체를 포함하는 메시

지가 휴대용 장치(100)에 보내진다. 휴대용 장치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리다이렉션 소프트웨어(45)에 의해 선택적

으로 채용되는 인코딩, 압축 및 암호화 방식은 이 흐름도에 도시되지 않았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흐름도의 연속으로,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보내기 전에 암호화의 처리에 중점을 둔 흐름도이다.

이 도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경로가 있으며, 그 첫번째는 메시지가 서명 먼저 되고 암호화가 나중에 될 때 또는

암호화만 될 때이며(730), 나머지 하나는 메시지가 암호화 먼저 되고 서명이 나중에 될 때와 서명이 이미 처리되었을때

(780)이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첫번째 단계는 단계 810에서와 같이 암호화된 데이터가 수취인정보 리스트 스트럭쳐를 위치

확인하고 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세션키를 위치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인 단계 815에서는 세션키를 포함하는 휴대용

장치(100)에 대한 공백 메시지(a canned message)를 발생한다. 이 메시지는 메시지의 크기, 일자 및 최초작성자 등의 메

시지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되었는지의 표식과 함께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문장을 가질 것이다. 메시지는 보일러플

레이트 메시지(boilerplate message)와 함께 단계 820에서 휴대용 장치에 보내진다. 휴대용 장치(100)는 단계 825에서

메시지를 수신하고, 세션키를 검출하며, 세션키를 해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인키가 존재하는지의 확인한다. 휴대용 장

치가 정확한 개인키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어떠한 개인키도 로드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메시지를 해독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 단계 830에서와 같이 메시지는 사용자에 의해 보여질 수 없다. 한편, 선택적인 단계로써, 단계 835에서는 사용자가

휴대용 장치의 메뉴 또는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한 선택이 제공될 수도 있다. 단계 840에서

는 해독된 세션키가 호스트로 다시 보내지고, 원본 메시지가 해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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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이 완료된 후, 메시지가 서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실행된다. 메시지가 서명되었다면, 단계 850으로 진행

하여 도 11에 도시되고 전술된 바와 같이 디지털 서명을 처리한다. 메시지가 서명되지 않았다면, 단계 855에서 추가의 검

사가 수행되어 서명이 이미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서명된 성분이 이미 처리된 때에는 경로 780을 통해 도 12에서의

암호화 처리에 진입할 수 있다. 서명이 이미 처리되었다면, 단계 860에서 해독된 메시지는 서명 헤더와 함께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휴대용 장치에 전부 보내된다. 한편, 메시지가 서명되지 않았다면, 단계 865에서 원본 메시지가 해독되고, 사용

자가 볼 수 있도록 휴대용 장치에 보내진다.

도 13은 S/MIME 기술을 사용한 메시지의 서명 및 암호화를 위해 휴대용 장치가 호스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휴대용 장치로 향하는 호스트에 의한 사전 처리 데이터의 예와 유사하게, 휴대용 장치는 호스트로 하여금 휴

대용 장치로부터의 데이터를 사전 처리하도록 한다. 이 흐름도에서, 사용자는 암호화, 서명 또는 암호화와 서명 성분 모두

를 메시지에 추가하는 능력을 갖는다.

도 13에서의 제1 단계 900에서, 사용자는 휴대용 장치에 대한 "작성" 옵션을 선택한다. 단계 905에서와 같이 사용자는 메

시지를 입력하고, 메시지에 대한 추가의 보안을 요청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S/MIME, PGP 또는 일부 다른 독점성 인코딩

메카니즘을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단계 910에서 사용자가 메시지에 서명을 추가하길 원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가 수행된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 915에서 사용자가 암호화를 추가하도록 원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사가 수행된다. 사용

자가 서명 또는 암호화 중의 하나를 추가하도록 선택하지 않았다면, 단계 920에서 추가 보안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이 무시

되고, 메시지가 정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내진다.

사용자가 서명을 추가하도록 원한다면, 단계 925에서 메시지 문장이 축약판 기능부에 통과되고, 축약판이 사용자의 개인

키 Ak-1(MD)로 암호화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축약판의 암호화는 축약판을 서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변형의 일례일

뿐이다. 이것이 완료된 후, 단계 930에서 사용자가 또한 메시지에 암호화를 추가하도록 희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

의 검사가 수행된다.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바와 같이, 단계 930에서의 검사는 무한 루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시지가 이미 암호화된 것으로 가정하거나 또는 이와 달리 이미 암호화된 것을 검사할 것이다. 원본 메시지(이제는 선택

적으로 암호화된)와, 서명된 축약판과, 알고리즘 id와, 암호화에 사용된 선택적인 옵션 키가 모두 호스트 시스템에 보내진

다. 또한 무선의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정보의 전부를 인코딩, 압축 및 암호화하는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메시지에 서명을 추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암호화를 추가하는 것은 원한다면, 또는 사용자가 서명을 추가한

후에 암호화를 추가하도록 원한다면, 본 방법은 단계 940으로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휴대용 장치는 예를 들어 휴대용 장

치에 저장된 이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 대한 개인키에 기초하여 세션키를 생성할 것이다. 휴대용 장치 소프트웨어는 메시지

를 암호화하기 위해 세션키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무선의 편리한 암호화 방법이 이미 적소에 있다면 별도의 무선의 편리한

암호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이 완료된 후, 단계 945에서 사용자가 그 위에 메시지를 서명하도록 원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수행된다. 전술된 단계 930과 마찬가지로, 단계 945는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메시지가 아

직 서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이와 달리 메시지가 아직 서명되지 않은 것으로 검사한다. 사용자가 서명 추가

를 원한다면, 본 방법은 단계 925로 되돌아가 디지털 서명을 추가한다. 한편, 사용자가 서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는 서명

이 이미 추가되었다면, 단계 950에서 호스트에 대해 메시지가 작성된다. 단계 950은 암호화되는 원본 메시지를 취하고, 암

호화를 위해 사용된 세션키를 포함시키고, 선택적인 서명된 축약판 및 알고리즘 id를 추가하고, 이 모두를 호스트에 보낸

다. 앞에서와 같이, 이들 정보 모두는 무선의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인코딩, 압축 및 암호화될 수도 있다.

단계 955에서 호스트가 휴대용 장치로부터 이들 메시지를 수신할 때,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id 및 세션키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채로 제공되는 성분을 취하고, 완전한 S/MIME 또는 PGP 메시지를 작성하여 목적지에 보낸다. 휴대용 장치

사용자를 대신하여 행해진 처리는 메시지의 모든 수취인에 대한 암호화된 세션키를 작성하는 처리와, 수취인정보 리스트

를 작성하는 처리와, 사용자의 개인키, 그 회사에 대한 인증서와 인증서 취소 리스트(CRL)로 서명 섹션을 작성하는 처리를

포함할 것이다. 이들 최종 성분은 2,000 바이트 내지 10,000 바이트 길이의 메시지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구축이 완료된

후, 메시지는 메시지 서버(40)를 통해 회사내에 기반을 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중의 하나에 연결된 모든 목적지 수취인

에 전송된다.

도 14에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일례의 무선 통신 장치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휴대용 통신 장치(100)는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신 성능을 갖는 양방향 통신 장치가 바람직하다. 이 장치는 인터넷 상의

다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성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치에 의해 제공된 기능성에 좌우되어, 이 장치는 데이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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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징 장치, 양방향 페이저, 데이터 메시징 성능을 갖는 셀룰러폰, 무선 인터넷 응용 장치 또는 데이터 통신 장치(전화 기능

을 갖거나 갖지 않는)로 지칭될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장치는 본 명세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휴대용 장치로 지

칭된다.

듀얼-모드 장치(100)는 송수신기(1411), 마이크로프로세서(1438), 디스플레이(1422), 플래시 메모리(1424), RAM

(1426), 보조 입력/출력(I/O) 장치(1428), 시리얼 포트(1430), 키보드(1432), 스피커(1434), 마이크로폰(1436), 단거리

무선 통신 서브시스템(1440)을 포함하며, 또한 다른 장치 서브시스템(1442)도 포함할 수도 있다. 송수신기(1411)는 송신

및 수신 안테나(1416, 1418), 수신기(Rx)(1412), 송신기(Tx)(1414), 하나 이상의 국부발진기(LOs)(1413) 및 디지털 신

호 프로세서(DSP)(1420)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듀얼-모드 장치(100)는 마이크로프로세서(1438)[및/또는 DSP

(1420)]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모듈(1424A∼1424N)을 플래시 메모리(1424)내에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이 복수의 모듈에는 음성 통신 모듈(1424A), 데이터 통신 모듈(1424B) 및 복수의 다른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복수의 다른 연산 모듈(1424N)이 포함된다.

휴대용 통신 장치(100)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성능을 갖는 양방향 통신 장치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휴

대용 통신 장치는 임의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셀룰러 네트워크와 같은 음성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도 있으며, 데이

터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통신할 수 있다.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는 도 14에서 통신 타워(1419)로 도시되어 있다.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는 기지국, 네트워크 콘트롤러 등과 같은 별도의 인프라 구조를 사용하는 별도의 통신 네트워크로 존재

하거나, 또는 단일 무선 네트워크로 통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1419)에 대한 언급은 단일의 음성 및 데이터 네트

워크 또는 별도의 네트워크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통신 서브시스템(1411)은 네트워크(1419)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DSP(1420)는 통신 신호를 송신기(1414)에 보내고

수신기(1412)로부터 통신 신호를 수신하며, 송신기(1414) 및 수신기(1412)와 제어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단일 주파수 또는 아주 가까운 세트의 주파수에서 발생한다면, 하나의 LO(1413)가 송신기(1414) 및 수신기

(1412)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 이와 달리, 음성 통신대 데이터 통신을 위해 상이한 주파수가 사용된다면, 복수의 LO

(1413)이 사용되어 네트워크(1419)에 대응하는 복수의 주파수를 발생할 수 있다. 도 14에는 2개의 안테나(1416, 1418)

가 도시되어 있지만, 휴대용 장치(100)는 단일 안테나 구조로 사용될 수 있다. 음성 및 데이터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정보

는 DSP(1420)와 마이크로프로세서(1438)간의 링크를 통해 통신 모듈(1411)과 통신한다.

주파수 대역, 성분 선택, 파워 레벨 등과 같은 통신 서브시스템(1411)의 상세한 설계는 휴대용 장치(100)가 작동하도록 계

획되는 통신 네트워크(1419)에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북미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계획된 휴대용 장치(100)는

Mobitex 또는 DataTAC 휴대용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와 작동하도록 설계된, 그리고 AMPS, TDMA, CDMA, PCS 등과

같은 다양한 음성 통신 네트워크의 어떠한 것과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통신 서브시스템(1411)을 포함하는 한편, 유럽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된 휴대용 장치(10)는 GPRS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및 GSM 음성 통신 네트워크와 작동하도록 구성될 것

이다. 분리형 및 일체형 모두의 다른 유형의 데이터 및 음성 네트워크가 휴대용 장치(100)와 사용될 수도 있다.

네트워크(1419)의 유형에 좌우되어, 듀얼-모드 휴대용 장치(100)에 대한 액세스 장치 또한 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

Mobitex 및 DataTAC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휴대용 장치는 각각의 장치와 관련된 고유한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등록된다. 그러나, GPRS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액세스는 휴대용 장치(100)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관련된다.

GPRS 장치는 통상적으로 GPRS 네트워크 상의 휴대용 장치(100)를 작동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

을 필요로 한다. SIM 없이도 근거리 또는 비네트워크 통신 기능이 작동할 수 있지만, 휴대용 장치(100)는 '911' 긴급 호출

과 같은 법적으로 요구된 작동이 아닌 네트워크(1419)를 통한 통신을 수반하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요구된 네트워크 등록 또는 작동 프로시져가 완료된 후, 듀얼-모드 장치(100)는 네트워크(1419)를 통해 바람직하

게는 음성 및 데이터 신호를 모두 포함하는 통신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할 것이다. 통신 네트워크(1419)로부터 안테나

(1416)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수신기(1412)에 경로배정되고, 이 수신기는 신호 증폭, 주파수 다운 변환, 필터링, 채널 선

택 등을 제공하고, 또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제공할 것이다. 수신된 신호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은 DSP(1420)를 사

용하여 수행될 디지털 복조 및 디코딩과 같은 더욱 복잡한 통신 기능을 허용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네트워크(1419)에 전

송될 신호는 예를 들어 DSP(1420)에 의해 변조 및 인코딩을 포함한 처리가 수행되며, 그리고 나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주파수 업 변환, 필터링, 증폭 및 안테나(1418)를 통한 통신 네트워크(1419)에의 전송을 위해 송신기(1414)에 제공된다.

도 14에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해 단일 송수신기(1411)가 도시되어 있지만, 휴대용 장치(100)는 2개의 별도 송수신

기, 즉 음성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제1 송수신기와 데이터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제2 송수신기를 포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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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신호를 처리하는 것 외에, DSP(1420)는 송신기 및 수신기 제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신기

(1412)와 송신기(1414)에서 통신 신호에 인가된 이득 레벨은 DSP(1420)에서 실시된 자동 이득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적

합하게 제어될 것이다. 송수신기(1411)의 더욱 복잡한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DSP(1420)에서 다른 송수신기 제어 알고리

즘이 실시될 수도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1438)는 듀얼-모드 휴대용 장치(100)의 전체적인 동작을 관리 및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많은 유형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마이크로콘트롤러가 사용되거나, 이와 달리 마이크로프로세서(1438)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단일 DSP(1420)가 사용될 수도 있다. 최소의 데이터 및 음성 통신을 포함하는 로우(low)-레벨 통신 기능은 송

수신기(1411)내의 DSP(1420)를 통해 수행된다. 한편, 음성 통신 애플리케이션(1424A) 및 데이터 통신 애플리케이션

(1424B)과 같은 하이-레벨 통신 애플리케이션이 마이크로프로세서(1438)에 의한 실행을 위해 플래시 메모리(1424)에

저장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성 통신 모듈(1424A)은 네트워크(1419)를 통해 듀얼-모드 휴대용 장치(100)와 복

수의 다른 음성 장치간에 음성 호출을 송신 및 수신하도록 작동할 수 있는 하이-레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 모듈(1424B)은 네트워크(1419)를 통해 듀얼-모드 휴대용 장치(100)와 복수의 다른 데

이터 장치간에 e-메일 메시지, 파일, 구조자 정보(organizer information), 단문 메시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

하기 위해 동작할 수 있는 하이-레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휴대용 장치(100) 상에서, 보안 메시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전술된 보안 메시징 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데이터 통신 모듈(1424B)과 공조하여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1438)는 또한 디스플레이(1422), 플래시 메모리(1424), RAM(1426), 보조 입력/출력(I/O) 서브시스템

(1428), 시리얼 포트(1430), 키보드(1432), 스피커(1434), 마이크로폰(1436), 근거리 통신 서브시스템(1440) 및 다른 장

치 서브시스템(1442)과 같은 다른 장치 서브시스템과 상호 작용한다. 예를 들어, 모듈(1424A∼1424N)은 마이크로프로

세서(1438)에 의해 수행되고, 휴대용 장치의 사용자와 휴대용 장치간에 하이(high)-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인터페이스는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1422)를 통해 제공된 그래픽 성분과, 보조 I/O(1428), 키보드(1432), 스피

커(1434) 또는 마이크로폰(1436)을 통해 제공된 입력/출력 성분을 포함한다.

도 14에 도시된 서브시스템의 일부는 통신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서브시스템은 "상주" 또는 장치동작유지(on-

device)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키보드(1432) 및 디스플레이(1422)와 같은 일부 서브시스템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을 위해 문장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통신 관련 기능과, 계산기 혹은 태스크 리스트나 다른

PDA형 기능과 같은 장치 관련 기능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1438)에 의해 사용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플래시 메모리(1424)와 같은 영구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체제 및 통신 모듈(1424A∼N) 외에, 플래시 메모리(1424)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시스

템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장 영역은 공개키, 개인키 및 보안 메시징을 위해 요구된 다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플래

시 메모리(1424)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체제, 특정 장치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듈이나 그 일부는 더 신속한 작

동을 위해 RAM(1426)과 같은 휘발성 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로드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수신된 통신 신호는 영구 저

장 장치(1424)에 위치된 파일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기록되기 전에 RAM(1426)에 일시적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듀얼-모드 장치(100) 상에 장착될 수 있는 일례의 애플리케이션 모듈(1424N)은 칼렌더 이벤트, 약소 및 업무 아이템 등과

같은 PDA 기능성을 제공하는 개인용 정보 관리자(PIM)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모듈(1424N)은 전화 호출, 음성 메일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음성 통신 모듈(1424A)과 상호 작용할 것이고, 또한 e-메일 통신 및 다른 데이터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데

이터 통신 모듈(1424B)과 상호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음성 통신 모듈(1424A) 및 데이터 통신 모듈(1424B)

의 기능성 전부가 PIM 모듈에 일체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1424)는 휴대용 장치 상의 PIM 데이터 아이템의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IM 애플리케이션은 무선 네트워크(1419)를 통해 그 자체로 또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모듈(1424A, 1424B)

과 공조하여 데이터 아이템을 송신 및 수신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PIM 데이터 아이템은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또

는 저장된 대응 세트의 데이터 아이템과 무선 네트워크(1419)를 통해 일체화, 동기화 및 업데이트되어 특정 사용자와 관련

된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미러링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용 장치(100)는 휴대용 장치(100)를 인터페이스 크래들에 위치시켜 휴대용 장치(100)의 시리얼 포트(1430)를 호스

트 시스템의 시리얼 포트에 연결시킴으로써 호스트 시스템과 수동으로 동기화될 수도 있다. 시리얼 포트(1430)는 사용자

로 하여금 외부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선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다른 애플리케이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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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1424N)을 다운로드하도록 하고, 전술된 바와 같이 장치 상에 인증서, 키 및 다른 정보를 로드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배선 다운로드 경로는 암호키를 휴대용 장치 상에 로드하도록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무선 네트워

크(1419)를 통해 암호화 정보를 교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안 방법이 된다.

추가의 애플리케이션 모듈(1424N)이 네트워크(1419), 보조 I/O 서브시스템(1428), 시리얼 포트(1430), 근거리 통신 서

브시스템(1440) 또는 어떠한 다른 적합한 서브시스템(1442)을 통해 듀얼-모드 장치(100) 상에 로드되거나, 사용자에 의

해 플래시 메모리(1424) 또는 RAM(1426)에 설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의 유연성은 휴대용 장

치(100)의 기능성을 증가시키고, 향상된 장치동작유지 기능, 통신 관련 기능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보안 통신 애플리케이션은 전자 거래 기능 및 다른 이러한 금융 거래가 장치(100)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듀얼-모드 장치(100)이 데이터 통신 모드로 작동할 때, 문자 메시지 또는 웹 페이지 다운로드와 같은 수신된 신호는 송수

신기(1411)에 의해 처리될 것이며, 수신된 신호를 디스플레이(1422)에 출력하기 위해 추가 처리할 마이크로프로세서

(1438) 또는 이와 달리 보조 I/O 장치(1428)에 제공될 것이다. 듀얼-모드 장치(100)의 사용자는 e-메일 메시지와 같은 데

이터 아이템을 키보드(1432)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키보드는 공지된 DVORAK 스타일과 같은 다른 스타

일의 완전한 문자 숫자 조합 키보드가 이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QWERTY 스타일로 레이아웃된 완전한 문자 숫자 조합 키

보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장치(100)에 대한 사용자 입력은 마우스 입력 장치, 터치패드, 다양한 스위치, 록커 입력 스위치

(locker input switch)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복수의 보조 I/O 장치(1428)를 가지고 추가 향상된다.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작성된 데이터 아이템은 송수신기(1411)를 경유하여 통신 네트워크(1419)를 통해 전송될 것이다. 휴대용 장치(100)에 의

해 수신되고 휴대용 장치(100)로부터 전송될 보안 메시지는 데이터 통신 모듈(1424B) 또는 전술된 기술에 따른 관련 보안

메시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처리된다.

듀얼-모드 장치(100)가 음성 통신 모드로 동작할 때, 장치(100)의 전체적인동작은 수신된 신호가 스피커(1434)에 출력되

고 전송을 위한 음성 신호가 마이크로폰(1436)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모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전술된 보안 메시징 기술은 음성 통신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음성 메시지 녹음 서브시스템과 같은 음

성 혹은 음향 I/O 서브시스템이 장치(100) 상에 실시될 수도 있다. 음성 또는 음향 신호 출력이 스피커(1434)를 통해 일차

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호출자(calling party), 음성 호출의 지속 시간 또는 다른 음성 호출 관련 정보

의 동일성의 식별을 제공하기 위해 디스플레이(1422)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1438)는 음성 통

신 모듈(1424A) 및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유입 음성 호출의 발신자 식별 정보를 검출하여 이것을 디스플레이

(1422) 상에 표시할 수 있다.

근거리 통신 서브시스템(1440) 또한 듀얼-모드 장치(100)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브시스테(1440)은 유사 기동

시스템 및 장치와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적외선 장치 및 관련 회로와 구성성분, 또는 각각 블루투스 또는 802.11 사양에

따른 "블루투스" 모듈 혹은 802.11 모듈과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블루투스"와 802.11이 전기 전

자 기술자 협회(IEEE)로부터 이용 가능한 사양의 세트를 지칭하고, 각각 무선 LAN 및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에 관한 것

이라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것이다.

바람직한 동작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상이한 구성요소와 단계로 이러한

동작이 실행될 수 있다. 이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를 위한 것이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도 15 및 도 16은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를 수반하는 메시지의 사전 처리 및 사후 처리를 예시한다.

도 15는 호스트 시스템(1506)이 하나 이상의 메시지 수신 장치에 어드레스 지정된 메시지 발송 장치(1502)로부터 메시지

(1504)를 수신하는 사전 처리 예를 도시하고 있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510)은 메시지 수신 장치에 대응하는 휴대용 장

치(1514)에 대한 메시지(1512)를 발생한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510)은 발송 장치의 메시지(1504)에 대해 인증 및/또는

암호화 메시지 처리(1508)를 수행한다. 메시지 수신 장치 대응 휴대용 장치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일부 또는 전체 섹션 키

를 제외시킴으로써 발송 장치의 암호화된 메시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다수 유형의 처리가 수행될 것이다. 처리

(1508)를 통해, 휴대용 장치(1514)에 전송된 메시지(1512)는 인증 및/또는 암호화 특징에 대한 발송 장치의 메시지

(1504)의 수정본이다. 휴대용 장치(1514)는 이러한 사전 처리된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해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RAM과

같은 메모리를 포함한다.

발송 장치의 메시지(1504)는 다른 휴대용 장치가 무선 접속기 시스템(1510)에 의해, 발송 장치의 메시지(1504)를 수신해

야만 하는 수취인에 대응하는 것으로 식별된다면 유사하게 처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증 및/또는 암호화 특징(예를 들

어, 인코딩 특징)에 대해 수정된 메시지(예를 들어, 1516)가 다른 휴대용 장치(예를 들어, 1518)에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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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은 메시지 처리(1508)가 호스트 시스템(1506)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거나, 무선 접속기 시스템(1510)이 호

스트 시스템(1506)내에서 작동하도록 하거나, 무선 접속기 시스템(1510)이 호스트 시스템(1506)으로부터의 상이한 플랫

폼 상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 넓은 범위의 시스템의 변형의 추가 예로써, 무선 접

속기 시스템(1510)은 리다이렉션 조작이 아닌 기술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예를 들어, 1514, 1518)에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6은 무선 접속기 시스템(1606)이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1602)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메시지 수신 장치(예를 들어,

1614, 1618)에 어드레스 지정된 메시지(1604)를 수신하는 사전 처리 예를 도시하고 있다. 메시지(1604)에 대해 인증 및/

또는 암호화 메시지 처리(1608)가 수행된다. 장치의 서명된 메시지로부터 서명 관련 정보 표식을 제거하고 서명 관련 정보

표식으로 식별된 서명 관련 정보를 서명된 메시지에 첨부하는 등의 많은 유형의 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처리된 메시지

(1612)는 호스트 시스템(1610)을 통해 하나 이상의 수신 장치(예를 들어, 1614, 1618)에 보내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이러한 사전 처리 및 사후처리 시스템은 현재의 시스템이 일차적으로 휴대용 장치와 관련된 대역폭 및

배터리 한계로 인해 전체 S/MIME 메시지를 휴대용 장치에 배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같은 많은 관심사항을 해소한다.

한가지 문제점은 S/MIME 메시지가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휴대용 장치에 효과적으로 전송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점이

다. 휴대용 장치에 또는 휴대용 장치로부터 전체 S/MIME 메시지가 전송되면, 단지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과도한 양의 메

모리와 배터리 전력을 사용할 것이다. 휴대용 장치에 의한 수신 또는 전송에 필요한 시간, 저장을 위해 요구된 메모리 및

메시지 교환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된 배터리 전력을 감안하면, 스트레이트 S/MIME를 지원하려는 제품은 일반적인 비지니

스 사용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품질을 가질 것이다. 다른 예의 관심 사항은 무선 네트워크 및 휴대용 장치에 액세스 가

능한 현재 이용 가능한 공개키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공개키 암호 조작의 사용은 매우 용이하지 않

고, PKI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휴대용 장치에서 과도한 캐싱 조작을 필요로 한다. 보안 e-메일 메시지를 교환하는 영역에

서, (1) 휴대용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해 휴대용 장치가 PKI로부터 공개 암호화 키를 복구하지 못한

다는 점, (2) 서명되는 수신 메시지에 대해 공개키를 복수할 수 없다는 점, (3) 소형 장치 상에서 매우 큰 CRL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 (4)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수반된 복잡한 수학 계산을 수행할 때 저속 프로세서를 갖는 휴대용 장치 상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된다는 점을 포함하는 추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들 문제점 및 그 밖의 다른 문제점 때문에 휴대용 장

치를 이용한 S/MIME 기반 e-메일 메시지 교환의 시도가 곤란하게 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사전 처리 및 사후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은 보안 e-메일 메시지를 처리하여 예를 들어 S/MIME 메시지

를 포함한 이러한 메시지가 휴대용 장치로 교환될 수 있게 한다. 본 시스템 및 방법은 휴대용 장치와 관련된 호스트 시스템

의 프로세서 파워를 상승시켜 휴대용 장치와의 S/MIME 메시지 교환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 17 내지 도 19에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의 넓은 범위의 추가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7 내지 도 19는 상

이한 일례의 통신 시스템내에서 시스템 및 방법의 추가 사용을 도시하고 있다. 도 17은 일례의 통신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

록도이다. 도 17에는 컴퓨터 시스템(1702), WAN(1704), 보안 방화벽(1708)내의 통합 LAN(1706), 무선 인프라 구조

(1710), 무선 네트워크(1712, 1714) 및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휴대용 장치")(1716, 1708)이 도시되어 있다. 통합 LAN

(1706)은 메시지 서버(1720),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 적어도 복수의 메일박스(1719)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

(1717), 물리적 접속(1724)을 통해 인터페이스 또는 접속기(1726)까지 휴대용 장치에 직접 통신 링크를 갖는 데스크탑 컴

퓨터 시스템(1722), 및 무선 가상 개인 네트워크(VPN) 라우터(1732)를 포함한다. 도 17내의 시스템의 동작은 메시지

(1733, 1734, 1736)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라우터 시스템(1702)으로는 WAN(1704)에의 접속을 위해 구성된 예를 들어 랩탑, 데스크탑 또는 팜탑 컴퓨터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은 ISP 또는 ASP를 통해 WAN(1704)에 접속될 것이다. 이와 달리, 컴퓨터 시스템(1702)

으로는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1722)과 같이 LAN 또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WAN(1704)에 액세스하는 네트워크 접

속된 컴퓨터 시스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수의 현대적 휴대용 장치는 컴퓨터 시스템(1702)이 휴대용 장치가 될 수 있도

록 다양한 인프라 구조 및 게이트웨이 장치를 통해 WAN에 대한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통합 LAN(1706)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중앙의 서버 기반 메시징 시스템의 예이다. 통합 LAN(1706)은 "호스트 시스템"으

로 지칭될 것이며, 그 이유는 통합 LAN이 휴대용 장치(1716, 1718)에 전송될 또는 수신될 수도 있는 메시지를 위한 메일

박스(1719)를 갖는 데이터 저장 장치(1717) 및 다른 데이터 아이템을 위한 추가의 데이터 저장 장치와, 무선 접속기 시스

템(1728), 무선 VPN 라우터(1732) 또는 통합 LAN(1706)과 하나 이상의 휴대용 장치(1716, 1718)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구성 성분을 모두 호스팅하기 때문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호스트 시스템은 무선 접속기 시스템에서 작

동하는, 무선 접속기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는, 또는 무선 접속기 시스템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일 것이

다. 통합 LAN(1706)은 호스트 시스템의 한 바람직한 실시예이고, 여기서 호스트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보안 통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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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1708) 뒤에서 작동하고 이 방화벽에 의해 보호되는 통합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실행하는 서버 컴퓨터이다. 다른 가능한

중앙 호스트 시스템으로는 ISP, ASP 및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 혹은 메일 시스템이 있다.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1724)

및 인터페이스/접속기(1726)가 이러한 호스트 시스템 외부에 위치될 수 있기는 하지만, 무선 통신 작동은 전술된 것과 유

사할 것이다.

통합 LAN(1706)은 관련된 무선 통신 가능 구성성분으로서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을 실시하고, 이것은 적어도 하나 이

상의 메시지 서버와 작동하도록 구축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성분일 것이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은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1712, 1714)를 통해 하나 이상의 휴대용 장치(1716, 1718)에

사용자 선택된 정보를 전송하고 정보를 수신하도록 사용된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

시징 시스템의 별도의 구성성분이거나, 다른 통신 시스템 성분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메시지 서버(1720)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또는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의 기능성의 일부, 약간 또

는 전부를 실시하는 성분을 통합할 것이다.

방화벽(1708) 뒤의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메시지 서버(1720)는 예를 들어 e-메일, 카렌다 데이터, 음성 메일, 전자 문서

및 다른 개인 정보 관리(PIM) 데이터를 포함한 메시지를 통상적으로 인터넷인 WAN(1704)으로 교환하기 위한 기업용 메

인 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한다. 특정 중간 조작 및 컴퓨터는 메시지를 교환시키는 특정 유형의 메시지 배달 메카니즘과 네트

워크에 좌우될 것이며, 그에 따라 도 17에 도시되지 않았다. 메시지 서버(1720)의 기능성은 메시지 전송 및 수신을 넘어서

는 범위까지 연장할 것이며, 이러한 특징을 카렌다, 예정 작업 리스트, 태스크 리스트, e-메일 및 문서와 같은 데이터를 위

한 동적 데이터베이스 저장으로서 제공한다.

메시지 서버(1720)와 같은 메시지 서버는 서버 상에 계정을 갖는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저장 장치(1717)와 같은 하나 이

상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복수의 메일박스(1719)를 유지한다. 데이터 저장 장치(1717)는 다수("n")의 사용자 계정을 위한

메일박스(1719)를 포함한다. 사용자, 사용자 계정, 메일박스 또는 사용자, 계정 또는 메일박스(1719)와 관련된 다른 어드

레스를 메시지 수취인으로서 식별하는 메시지 서버(1720)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는 통상적으로 대응 메일박스(1719)에 저

장될 것이다. 메시지가 다수의 수취인 또는 분배 리스트에 어드레스되면, 동일 메시지의 사본이 2이상의 메일박스(1719)

에 저장될 것이다. 이와 달리, 메시지 서버(1720)는 이러한 메시지의 하나의 사본을 메시지 서버 상에 계정을 갖는 모든 사

용자에 대하여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각각의 수취인의 메일박스(1719)에 포인터(pointer) 또는 다

른 식별자를 저장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메시징 시스템에서, 각각의 사용자는 LAN(1706)에 접속된 데스크탑 컴퓨터 시

스템(1722)과 같은 PC 상에서 작동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또는 로터스 노트 등의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자

신의 메일박스(1719)와 그 내용을 액세스할 것이다. 도 17에는 하나의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1722)만이 도시되어 있지

만, 당업자라면 LAN이 다수의 데스크탑, 노트북 및 랩탑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일부의 시

스템에서는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1722)에 의해 데이터 저장 장치(1717)와 그 저장 장치에 저장

된 메일박스(1719)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기도 하지만, 각각의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통상적으로 메시지 서버(1720)를 통

해 메일박스(1719)를 액세스한다. 메시지는 또한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1722)을 통해 데이터 저장 장치(1717)에서 근

거리 데이터 저장 장치(도시 생략)로 다운로드될 수도 있다.

통합 LAN(1706) 내에서,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은 메시지 서버(1720)와 함께 작동한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은

동일 컴퓨터 시스템 상에 메시지 서버(1720)로서 상주하거나, 상이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무선 접속

기 시스템(1728)을 실시하는 소프트웨어는 분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메시지 서버(1720)와 통합될 것이다. 무선 접속

기 시스템(1728)과 메시지 서버(1720)는 휴대용 장치(1716, 1718)에의 정보의 푸싱을 허용하도록 협조하고 상호 작동하

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설치에서, 무선 통신 시스템(1728)은 통합 LAN(1706)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데

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통합 방화벽(1708)을 경유하여 WAN(1704)과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1712, 1714)

를 통해 하나 이상의 휴대용 장치(1716, 1718)에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저장 장치

(1717)에 계정과 관련 메일박스(1719)를 갖는 사용자는 휴대용 장치(1716)와 같은 휴대용 장치를 가질 것이다. 전술된 바

와 같이, 사용자, 계정 또는 메일박스(1719)를 식별하는 메시지 서버(1720)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는 메시지 서버(1720)에

의해 대응 메일박스(1719)에 저장된다. 사용자가 휴대용 장치(1716)와 같은 휴대용 장치를 갖는다면, 메시지 서버에 의해

수신되고 사용자의 메일박스(1719)에 저장된 메시지는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에 의해 검출되어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

(1716)에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유형의 기능성은 "푸시" 메시지 전송 기술로 지칭된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

(1728)은 메일박스(1719)에 저장된 아이템이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요청 또는 액세스 조작에 응답하여 휴대

용 장치(1716, 1718)에 전송되는 "풀(pull)" 기술 또는 이 두가지 기술의 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무선 접속기(1728)를 사용함으로써 메지시 서버(1720)를 포함한 메시지 시스템은 각각의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1716,

1718)가 메시지 서버(1720)의 저장된 메시지를 액세스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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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도 1의 시스템과 유사한 바와 같이, 통합 LAN(1706)으로부터 휴대용 장치(1716,

1718)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몇가지의 경로가 있다. 한가지 가능한 정보 전달 경로는 인터페이스 또는 접속기(1726)를

사용하여 시리얼 포트와 같은 물리적인 접속(1724)을 통하는 것이다. 이 경로는 예를 들어 큰 부피의 PIM 및 서명 관련 정

보의 전달, 데이터 동기화 및 전술된 바와 같은 개인 암호화 또는 서명 키 전달에 유용할 것이다. 공지된 "동기화" 타입 무

선 메시징 시스템에서, 물리적 경로는 메시지 서버(1720)와 관련된 메일박스(1719)로에서 휴대용 장치(1716, 1718)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휴대용 장치(1716, 1718)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다른 방법은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1712,

1714)를 사용하는 오버-더-에어(over-the-air)이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

(1712, 1714)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무선 인프라 구조에 대한 무선 VPN 라우터(1732) 또는 통상적인 WAN 접

속을 수반한다. 무선 VPN 라우터(1732)는 특정 무선 네트워크(1712)를 통해 무선 장치(1716)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VPN 접속을 형성시킨다. 무선 VPN 라우터(1732)를 사용하는 주요한 장점은 무선 인프라 구조(1710)를 필요로 하지 않

을 수도 있는 규격품의 VPN 장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무선 VPN 라우터(1732)가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WAN(1704)에 대한 링크, 통상적으로 인터넷은 무선 접속기 시스템

(1728)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공통 사용 접속 메카니즘이 된다. 휴대용 장치(1716)의 어드레싱 및 임의의 다른 요구된 인

터페이스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선 인프라 구조(1710)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실시예에서, 통합 LAN(1706)에 2이상의 오버-더-에어 정보 교환 메카니즘이 제공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17의

일례의 통신 시스템에서, 메시지 서버(1720) 상의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메일박스(1719)를 갖는 사용자와 관련된 휴대용

장치(1716, 1718)는 상이한 무선 네트워크(1712, 1714)에 대해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무선 네트워크(1712)가 IPv6 어드

레싱을 지원한다면, 무선 VPN 라우터(1732)는 무선 네트워크(1712)내에서 작동하는 임의의 휴대용 장치(1716)와 데이

터를 교환하도록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다. 무선 네트워크(1714)는 상이한 유형의 무선 네트워

크일 수도 있지만, Mobitex 네트워크와 같이 WAN(1704) 및 무선 인프라 구조(1710)에의 접속을 통해 무선 접속기 시스

템(1728)에 의해 무선 네트워크(1714) 이내에서 작동하는 휴대용 장치(1718)와 정보가 교환될 수도 있다.

도 17에서의 시스템의 동작은 전술된 도 1의 동작과 유사하다. e-메일 메시지(1733)는 컴퓨터 시스템(1702)으로부터 전

송되며, 계정 및 메일박스(1719)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수취인 또는 메시지 서버(1720) 및 휴대용 장치(1716, 1718)와 관

련된 유사 데이터 저장 장치에 어드레스 지정된다. 그러나, e-메일 메시지(1733)는 예시를 위한 것일 뿐이다. 통합 LAN

(1706)간의 다른 유형의 정보의 교환 또한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WAN(1704)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1702)으로부터 전송된 e-메일 메시지(1733)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거나(암호화되지

않음), 사용된 특정 메시징 방식에 따라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 및/또는 암호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

(1702)이 S/MIME 를 사용하는 보안 메시징을 위해 인에이블되었다면, e-메일 메시지(1733)는 서명, 암호화 또는 서명과

암호화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e-메일 메시지(1733)는 메시지 서버(1720)에 도달하고, 이 메시지 서버는 e-메일 메시지(1733)가 저장되어야만 하는 메

일박스를 결정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e-메일 메시지(1733)와 같은 메시지는 사용자명, 사용자 계정, 메일박스 식별자 또

는 메시지 서버(1720)에 의해 특정 계정 또는 관련 메일박스(1719)에 맵핑될 수도 있는 다른 유형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도 있다. e-메일 메시지(1733)에 대해, 수취인은 사용자 계정 및 메일박스(1719)에 대응하는 e-메일 어드레스를 사용하

여 식별된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은 하나 이상의 트리거링 이벤트가 발생된 것을 검출할 시에 무선 네트워크(1712 또는 1714)를

통해 사용자 선택된 데이터 아이템 또는 데이터 아이템의 일부를 통합 LAN(1706)에서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1716 또는

1718)로 전송하거나 미러링한다. 트리거링 이벤트는 다음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다: 사용자의 네트워킹된 컴퓨터 시스템(1722)에서의 스크린 세이버 작동, 인터페이스(1726)로부터의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1716 또는 1718)의 단절, 또는 호스트 시스템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메시지의 전송을 개시하라는 휴대용 장치(1716

또는 1718)에서 호스트 시스템으로 전송된 명령의 수신. 그러므로,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은 명령의 수신과 같은 메시

지 서버(1720)와 관련된 트리거링 이벤트 또는 전술된 스크린 세이버 작동 및 단절 이벤트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네트워킹

된 컴퓨터 시스템(1722)과 관련된 트리거링 이벤트를 검출할 수도 있다. 휴대용 장치(1716 또는 1718)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무선 액세스가 LAN(1706)에서 작동될 때, 예를 들어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가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

대한 트리거링 이벤트의 발생을 검출할 때,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 아이템이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에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메일 메시지(1733)의 예에서, 트리거링 이벤트가 검출된 것으로 가정하면, 메시지 서버(1733)에서의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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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733)의 도착이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에 의해 검출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메시지 서버(1720)와 관련된 메일박스

(1719)를 모니터링하거나 질문함으로써 달성되거나, 메시지 서버(1720)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인 경우,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이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MAPI)에 의해 제공된 어드바이스

싱크(advise sync)를 등록하여 신규 메시지가 메일박스(1719)에 저장될 때 통보를 수신한다.

e-메일 메시지(1733)와 같은 데이터 아이템이 휴대용 장치(1716, 1718)에 전송될 때, 도면부호 "1734" 및 "1736"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은 데이터 아이템을 리패키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패키징 기술은 어떠한

이용가능한 전달 경로에도 유사하거나, 특정 전달 경로, 즉 무선 인프라 구조(1710) 또는 무선 VPN 라우터(1732) 중의 하

나에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어, e-메일 메시지(1733)는 도면부호 "1734"에서 리패키징되기 전이나 후에 압축 및 암호화

되어 휴대용 장치(1718)에의 보안 전달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축은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요구된 대

역폭을 감소시키는 반면, 암호화는 휴대용 장치(1716, 1718)에 전송된 임의의 메시지 또는 다른 정보의 보안성을 보장한

다. 이와 반대로, VPN 라우터(1732)에 의해 형성된 VPN 접속이 본래 보안적인 것이기 때문에, VPN 라우터(1732)를 통

해 전달된 메시지는 압축만 되고 암호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의해 메시지는 예를 들어 비표준 VPN 터널이나 VPN-형

접속 또는 VPN 라우터(1732)이 고려될 수도 있는 무선 접속 시스템에서의 암호화를 통해 휴대용 장치(1716, 1718)에 보

안되어 전송된다. 그러므로, 휴대용 장치(1716, 1718)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액세스하는 것은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

(1722)을 사용하여 LAN(1706)에서 메일박스를 액세스하는 것보다 덜 보안적인 것은 아니다.

리패키징된 메시지(1734 또는 1736)이 무선 인프라 구조(1710)를 통해 또는 무선 VPN 라우터(1732)를 통해 휴대용 장

치(1716 또는 1718)에 도달할 때, 휴대용 장치(1716 또는 1718)는 리패키징된 메시지(1734 또는 1736)로부터 외부 전

자 봉투를 제거하고, 임의의 요구된 압축해제 및 해독 조작을 수행한다. 휴대용 장치(1716 또는 1718)로부터 전송되고 하

나 이상의 수취인에 어드레스 지정된 메시지는 유사하게 리패키징되고, 가능하면 압축 및 암호화되어 LAN(1706)과 같은

호스트 시스템에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트 시스템은 리패키징된 메시지로부터 전자 봉투를 제거하고, 필요한 경

우 메시지를 해독 및 압축해제하여 그 메시지를 어드레스 지정된 수취인에게 경로배정할 수도 있다.

도 18은 무선 통신이 무선 네트워크의 오퍼레이터와 관련된 구성성분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다른 일례의 통신 시스템의 블

록도이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1702), WAN(1704), 보안 방화벽(1708) 뒤에 위치된 통

합 LAN(1707),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 무선 네트워크(1711) 및 휴대용 장치(1713, 1715)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1702), WAN(1704), 보안 방화벽(1708), 메시지 서버(1720), 데이터 저장 장치(1717), 메일박스(1719)

및 VPN 라우터(1735)는 도 17의 동일 도면부호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VPN 라우터(1735)가 네트

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와 통신하기 때문에, 도 18의 시스템에서는 무선 VPN 라우터일 필요는 없다. 네트워

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는 각각 컴퓨터 시스템(1742, 1752)과 관련되고 무선 네트워크(1711)내에서 작동하도

록 구성된 휴대용 장치(1713, 1715)와 LAN(1707)간의 무선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LAN(1707)에는 인터페이스 또

는 접속기(1748, 1758)에 대한 물리적 접속(1746, 1756)을 각각 갖는 복수의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1742, 1752)이 나

타내어져 있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은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1742, 1752) 상에 또는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

(1742, 1752)과 협동하여 작동하고 있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은 메일박스(1719)에 저장되는 e-메일 메시지 및 다른 아이템과 같은 데이터 아이템과,

근거리 또는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아이템이 LAN(1707)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휴대용 장치(1713,

1715)에 전송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술된 무선 접속기 시스템(1728)과 유사하다. 그러나, 도 18에서, 네트워크 오퍼레이

터 인프라 구조(1740)는 휴대용 장치(1713, 1715)와 LAN(1707)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위에서와 같이, 도 18에 도

시된 시스템의 동작은 휴대용 장치(1713, 1715)에 전송될 수도 있는 데이터 아이템의 예시 예로서의 e-메일 메시지의 전

후관계에서 아래에 설명될 것이다.

메시지 서버(1720) 상에 계정을 갖는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 어드레스 지정된 e-메일 메시지(1733)가 메시지 서버(1720)

에 의해 수신될 때, 메시지 또는 중앙 메일 박스 혹은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된 메시지의 단일 사본에 대한 포인터가 각

각의 이러한 수취인의 메일박스(1719)에 저장된다. e-메일 메시지(1733) 또는 포인터가 메일박스(1719)에 저장된 후, 휴

대용 장치(1713 또는 1715)를 사용하여 액세스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8에 도시된 예에서, e-메일 메시지

(1733)는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1742, 1752) 모두와 관련된 메일박스(1719) 및 휴대용 장치(1713, 1715) 모두에 어드

레스 지정된다.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바와 같이, LAN(1707) 및/또는 WAN(1704)과 같은 유선 네트워크에 공통으로 사용된 통신 네트워

크 프로토콜은 무선 네트워크(1711)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내에서 사용된 무선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과는 적합하지 않

거나 호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 통신에서 주요 관심 사항인 통신 대역폭, 프로토콜 오버헤드 및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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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턴시는 무선 네트워크보다 더 높은 용량과 속도를 갖는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덜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휴대용 장치

(1713, 1715)는 데이터 저장 장치(1717)를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는 무

선 네트워크(1711)와 LAN(1707) 사이에 브릿지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는 휴대용 장치(1713, 1715)로 하여금 WAN(1704)을 통하여 LAN(1707)에 대

한 접속을 구축하도록 하며,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1711)의 오퍼레이터 또는 휴대용 장치(1713, 1715)에 무선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작동될 것이다. 풀-기반 시스템에서, 휴대용 장치(1713, 1715)는 무선 네트워크

호환 통신 방식과, 정보가 비밀로 남아 있어야 할 때의 무선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러티(WTLS)와 같은 보안 방식과, 무

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 브라우저와 같은 무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

와 통신 세션을 형성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LAN(1707)에서의 데이터 저장 장치(1717)의 메일박스(1719)에 저장된 정보

의 일부, 전부 또는 신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수동 선택 또는 휴대용 장치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내의 사전 선택된 디

폴트를 통해). 아직 형성된 세션이 없다면,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는 예를 들어 시큐어 하이퍼텍스트 트

랜스퍼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여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과 접속 또는 세션을 형성한다. 앞에서와 같이, 네

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와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간의 세션은 통상적인 WAN 접속을 통해 또는

이용 가능하다면 VPN 라우터(1735)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휴대용 장치(1713, 1715)로부터 요청을 수신하고 요청된

정보를 휴대용 장치에 배달하는 사이의 시간 지연이 최소화될 때,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 및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은 통신 접속이 구축된 후에 개방 상태로 유지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도 18의 시스템에서, 휴대용 장치 A(1713) 및 휴대용 장치 B(1715)로부터 발생된 요청은 각각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에 보내질 것이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로부터의 정보에 대하 요청을 수신할 시에,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은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요청된 정보를 복구한다. e-메일 메시지(1733)에 대해, 무선 접속기 시스

템(1744, 1754)은 메시지 서버(1720)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메일박스(1719)를 액세스할 수도 있는 컴퓨터 시스템

(1742, 1752)과 함께 작동하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통해 적합한 메일박스(1719)로부터 e-메일 메시지(1733)를 복구한

다. 이와 달리,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은 메일박스(1719)를 자체로, 직접적으로 또는 메시지 서버(1720)를 통해

액세스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데이터 저장 장치, 데이터 저장 장치(1717)에 유사한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장

치 및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1742, 1752)과 관련된 근거리 데이터 저장 장치는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5) 및 휴대

용 장치(1713, 1715)에 액세스될 수도 있다.

e-메일 메시지(1733)가 컴퓨터 시스템(1742, 1752) 및 휴대용 장치(1713, 1715) 모두와 관련된 메시지 서버 계정 또는

메일박스(1719)에 어드레스 지정된다면, e-메일 메시지(1733)는 도면부호 "1760" 및 "1762"로 표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

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에 보내지고, 그리고 나서 도면부호 "1764" 및 "1766"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e-메일 메

시지의 사본을 각각의 휴대용 장치(1713, 1715)에 전송한다. WAN(1704)에 대한 접속 또는 VPN 라우터(1735) 중의 하

나를 통해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간에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다. 네

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가 상이한 프로토콜을 통해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 및 휴대용 장치(1713,

1715)와 통신할 때,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에 의해 변환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리패키징 기술은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간에, 그리고 각각의 휴대용 장치(1713, 1715)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간에 사용될 수도 있다.

휴대용 장치(1713, 1715)로부터 전송될 메시지 또는 다른 정보는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이러한 정보가 먼저 휴대용

장치(1713, 1715)에서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로 보내진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는

메일박스(1719)에의 저장 및 예를 들어 메시지 서버(1720)에 의한 임의의 어드레스 지정된 수취인에게의 배달을 위해 정

보를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에 전송하거나, 이와달리 정보를 어드레스 지정된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도 있다.

도 18내의 시스템에 대한 상기의 설명은 풀-기반 동작에 관련되고 있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 및 네트워크 오

퍼레이터 인프라 구조는 데이터 아이템을 휴대용 장치(1713, 1715)에 푸시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푸시/풀 시스템의 조

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메시지의 통보 또는 LAN(1707)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에 현재 저장된 데이터 아이템의

리스트가 휴대용 장치(1713, 1715)에 푸시될 수 있으며, 이것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인프라 구조(1740)를 통해 LAN

(1707)으로부터 메시지 또는 데이터 아이템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LAN(1707) 상의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휴대용 장치가 상이한 무선 네트워크내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된 경우, 각각의 무선

네트워크는 도면 부호 "1740"과 유사한 관련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 구성성분을 가질 수도 있다.

도 18의 시스템에서 별도의 전용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이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1742, 1752)용으로 도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 이상의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 1754)가 2이상의 컴퓨터 시스템(1742, 1752)과 협조하여 동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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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구성되거나, 2이상의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 저장 장치 또는 메일박스(1719)를 액세스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은 컴퓨터 시스템(1742) 및 컴퓨터 시스템(1752) 모두에 관련된 메일박스

(1719)에 대한 액세스가 보장될 것이다. 각각의 휴대용 장치 A(1713) 또는 휴대용 장치 B(1715) 중의 하나로부터의 데이

터 아이템에 대한 요청은 무선 접속기 시스템(1744)에 의해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성은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

(1742, 1752)이 각각의 휴대용 장치 사용자에 대해 실행되도록 요구되지 않고서도 LAN(1707)과 휴대용 장치(1713,

1715)간의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은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메시지 서

버(1720)과 함께 구현될 수도 있다.

도 19는 다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본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1702), WAN(1704), 보안 방화벽(1708) 뒤에 위치

된 통합 LAN(1709), 액세스 게이트(1780), 데이터 저장 장치(1782), 무선 네트워크(1784, 1786) 및 휴대용 장치(1788,

1790)를 포함한다. LAN(1709)에서, 컴퓨터 시스템(1702), WAN(1704), 보안 방화벽(1708), 메시지 서버(1720), 데이터

저장 장치(1717), 메일박스(1719),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1722), 물리적 접속(1724), 인터페이스 또는 접속기(1726)

및 VPN 라우터(1735)는 앞서 설명된 대응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액세스 게이트웨이(1780) 및 데이터 저장

장치(1782)는 휴대용 장치(1788, 1790)에게 LAN(1709)에서 저장된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도 19에

서, 무선 접속기 시스템이 LAN(1709)내에서 하나 이상의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과

함께 작동할 수 있기는 하지만, 무선 접속기 시스템(1778)은 메시지 서버(1720) 상에서 또는 메시지 서버(1720)와 함께

작동한다.

무선 접속기 시스템(1778)은 LAN(1709)에서 저장된 데이터 아이템을 하나 이상의 휴대용 장치(1788, 1790)에 전달한

다. 이들 데이터 아이템은 데이터 저장 장치(1717)내의 메일박스(1719)에 저장된 메일 메시지와, 데이터 저장 장치(1717)

또는 도면부호 "1722"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의 근거리 데이터 저장 장치 혹은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된

다른 아이템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된 바와 같이, 메일 서버(1720) 상에 게정을 갖는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 어드레스 지정되고 메시지 서버(1720)에 의

해 수신된 e-메일 메시지(1733)는 각각의 이러한 수취인의 메일박스(1719)내에 저장될 수 있다. 도 19의 시스템에서, 외

부 데이터 저장 장치(1782)는 데이터 저장 장치(1717)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이 데이터 저장 장치(1717)와 동기된 채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저장 장치(1782)에 저장된 PIM 정보 또는 데이터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저장된 PIM 정

보 또는 데이터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정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특정 구성에서, 외부 데이터 저장 장치(1782)에

서의 독립적으로 수정 가능한 정보는 사용자와 관련된 복수의 데이터 저장 장치의 동기화를 유지할 것이다(즉, 휴대용 장

치에 대한 데이터, 가정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데이터, 통합 LAN에서의 데이터 등). 이 동기화는 예를 들어 특정 시간 간

격에서 무선 접속기 시스템(1788)에 의해 데이터 저장 장치(1717)에 보내진 업데이트를 통해 달성되며, 각각의 시각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1717)내의 엔트리가 메시지 서버(1720) 또는 컴퓨터 시스템(1722)에 의해 추가 또는 변경된다. 예를 들

어 e-메일 메시지(1733)의 경우, e-메일 메시지(1733)가 수신된 후의 어느 시점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1782)에 보내진

업데이트는 저장 장치(1733)내의 특정 메일박스(1719)에 저장되며, e-메일 메시지의 사본이 데이터 저장 장치(1782)내

의 대응 저장 영역에 저장될 것이다. e-메일 메시지(1733)가 예를 들어 휴대용 장치(1788, 1790)에 대응하는 메일박스

(1719)에 저장될 때, 도 19에 도면부호 "1792" 및 "1794"로 표시된 e-메일 메시지의 하나 이상의 사본이 데이터 저장 장

치(1782) 또는 대응하는 저장 영역에 보내져 저장될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저장 장치(1717)내의 저장된 정보

의 업데이트 및 사본은 WAN(1704) 또는 VPN 라우터(1735)에의 접속을 통해 데이터 저장 장치(1782)에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접속기 시스템(1778)은 HTTP 포스트 요청을 통해 데이터 저장 장치(1782)내의 리소스에 대한 저장된

정보 또는 업데이트를 포스팅(positing)할 것이다. 이와 달리, HTTP 또는 시큐어 소켓 레이어(SSL)와 같은 보안 프로토콜

이 사용될 수 있다. LAN(1709)에서의 데이터 저장 장치내의 2이상의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 아이템의 단일 사본이 데이터

저장 장치(1782)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본 기술분야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잘 이해할 것이다. 이 데이터 아이템의 사

본은 데이터 저장 장치(1782)내의 2이상의 대응 위치 중의 하나에 저장되거나, 또는 단일 사본이 데이터 저장 장치(1782)

에 저장될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 아이템의 포인터 또는 다른 식별자가 데이터 저장 장치(1782)내의 각각의 대응 위치

에 저장된다.

액세스 게이트웨이(1780)는 휴대용 장치(1788, 1790)에 데이터 저장 장치(1782)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액

세스 플랫폼으로 효율적인다. 데이터 저장 장치(1782)는 WAN(1704) 상의 액세스 가능한 리소스로서 구성될 수 있으며,

액세스 게이트웨이(1780)는 ISP 시스템 또는 WAP 게이트웨이이며, 이 ISP 시스템 또는 WAP 게이트웨이를 통해 휴대용

장치(1788, 1790)가 WAN(1704)에 접속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 장치(1717)와 동기되는 데이터 저장 장치(1782)를 액세

스하기 위해, 그리고 자동으로 또는 휴대용 장치(1788, 1790)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저장된 데이터 아이템을 다운로

드하기 위해, WAP 브라우저 또는 무선 네트워크(1784, 1786)와 호환 가능한 다른 브라우저가 사용될 수도 있다. 도면부

호 "1796" 및 "1798"로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저장 장치(1717)에 저장되는 e-메일 메시지의 사본이 휴대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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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1790)에 전송될 수도 있다. 각각의 휴대용 장치(1788, 1790) 상의 데이터 저장 장치(도시 생략)는 메일박스

(1719)와 같은 통합 LAN(1709) 상의 데이터 저장 장치(1717)의 일부분과 동기될 수도 있다. 휴대용 장치 데이터 저장 장

치에 대한 변경은 데이터 저장 장치(1782, 1717)에 유사하게 반영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시지가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되기 전에 호스트 시스템에서 인코딩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메시지 수신 장치에 어드레스 지정된 메시지 발송 장치로부터의, 디지털 서명과 메시지 본체를 포함하는 인코딩된

메시지를 호스트 시스템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메시지 수신 장치 중 어느 것이 대응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를 갖는 지를 판정하는 단계와;

대응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를 갖는 각 메시지 수신 장치에 대해,

상기 인코딩된 메시지의 사이즈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인증 특징에 대해 메시지를 수정하도록 메시지를 처리하는 단계로

서,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는 단계와, 메시지 본체가 상기 디지털 서명 없이도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되도록 상기 인

코딩된 메시지내의 디지털 서명을 재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시지 처리 단계와;

처리된 메시지를 메시지 수신 장치에 대응하는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디지털 서명 검증 상태의 표식을 상기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메시지는 인증서를 더 포함하고, 그 인증 특징은 인코딩된 메시지의 인증서 특징을 더 포함하는 것인 메시

지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메시지는 인증서 취소 리스트를 더 포함하고, 그 인증 특징은 인코딩된 메시지의 인증서 취소 리스트 특징

을 더 포함하는 것인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메시지는 인증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메시지 처리 단계는 디지털 서명 및 인증서에 앞서 메시지 몸체가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되도록 상기 인코딩

된 메시지내의 디지털 서명 및 인증서를 재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메시지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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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서명은 인증서가 전송되도록 허용되기 전에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되는 것인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서는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해서만 무선 휴대용 통신 장치에 전송되는 것

인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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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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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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