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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전자메일 송수신 백업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메일서버 

송수신 백업처리 서비스 시스템은,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의 송수신 장애시 대신하여 송수신을 처리하고 장애처리 후

에 전송을 하는 송수신 백업처리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기존 사용자 DB(data base)연동이나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설치운영이 가능하고, 기존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애 통보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다. 수신된 메일의 사본을 남길 수 있으며, 장기간 장애시 송수신 메일 서버로 대체하여 직접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메일 서버의 수신 불능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단절 없는 메일 송수신을 지원하여 준다. 기존의 큐잉방식의 백업처리를

탈피하여 손쉽게 안정적인 송수신 백업처리를 수행하여 메일서비스 단절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전자메일 백업시스템 송수신장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전자메일 서비스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는 종래의 메일서버의 메일송수신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3은 종래의 전자메일 백업 처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송수신 백업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도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송수신 백업처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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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우편의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전자메일의 

송수신장애 발생시 최종도착지 메일서버(mail server)의 송수신처리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단절

없는 전자메일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전자메일의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들어 정보통신의 급속도로 발전함과 따라. 사람들의 사회 생활 방향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그 중하나가, 전자메

일(Electronic Mail : E-Mail)을 사용한 정보전달 방법이다. 특히, 인터넷(internet)의 급성장은 인터넷에 연결된 세

계의 어떤 컴퓨터 사용자에게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 기업은 내부 업무 또는 비즈니스에서 정보전달의 방법으로 기존의 전화나 팩스를 대신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 비즈니스에서의 전자메일은 송수신 시간과 정확한 도착이 중요하며, 전자메일 서비스의 단절은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운영되고 있는 많은 메일 서버는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로 전자 우편의 송수신 불능에 대한

수신 백업처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전자메일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도1은 종래의 전자메일 서비스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첨부된 도1에서는, a@a.com의 메일 주소를 가진 사용자가 b@b.com의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E-Mai

l(전자우편)을 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메일서버(Mail server)란 인터넷에서 E-MAIL(전자우편)을 주고 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를 말한다. MTA(Mail T

ransfer Agent)는 메일을 전송해주는 메일 프로그램으로 실제 E-Mail(전자우편)의 송신 과 수신을 수행하고 있다. 

메일 서버는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일을 전송하며, POP3 또는 IMAP등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일을 사용자(user)에게 전송을 한다.

도2는 종래의 메일서버의 메일 송수신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1. 최종 도착지가 자신인 메일서버

1) 메일서버는 도착지가 자신인지를 확인(a100)한다.

2) 자신이 최종 도착지면 MTA(Mail Transfer Agent)는 사용자확인(a120)을 하고.MDA(Mail Delivery Agent)로 

전자메일을 보낸다(a130).이 때 없는 사용자이면 반송(a120)을 시킨다.

3) MDA(Mail Delivery Agent)는 필터링 등의 작업과 메일 박스(Mbox)에 저장(a140)하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

2. 최종 도착지가 다른 메일서버인 경우 (다른 메일서버와의 송수신)

1) FROM : a@a.com / TO: b@b.com

2) 메일서버는 도착지가 자신인지를 확인(a100)한다. 도착지가 자신이 아니라면 최종 도착지로 메일을 전송(a110)한

다.

3) 도착지 MTA(Mail Transfer Agent)에 접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메일 스풀(Mail Spool)에 임시 저장되어 

주기적으로 최종 도착지의 MTA(Mail Transfer Agent)와 접속을 시도(a110)한다.

4) 접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메일을 전송하고, 자신의 스풀(Spool)에 저장된 메일을 삭제한다.

5) 설정된 시간이 지나도 전송이 불가능하면 메일을 전송한 발신자 (a@a.com)에게 메일을 반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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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메일의 정상적인 수신 처리가 되지 않는 두 가지의 장애 원인이 있다.

첫번째는, 최종 도착지의 메일 서버(MTA)에 처음부터 접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두번째는, 최종 도착지의 메일서버(

MTA)에 정상적인 접속을 되었으나, 없는 사용자 또는 개별 설정사항에 의한 수신장애의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도착지 의 메일서버가 다른 사용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 특정한 사용자에 대한 장애

요소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메일 계정의 기입의 오류나 수신 거부 상태 설정 또는 디스크 사용 용량 초

과 등의 원인을 생각 할 수 있으며, 장애 요소를 복구하면 정상적인 메일 송수신을 할 수 가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도착지 메일서버에 접속을 할 수 없는 장애이다. 그 원인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 메일서버(MTA) S/W의 버그로 생기는 접속 장애

2. 메일서버가 설치된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오작동 이나 고장

3. OS, DB 등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장애

4. 서버의 과부하로 수신 불능 상태 (스펨메일, 폭탄메일, 도스공격 등)

5. 서버의 통신을 방해하는 바이러스 감영

6. 정전 및 천재지변

7. 네트워크 단절 등

원천적으로 도착지 메일서버에 메일을 전송할 수 없을 때에는 발신자의 메일 서버는 계속해서 최종 도착지의 메일서

버(MTA)에 접속(도2 a110)을 시도한다.

메일서버는 설정된 조건에 따라 접속 시도를 하게 되는데, 보내는 메일서버는 지속적인 서버 부하를 갖게 된다. 그리

고 보내는 사람은 메일을 송신한 상태에서 몇 시간, 혹은 몇 일 후에, 보낸 전자메일의 반송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

한다. 설정된 반복접속 시간을 줄이면, 송수신률이 떨어져서 반송 처리되는 메일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 발신측 사용자는 같은 메일을 반복해 서 보내야 할 것이다. 물론 수신자의 메일서버가 정상적인 수신을 하고 있

다고 가정 할 때 가능하겠지만, 반송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메일 서비스 기업들은 송수신처리 장애가 발생하면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의 수신 작업을 대신해

서 수행 하는 송수신 백업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송수신 단절과 메일반송에 대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전자메일 송수신 백업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도3는 종래의 전자메일 송수신 백업처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1. DNS(Domain Name Server)에서 MX(Mail Exchange) 필드에 복수로 메일서버 값을 설정(b100)을 한다.

도메인명 internet name Mail exchange 순위설정 mail server

a.com IN MX 10 mail.a.com

IN MX 20 mail2.a.com

2. MX 20 번 수신장애 백업처리 호스트에 메일 시스템에 메일 서버(MTA)를 설치(b110)한다.

수신장애 백업처리를 담당하는 메일 서버(b110)는 메일 큐잉(queueing)서버로 동작을 하게 된다. 메일 큐잉 서버는 

최종 도착지의 메일 서버(b120)가 수신 불능 상태가 발생되면, DNS(Domain Name Server)에 하위 MX값으로 설정(

b100)된 메일 서버(b110)에 메일이 전달 되는데, 수신장애 백업처리 메일 서버의 MTA(Mail Transfer Agent)는 자

신이 최종 도착지 메일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되는 메일을 스풀(spool) 큐(queue)에 임시 저장하여, 설정된 시간

과 발송 회수 만큼 배달 을 시도하게 된다. 이런 작업을 담당하는 메일 서버를 큐잉(queueing)서버라고 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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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잉 서버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는 자신이 최종 도착지 메일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도메인(D

omain)에 대한 인증을 갖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최종도착지 메일서버가 아니여야 한다). 둘 째는 해당 호스트로의 

릴레이(Relay)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순위 메일서버(b120)의 장애가 복구되지 않으면 결국 수신된 메

일은 반송을 하게된다. 큐잉(queueing) 서버를 이용한 수신장애 백업처리 방법은 수신 메일 반송처리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최종 도착지 메일 서버(b120)의 수신 불능 장애에 대한 수신 처리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 아

니라, 수신 메일의 임시적인 저장하여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한 방법은 MX 레코드 하위 설정 메일 서버를 독립적인 메일서버(최종 도착지 메일서버)로 사용 할 수 있다. 하

지만 사용자의 계정을 양 쪽 호스트에 설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매번 양쪽의 메일 박스를 모두 확인하

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양쪽 서버에 계정을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된다. 종래 큐잉(Queuein

g)서버와 후순위(MX 20)독립메일서버를 사용하는 전자메일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다.

1. 수신메일의 반송문제 : 최종 도착지의 메일서버의 장애가 복구 되지 않으면 결국 반송처리가 된다.

2. 수신메일 루핑의 문제 : 여러대의 큐잉서버설치는 메일 루핑의 문제가 있다.

3. 장기간 장애에 대한 문제 :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의 장기간 장애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

4. 송수신의 단절 : 전자메일 사용자의 송수신 단절을 해결하지 못한다.

5. 전자메일의 분실 문제 : 전자메일의 송,수신,반송 등의 처리에서 메일분실 사고가 발생된다.

6. 후순위 독립메일서버 운영의 경우 불필요한 관리 비용 발생과 사용자(User)의 불편함이 발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전자메일 송수신 장애 발생시, 최종 도

작지 메일서버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송수신 처리를 수행하고,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 장애 복구 후에 다시 전송해 주는

송수신 백업처리 시스템으로 단절없는 전자메일 송수신 서비스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최

종도착지 메일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관리자에게 전자메일(MAIL) 및 단문메세지(SMS) 등의 방법으로 장애 통

보를 하여, 신속한 장애복구를 지원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종도착지 메일서버의 장기간 장애시 

상위메일 서버를 대신 해서 직접 SMTP및 POP3 , IMAP등의 지원을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전자메일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서비스 시스템은 전자

메일을 사용자에게 단절없는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시스템으로서, 전송된 메일을 수신처리

하는 MTA(Mail Transfer Agent); 수신처리된 메일을 가공하고,수동 및 자동으로 최종 도 착지 메일서버로 전송해주

는 MDA(Mail Delivery Agent);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를 모니터링 하고 장애를 통보 및 관리기능을 설정하는 ADMI

N TOOL 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기술 분양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

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4은 메일키퍼의 수신장애 백업처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첨부한 도3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전자메일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서비스 시스템은, 메일발송자 메일

서버(c140)와 수신메일서버(c120), 수신메일서버의 네임서버(c100), 송수신장애 백업처리용 메일키퍼(c100)으로 이

루어 진다.

메일키퍼(c110)의 송수신장애 백업처리가 수행되기 위해서 수신메일서버 (c120)의 네임서버(c100)에서 MX(mail e

xchange)필드에 다음과 같이 복수로 설정한다.

도메인 Internet name mail exchange 순위설정 메일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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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 IN MX 10 mail.a.com

IN MX 20 mailkeeper.net

이제 메일발송자 메일서버(c140)는 수신메일서버(c120)의 네임서버(c100)에서 수신메일서버의 MX(mail exchange

)를 확인하고 선순위 수신메일서버에 메일을 전송한다. 수신메일서버(c120)의 장애로 정상적인 수신이 실패하면,다

시 후순위 메일서버(mailkeeper:c110)에 메일을 전송하게된다. 후순위로 설정된 메일키퍼(mail keeper)는 전송된 

메일을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c120)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수신처리를 수행 한다. 메일키퍼(c110)는 네임서버(c10

0)에서 최종도착지의 메일서버(c120)의 정보를 확인한다.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c120)의 수신이 가능하여 지면 보관

하던 메일을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c120)에 전송하게된다.

도면5는 메일키퍼의 메일처리 흐름도를 나태내는 도면이다.

첨부한 도5와 같이, 전송된 전자메일의 송수신을 처리하는 MTA(Mail Transfer Agent)모듈; 수신처리된 메일을 가

공하고,수동 및 자동으로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로 전송해주는 MDA(Mail Delivery Agent)모듈; 최종 도착지 메일서

버를 모니터링 하고 장애를 통보 및 관리기능을 설정하는 ADMIN TOOL 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워진다. MTA 모듈(d1

00-1)은 전자메일을 송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인 에스엠티피(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

ol)과 사용자(User)가 전자메일을 수신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인 팝3(POP3:Post Office Protocol version 3), IMA

P를 지원한다. MDA 모듈(d100-2)은 수신된 메일을 수신거부, 필터링, 바이러스체크 등의 다양한 가공과 사용자(use

r)DB(data base)와 메일박스(d100-3)를 생성하여 메일을 저장하고, 저장된 메일을 관리자의 제어에 의해서 최종 도

착지 메일서버로 전송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메일의 가공 방법이 수신거부, 필터링, 바이러스 체크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ADMIN모듈(d120)은 최종목적지의 메일서버(d110)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장애요인 발생시 관리자

에게 전자우편(E-mail)및 단문메세지(SMS)등으로 통보를 하는 시스템과 MTA모듈 및 MDA모듈을 제어등의 관리하

는 데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송수신 백업처리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움과 같다.

도면5는 메일키퍼의 메일처리 흐름도를 나태내는 도면이다.

1. MTA(d100-1)는 메일을 최종 도착지가 자신인지를 확인한다.

2. MTA(d100-1)는 설정된 값과 일치하면 정상적인 수신 처리를 한다.

3. MTA(d100-1)는 사용자 계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MDA에 메일을 보낸다.

4. MDA(d100-2)는 스펨메일거부, 수신거부, 필터링, 정크메일 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사용자DB(data base)와 

메일박스를 생성하고 수신메일을 보관한다.

5. ADMIN tool(d120)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최종 도착지의 메일서버(d110)의 상태를 확인한다.

6.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d110)의 수신장애 요인이 복구가 확인되면, 메일키퍼(d100)는 수신장애 백업처리 한 메일(

d100-3)들을 최종 도착지의 메일서버로 전송(d100-1,d100-2)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전자메일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 방법은 기존 프로그램의 사용자 DB(da

ta base)연동이나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기존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과 장애 통보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수신된 메일의 사본을 남길 수 있으며, 장기간 장애시 송수신 메일 서버

로 대체하여 직접 사용 할 수 있다.

메일 서버의 수신 불능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단절 없는 메일 송수신을 지원하여 준다. 기존의 큐잉서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손쉽게 안정적인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ASP(Application Servi

ce Provider)로 제공 하여, 별도의 프로그램과 서버를 설치 하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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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의 송수신 장애로 사용자의 전자메일 서비스의 단절시에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최종도착지 메일서버를 대신하여 실제적으로 메일을 수신처리하는 MTA(Mail Transfer Agent); 상기 MTA(Mail Tr

ansfer Agent)에 접속되어, 메일을 저장하고, 저장된 메일을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로 재전송해주는 MDA(Mail Deliv

ery Agent);상기 MTA(Mail Transfer Agent)에 접속되어, 최종 도착지 메일서버를 모니터링 하고 장애통보 및 관리

기능을 제어하는 ADMIN Tool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메일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MTA(Mail Transfer Agent)는

상기 수신메일의 도메인 관리자 설정정보와 비교분석하여 수신처리를 하는 모듈; 상기 수신메일의 다중도메인을 처

리하는 도메인 분산 처리 모듈; 상기 수신메일을 MDA(Mail Delivery Agent)에 전달처리하는 모듈; 상기 수신메일을

사용자에게 직접제공 처리하는 모듈을 포함하는 전자메일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서, 상기 MDA(Mail Delivery Agent)는

상기 수신메일의 도메인 관리자 설정정보와 비교분석하여 가공하고,필터링,수신거부,바이러스체크를 처리하는 모듈;

상기 수신메일의 사용자DB(data base)와 메일박스(mail box)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처리모듈; 상기 수신메

일을 관리자의 설정정보와 비료분석하여, 최종 도착지메일서버로 재전송 처리하는 모듈을 포함하는 전자메일 송수신

장애 백업처리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ADMIN Tool은

상기 수신메일의 최종도착지 메일서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모듈; 상기 수신메일의 최종도착지 메일서버의 장애를

관리자에게 통보 처리해 주는 모듈; 상기 수신메일의 관리자가 도메인을 설정하고, 관리수행을 처리하는 모듈; 상기 

수신장애 백업처리 시스템의 하나이상의 사용자를 관리처리하는 모듈을 포함하는 전자메일 송수신장애 백업처리 서

비스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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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4-0079667

- 8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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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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