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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유한 전자 메일 메시지를 색인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그리고 이를 이용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외부 서버와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규모 기업 환경에서 고유한 전자 메일 메시지를 식별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지의 속성에 기초하여 각 메시지에 메시지 태그를 할당함으로써 메시지 고

유성이 판단된다. 상기 메시지 태그는 색인화 및 비교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

다. 상기 메시지 태그는 이미 존재하는 전자 메일 메시지와 관련된 메시지 태그의 색인 파일과 비교된다. 일치하는 메

시지 태그가 상기 색인 파일에서 발견되면,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와 달리, 상기 메일 

메시지가 고유한 메시지이면, 상기 메시지 태그가 상기 색인 파일에 추가된다. 상기 시스템은 상기 색인 파일을 저장

하기 위한 관계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고유성 검사 특성을 이용하는 보관 시스템 및 방법 또한 기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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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은 2001년 2월 12일자 및 2002년 1월 14일자로 미합중국에 각각 출원된 가출원 번호 제60/268,092호 및 제

60/347,278호의 우선권을 청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은 본 출원에 참조를 위해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전자 메일 메시지 및 메시징 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메시지의 조작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은 많은 기업체에서 핵심 응용 분야가 되고 있다. 일부 조직에서는 개인이 특정일에 약간의 

전자 메일 메시지만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조직에서는 특정 사용자가 많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

다.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는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이 매일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메시지를 처리하기도 한다. 메시지

의 번호 및 크기와 큰 속도로 증가하는 첨부물로 인해, 그리고 메시지 저장소(message store)에서의 중요한 사업 정

보량의 단계적인 증가로 인해, 전자 메일 서버를 관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자 메일 서버 용량의 과부하

는 백업 및 복구 성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삭제 또는 메일 서버 오류로 인해 중요한 업무 정보가 손

실될 수도 있다.

종래의 일부 전자 메일 시스템에서는, 개별 메일 박스가 저장할 수 있는 메시지 수의 제한, 메시지 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는 메시지의 누적 크기, 개별 메시지 크기,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될 수 있는 메시지의 총 갯구 등과 같은 특정 한계

값을 통해 메시지 저장소의 크기가 제어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값은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제어되거나 몇몇 경우에는

강제 코딩(hard coding)되어 전자 메일 메시징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값으로 인한 문제점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기만하면 중요한 메시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능력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메시지 저장소를 몇 개

의 미리 정해진 제한값 이내로 유지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메시지 저장소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종래 기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메시지를 '보관(archive)'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메시지 보관 시스템은 전자 메일 메시징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전

형적으로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의 응용이기 때문에, 전자 메일 관리자는 메시지를 보관 및 검색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부 시스템은 사용자가 보관된 메시지를 검색할 때 시스템 관리자가 개입할 것을 요구

하기도 한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상기 보관이 단순히 메시지를 사용자의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는 것을 의

미하며, 이것은 보관된 메시지를 검색하기 위해 쉽게 접근 가능하거나 탐색 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통합된 보관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전자 메일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관리자가 전자 메일 백업 절차를 통해 수

동 보관 동작을 실행할 수도 있다. 백업 절차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메시지 저장소('우체국(post office)'

으로도 알려져 있슴)의 완벽한 복구를 허용하도록 일반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백업 절차는 보관 시스

템에 바람직한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부 백업 절차에서는 전자 메일 관리자가 개별 사용자의 

메일 박스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검색하기 위해 전체 메시지 저장소를 복구해야 한다. 일반적인 백업 

절차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문제점은 전자 메일 관리자가 특정 메시지에 대한 백업 파일을 메시지의 내용에 기초하여 

탐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체 텍스트 탐색 기능이 없다면, 특정 전자 메일 메시지가 보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전자 메일 관리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조직이 서로 다른 전자 메일 보관 요구조건을 가질 때이다. 예

를 들어, 사용자가 임의의 메시지를 삭제할 기회를 갖기 전에 보관 공정에서 모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획득해야만 

하는 포괄적 보관 기술이 요구될 수도 있다. 포괄적 보관을 수행하는 한가지 방법은 메시지가 발송 또는 수신될 때 이

를 가로채서 그 복사본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메시지가 수신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획득되고 보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관 파일은 각 보관된 메시지의 단 하나의 복사본 만을 일반적으로 저장한다. 이것은 보관 파일의

크기를 감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조직에서는 회사의 정책이 포괄 보관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대신에 일주일 단위 또는 다른 주기로 보

관 공정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보관 공정은 전자 메일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메시지를 획득하지는 않지

만, 보관 공정이 실행될 때까지 삭제되지 않은 시스템 상의 메시지만을 획득할 것이다. 실시간 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메시지가 개별 수신인에게 배달된 후에만 주기적인 보관 시스템에서 메시지가 획득된다. 제3자 또는 외부의 주기적인

메시지 보관 시스템은 시스템의 각 메일 박스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본래의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검

색된 모든 메시지는 보관 파일에 복사된다. 각 메일 박스는 다른 것에 관계없이 검색되므로, 상기 종래의 보관 시스템

에 의해 생성된 보관 파일은 불필요하게 커진다. 따라서, 복수의 메일 박스에 송신된 메시지는 보관 공정에서 별개의 

메시지로 인식되어 중복된 메시지가 보관 파일에 저장되게 된다. 보관 시스템이 메시지 보관소의 내부 구조에 접속했

었다면, 보관 시스템이 각 메시지의 단 하나의 복사본만을 보관하는 것은 비록 가능하지만, 이러한 접속은 일반적으로

전자 메일 시스템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승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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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고유한 전자 메일 메시지를 색인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필요가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고유한 전자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 상기 방법은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 상의 메일 박스로부터 복수의 메시지 속성을 갖는 메시지를 읽어오는 단

계를 포함한다. 메시지 속성은 예를 들어, 송신인의 이름, 송신인의 제출 시간, 제목 등 을 포함한다. 상기 송신인의 이

름은 예를 들어, 발신측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이 외부 메시징 시스템이면 전자 메일 주소가 될 수 있고,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이 수신측 메시징 시스템이라면 정식 이름이 될 수 있다. 상기 제출 시간은 발신측 전자 메일 메시

징 시스템에 의해 설정되는 제출 시간을 기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를 들어, 마이크로 초(microsecond) 단위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은 상기 메시지 속성을 이용하여 바람직하게는 데이터 스트링을 포함하는 고유한 식별자 또는 메시

지 태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송신인의 이름과 송신인의 제출 시간은 상기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

다. 상기 메시지가 고유한 메시지이면, 즉 상기 메시지 태그가 상기 색인 파일에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메

시지 태그는 메시지 보관소와 관련된 색인 파일에 저장된다. 상기 메시지 태그가 상기 색인 파일에 이미 존재하면, 상

기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가 아니다.

메시지가 고유한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공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싱 알고리즘이 상기 메시지 태그에 

적용되어 상기 메시지에 대해 소정의 길이를 갖는 '서명'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계산된 메시지 태그와 상기 

색인 파일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태그 간의 비교는 일정한 길이의 색인 기록으로 인해 더욱 빨라진다.

본 발명은 고유한 메시지만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되는 보관 시스템 및 방법을 더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메시지 테그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모범적인 구조의 개략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유성 검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고유한 전자 메일 메시지를 색인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동일한 전자 메일 메시지의 복수의 복사본을 최소화하거나 복수의 복사

본을 보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메시지 보관소로부터 추출된 고유한 메시지만을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미리 추출된 메시지들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색인 파일을 사용한

다. 상기 색인 파일의 엔트리(entry)에 대한 용이한 검사 및 비교를 허용하는 적당한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색인 파일

은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색인 파일은 텍스트 파일, 스프레드 시트, 관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그 테이

블의 집합일 수 있다. 전자 메일 메시지가 보관 소에 추가될 때마다, '메시지 태그'가 생성되어 색인 파일에 저장된다. 

상기 메시지 태그는 전자 메일 메시지의 충분한 속성(property) 또는 특성(attribute)을 기초로 하여 각 전자 메일 메

시지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에서 중복 메시지를 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응용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메일 보관 응용 기술은 메시지 보관소의 크기를 감소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시

스템 및 방법을 편리하게 통합할 수 있다. 본 발명이 보관 시스템에 사용되면, 메시지가 보관소에 추가되기 전에 그 

전자 메일 메시지에 대한 임시 메시지 태그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상기 임시 메시지 태그는 이미 색인 파일에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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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메시지 태그와 비교된다. 임시 메시지 태그가 색인 파일에 존재하는 엔트리와 일치하면, 그 전자 메일 메시지는 이

미 보관되어 있다. 이 경우에 상기 메시지는 보관소에 추가될 필요가 없다.

아래 부분은 본 발명의 두 실시예를 설명한다. 각 실시예는 전자 메일 메시지를 위한 메시지 태그를 생성(또는 계산)

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제1 실시예)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선택된 메시지 속성(property)들을 연결시켜서 

고유한 텍스트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메시지 태그가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이 마이크

로 소프트 익스체인지(Microsoft Exchange) 시스템이라면, 메시지가 블록(10)의 PR_Client_Submit_Time, 블록(12

)의 PR_Sent_Representing_Email_Address 및 블록(14)의 PR_Subject와 같은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블록(22, 

24, 26)은 이러한 속성들이 특정 메시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값의 예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블록(10)의 P

R_Client_Submit_Time에 대한 값은 블록(22)에 '0x01c19e138106580'으로 도시되어 있다. 본 예에서 제출 시간은 

그 메시지의 송신인에 의해 메시지가 제출된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에 대한 포맷은 송신인의 전자 메일 메시징 서버 

상에 있는 시스템 클럭에 의해 생성되는 것과 같다. 제출 시간에 대한 포맷은 그 포맷이 각 서버에 대해 표준화되어 

있기만 하면 중요하지 않다. 즉, 특정 서버로부터 수신된 모든 메시지들에 대한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동

일한 시간 포맷이 사용되어야 한다.

블록(24)은 '/o=sqa/ou=dogwood/cn=Recipients/cn=Crowen'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블록(12)의 익스체인지 

속성 'PR_Sent_Email_Address'의 값이다. 이 속성은 송신인의 '완전히 자격 부여된 이름'으로서 종래 기술에서 공통

적으로 참조된다. 송신인의 제출 시간과 송신인의 완전히 자격 부여된 이름을 기초로 생성된 메시지 태그는 대부분의

전자 메일 메시지들을 고유한 것으로 식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상기 값들은 링크(30)에 예시된 바와 같이 연결되어

서 메시지 태크(40)를 산출한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출 시간과 송신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전자 메일 메시지를 고유한 것으로 식별하기

에 대개는 충분한다. 그러나, 메시지 태그가 고유한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속성들이 스

트링(string)에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14)의 'PR_Subject' 속성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예에서는 이 속성의 값이 블록(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것은 테스트 메시지이다'이다. 링크(32)에서 3개의 모든

속성들이 연결되어 메시지 태그(42)를 형성한다.

메시지 태그를 생성하기 위한 상기 설명된 방법은 본 발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 태그가 제출 시간 스트링을 송신인 이름 스트링에 연결시킴으로써 형성되도록 연결 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제목이 송신인의 이름 또는 제출 시간 등에 선행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변형에서는, 송신인 이름이

전자 메일 메시지의 송신인을 식별하기 위한 다른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신인 이름은 'JDoe@acme.co

m'과 같이 인터넷 전자 메일 이름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값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될 것이다.

또한, 메시지 태그는 메시지 크기, 헤더 정보 등의 다른 메시지 속성에 기초한 송신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생성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 따라 생성된 메시지 태그는 가변적인 길이를 가질 것이다. 즉,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제1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태그는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제2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태그와 동일한 

길이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이것은 송신인 이름과 전자 메일 메시지 제목 필드가 서로 다른 길이일 수도 있기 때문

에 그러하다. 또한, 서로 다른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은 제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실행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메시지 태그의 가변 길이로 인하여, 색인 파일이 매우 크면, 색인 파일을 탐색하는 것이 시간일 많이 걸리

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아래에 설명된 제2실시예는 그러한 탐색을 최적화한 확장된 메시지 태그를 제공한다.

(제2 실시예)

제2 실시예에서는 해싱 알고리즘(hashing algorithm)을 적용함으로써 가변 길이 메시지 태그가 소정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 태그로 변환된다. 해싱 알고리즘은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한 키이(key)를 생성하는 암호 해독 기술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해싱 알고리즘은 메시지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전자 '서명(signat

ure)'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명은 메시지에 대한 '지문(fingerprint)' 또는 '메시지 요약'으로도 알려

져 있다. 이러한 해싱 알고리즘의 배경에는 이 알고리즘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에 적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계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 해싱 알고리즘의 또 다른 원칙은 최종적인 메시지 요약이 일

정한 길이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상기 두번째 원칙은 본 발명의 전후 관계에 있어서 유용한 원칙이다. 즉,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생성된 서로 다른 메시지 태그가 해싱 알고리즘을 통해 실행되면, 최종적인 메시지 태그는 일정한 

길이를 가질 것이며 고유한 전자 메일 메시지를 대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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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동작을 예시하는 개략도이다. 도면 번호(10~42)는 위에서 도 1과 관련하여 설명된 바

와 같다. 메시지 태그(42)는 선택된 속성들을 연결하여 도 2를 참조로 설명된 바와 같은 가변 길이 스트링을 형성함으

로써 생성된다. 그 다음에, 상기 스트링은 해싱 알고리즘(50)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본 예에서 해싱 알고리즘(50)의 

출력은 블록(60)에 도시된 16진수 스트링 '0x4764e0cc121642b5'에 의해 표현되는 64비트 수이다.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스트링은 궁극적으로 64비트 집합('1' 및 '0')을 표현하며, 상기 64비트 집합은 다양한 서로 

다른 표현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일정한 길이를 갖는 메시지 태그를 생성함으로써, 색인 파일에 대한 검사 및 비교 동작의 성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잘 알려진 'MD5' 해싱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MD5 해싱 알고리즘은 RFC 1321, www.faqs.o

rg/rfc1321.html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것은 여기에 그 전체가 참고를 위해 포함된 것으로 한다. MD5 해싱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메시지 태그는 128비트(예를 들어, (ASCII 문자로 변환되면) 16 자리의 문자 또는 32자리의 1

6진수)의 일정한 길이를 가질 것이다.

(구조)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실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나타낸다. 기업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300)은 클라

이언트(302, 304)에게 전자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메일 서버(301)를 포함한다.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300

)은 마이크로 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로 할 수 있으며, 보관 서버(330)와 전자 메일 메시징 서버(300)는 잘 알려진 메

시지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MAPI: messag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프로토콜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 종래에 알려진 바와 같이, MAPI는 메시징 구조이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구성 부품이다. 메시징 구조로서, 

MAPI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하드웨어 기반을 통해 다수의 메시징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구성 부품으로서, MAPI는 MAPI 서브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제공

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완벽한 함수의 집합이며 목적 지향적인 인터페이스이다. 단순 MAPI, 공통 메

시징 호출(CMC: Common Messaging Calls) 및 CDO 라이브러리와 비교하면, MAPI는 메시징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높은 성능과 가장 큰 제어도(degree of control)를 제공한다.

다른 방안으로서,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300)은 Lotus Notes 메일 서버일 수 있고, 통신은 Lotus Notes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프로토콜을 통해 처리될 수도 있다. 이와 유

사하게,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이 단순 메일 전송 프로토콜(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라면, 통신은 

SMTP를 통해 처리될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예에서는 통신 링크(306, 308)가 클라이언트 시스템(302, 304)의 용량에 따라 MAPI, SMTP 또는 몇

몇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 메일은 외부 시스템(320)으로부터 통신 링크(321) 상의 SMTP와 인터넷(3

22)을 통해 수신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어느 한 실시예에서는 보관 서버(330)가 전자 메일 서버(301)에 있어서의 보관

기간을 통신 링크(332)를 통해 주기적으로 초기화한다. 상기 주기는 기업의 보관 요구 사항에 따라 예를 들어, 하루, 

일주일, 한 달 또는 적절한 시간 간격일 수 있다. 통신 링크(332)는 임의의 적절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 transmi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보관 서버(330)가 전자 메일을 실시간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검색한다.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전자 메일 메시징 서버(301)는 메시지를 개별 사용자와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수의 메일 박스, 디렉토리, 폴더 또는 다른 '저장 구획'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었듯이, '메일 박스'라는 용

어는 특정 사용자와 연관된 메시지의 집합을 의미하며, 상기 메시지의 집합은 사용자의 전자 메일 메시지를 체계화하

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 폴더 또는 디렉토리 형태로 응용 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메일 

박스는 새로 도착된 전자 메일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한 '입력 박스'와, 사용자에 의해 송신되는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

한 '출력 박스'를 포함할 수 있다.

보관 서버(330)가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추출하는 어느 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보관 서버(330)가 전자 메일 서버(301)

상의 모든 메일 박스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읽는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보관 서버(330)가 최종적인 주기의 작업이

완료(또는 초기화)된 이후에 생성되었거나 배달되었던 새로운 메시지만을 읽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

에서는, 보관 서버(330)가 메일 박스의 입력 박스와 출력 박스에 있는 메시지만을 읽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실행되는

메시지 읽기 방법에 관계없이, 상기 보관 서버는 색인 파일을 검사하여 메시지의 고유성을 판단한다.

상기 '고유성 검사' 기능은 보관 서버(330) 내부에 일체화될 수도 있고, 다른 서버 상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어느 경

우에나, 고유성 검사 기능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메시지 태그의 계산을 포함한다. 새롭게 읽어진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태그는 데이터베이스(334) 상의 색인 파일과 비교된다. 색인 파일은 데이터베 이스(334) 상의 메시지 보관소

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에 대응하는 메시지 태그의 목록을 포함한다. 상기 계산된 메시지 태그가 색인 파일에 있는 항

목과 일치한다면, 그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가 아니다. 즉, 그 메시지는 이미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으며, 또 

다시 저장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상기 계산된 메시지 태그가 색인 파일에서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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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고유한 것이며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기 메시지 태그는 색인 파일에 추가된다.

일단 메시지가 보관 서버(330)에 보관되기만 하면, 전자 메일 서버(301)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데이터가 

다른 저장 매체로 이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는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335), 광 쥬크 박스(336) 및 CD/D

VD 광 소자(337) 등으로 이동될 수 있다. 보관 데이터를 상기와 같은 기억 매체에 이동시킴으로써, 이들 매체는 다른

자기 기록 매체보다 덜 비싸므로 상기 체계화는 그 장기간의 저장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관하는 방법을 예시하는 순서도이다. 단계(400-406)은 초기화 

단계이며, 명확함을 위해 도시되어 있다. 즉, 일단 메시지 보관소와 색인 파일이 자리를 차지하면, 처리 공정은 단계(4

08-420)를 수행한다. 단계(400)에서는 전자 메일 메시징 서버 상의 메일 박스로부터 제1 메시지가 읽어진다. 단계(4

02)에서는 제1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며, 단계(404)에서는 제1 메시지가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된다. 단

계(406)에서는 제1 메시지에 대해 계산된 메시지 태그가 색인 파일에 저장된다. 단계(408)에서는 제2 메시지(또는 

다음 메시지)가 전자 메일 메시징 서버 상의 메일 박스로부터 읽어진다. 상기 메일 박스는 제1 메시지가 읽어졌던 메

일 박스와 동일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단계(410)에서는 제2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며,

단계(412)에서는 제2 메시지 태그가 제1 메시지 태그와 비교된다(다시 말하면, 제2 메시지 태그는 색인 파일에 이미 

저장된 다른 메시지 태그와 비교된다.).

단계(414)에서는 단계(412)의 결과에 따라 처리 공정이 분기한다. 상기 제2 메시지 태그가 제1 메시지 태그와 일치

하면(다시 말해서, 제2 메시지 태그가 색인 파일에 이미 존재한다면), 제2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가 아니며 처리 공

정은 단계(420)로 이동한다. 메시지가 고유한 메시지이면(즉, 메시지 태그가 색인 파일에서의 항목과 일치하지 않음),

제2 메시지는 단계(416)에서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되며 제2 메시지 태그는 단계(418)에서 색인 파일에 저장된다.

단계(420)에서는 전자 메일 메시징 서버로부터 읽어져야 할 메시지가 더 있는지 검사된다. 만약 메시지가 더 있다면, 

처리 공정은 단계(408)로 복귀하여 다음 메시지를 읽는다. 그와 다르게, 더 이상 메시지가 없다면, 처리 공정은 종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 메시지 태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도 5에서, 전자 메일 메

시지 속성(500)은 전자 메일 메시지로부터 선택된다. 여기서 설명된 바와 같이, 송신인 이름과 제출 시간의 조합은 대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자 메일 메시지가 고유한지를 식별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상기 선택된 속성들은 결합되어

고유한 스트링을 형성한다. 스트링은 블랭크 공간(blank space)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스트

링은 블록(502)에서 적절한 비트 표현으로 변환된다. 블록(504)에서는 비트 스트링에 해 싱 알고리즘이 적용되며 블

록(506)에서는 메시지 태그가 판단된다.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관 및 검색하기 위한 본 시스템 및 방법은 전용 보관 서버 및 상표명

이 SQL 또는 ORACLE™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 기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

서, 상기 보관 서버는 전자 메일 메시징 서버와 동일한 기반 상에 있을 수도 있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자 메일

메시징 서버는 임의의 적당한 전자 메일 메시징 프로토콜 예를 들어, 마이크로 소프트 OUTLOOK™, Lotus NOTES

™또는 독점적 혹은 비독점적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을 기초로 할 수도 있다.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는 자기 또는 전기 매체에 기록된 응용 프로그램 그 자체,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된 컴퓨

터 시스템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위와 같이 프로그램된 컴퓨터 시스템이 보관소에 추가될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전자 메일 메시징 서버 상의 메일 박스를 탐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본 발명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에 배달되는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상

기 프로그램은 존재하는 보관용 전자 메일 메시지를 식별하고 추출한다. 상기 프로그램은 또한 메시지를 실시간 즉, 

메시지가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때, 메시지를 보관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복사본은 보관처리를 위

해 보관서버에 의해 검색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메시지 메타데이터의 고속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삽입 관계 데이터 베이스(embedded relation

al database)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 시예에서는 메시지의 빠른 탐색을 위해 메시지의 키워드 또는 전체 텍스트

가 메시지 색인 파일에 추가된다. 부가적으로, 특정 첨부물의 내용이 메시지 색인 파일에 추가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공통 워드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첨부물은 보관 서버에 의해 읽어져서 이 첨부물에 대한 전체 텍

스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전자 메일 메시지를 외부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은 오랜 기간 동안 전자 메일 메시지를 유지해야 하는 조직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재무 조직에

서는, 예를 들어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전자 메일 메시지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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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기록들이 5년의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 기록들은 요구에 의해 개별 기록들이 읽

어지는 것이 허용되도록 저장되어야 한다. 전체 텍스트 탐색 기능을 갖는 메시지와 함께 전자 메일 메시지를 외부 보

관소에 저장함으로써, 본 발명의 이용은 위와 같은 요구 조건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중복 메시지를 검사함으로써, 

메시지 보관소의 크기는 관리 가능한 레벨로 유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한 상기 설명은 예시 및 설명을 위해 제공된 것이다. 철저하게 규명하거나 본 발명을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형태로 제한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설명된 실시예의 다양한 변형 및 수정 사항은 위에

서 기재된 사항에 비추어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명백한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부속 청구범위와 

그 등가범위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방법 및/또는 공정을 특정한 연속 공

정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방법 또는 공정이 여기에 설명된 특정 순서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상기 방법 또는 

공정이 설명된 특정 단계의 순서로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한 바와 같이, 단계의 다

른 순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된 단계의 특정 순서는 청구범위에 대한 한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 및/또는 공정에 관한 청구범위는 그 단계의 성능을 기재된 순서대로 제한되어서는 안되

며,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순서가 변경되어도 여전히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복수의 전자 메일 메시지에서 고유한 전자 메일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방

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 상의 메일 박스로부터 복수의 메시지 속성을 갖는 메시지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메시지 속성 중에서 적어도 일부로부터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는 단계;

색인 파일에 저장된 메시지 태그의 목록을 열람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가 색인 파일에서 발견되는 메시지인지에 따라 고유한 메시지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식별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태그는 상기 복수의 메시지 속성에서 선택된 적어도 두 개의 속성을 연결시킴으로써 계

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태그에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정의 길이를 갖는 일정한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해싱 알고리즘은 MD5 해싱 알고리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시지 속성은 송신인의 이름 및 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포함하며, 상기 송신인의 이름을

상기 송신인의 제출 시간에 연결시킴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시지 속성은 송신인의 이름, 송신인의 제출 시간 및 제목을 가지며, 상기 송신신의 이

름과 제목을 상기 송신인의 제출 시간에 연결시킴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색인 파일은 관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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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의 외부에 위치한 시스템에 복수의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1 메시지는 적어도 제1송신인의 이름과 적어도 제1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

스템 상의 제1 메일 박스로부터 제1 메시지를 읽어오는 단계;

상기 제1 송신인의 이름 및 제1 송신인의 제출 시간으로부터 제1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는 단계;

메시지 보관소에 상기 제1 메시지를 저장하고, 상기 메시지 보관소와 연관된 색인 파일에 상기 제1 메시지 태그를 저

장하는 단계;

제2 메시지는 적어도 제2 송신인의 이름과 적어도 제2 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 상의 제2 메일 박스로부터 제2 메시지를 읽어오는 단계;

상기 제2 송신인의 이름 및 제2 송신인의 제출 시간으로부터 제2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제2 메시지 태그를 상기 제1 메시지 태그와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메시지 태그가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제2 메시지를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하고 상기 제2 메시지 태

그를 색인 파일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신인의 이름과 제1 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연결하여 제1 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1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고, 상기 제2 송신인 이름과 제2 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연결하여 제2 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2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 스트링에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정의 길이를 갖는 제1의 일정 스트링을 형성

함으로써 상기 제1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고, 상기 제2 메시지 스트링에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정의

길이 를 갖는 제2의 일정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2 메시지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해싱 알고리즘은 MD5 해싱 알고리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일 박스와 제2 메일 박스는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 상의 서로 다른 메일 박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색인 파일은 관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보관소는 관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방법.

청구항 15.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의 외부에 위치하며, 고유한 전자 메일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 상의 메일 박스로부터 복수의 메시지 속성을 갖는 전자 메일 메시지를 읽기 위한 수단;

복수의 메시지 속성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둘 이상의 속성으로 메시지 태그 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

상기 메시지 태그를 색인 파일에 저장된 메시지 태그의 목록과 비교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메시지 태그가 상기 색인 파일에 없으면 상기 메시지가 고유한 메시지인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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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한 적어도 둘 이상의 속성은 송신인의 이름 및 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한 적어도 둘 이상의 속성을 연결하여 제1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스트링에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정의 길이를 갖는 일정한 스트링을 형성함으로

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해싱 알고리즘은 MD5 해싱 알고리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색인 파일은 관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21.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의 외부에 위치하며, 고유한 전자 메일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고유성 검사기; 및

복수의 소정 메시지 태그를 포함하는 색인 파일을 포함하며,

상기 고유성 검사기는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메시지를 읽어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시지는 메시지

와 관련된 복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고유성 검사기는 적어도 둘 이상의 속서을 이용하여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고, 계산된 메시지 태

그를 상기 색인 파일과 비교하며,

상기 계산된 메시지 태그가 색인 파일의 엔트리와 일치하면, 상기 고유성 검사기는 그 메시지가 고유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하고, 그와 달리, 상기 계산된 메시지 태그가 색인 파일의 엔트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계산된 메시지 태그

가 상기 색인 파일에 추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둘 이상의 속성을 연결시켜서 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계산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스트링에 해싱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소정의 길이를 갖는 일정한 스트링을 형성함으로

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해싱 알고리즘은 MD5 해싱 알고리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성 검사기는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 상의 메일 박스로부터 상기 메시지를 읽어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속성은 송신인의 이름과 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

스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속성은 제목 스트링을 더 포함하며, 상기 송신인의 이름, 송신인의 제출 시간 및 제목 

스트링을 연결시켜서 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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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스티링에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정의 길이를 갖는 일정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2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색인 파일은 관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별 시스템.

청구항 30.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의 외부에 위치하며, 복수의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 상의 제1 메일 박스로부터 적어도 제1 송신인의 이름과 적어도 제1 송신인의 제출 시

간을 갖는 제1 메시지를 읽기 위한 수단;

상기 제1 송신인의 이름과 제1 송신인의 제출 시간으로부터 제1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제1메시지를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하고, 상기 제1 메시지 태그를 상기 메시지 보관소와 관련된 색인 파일에 저

장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 상의 제2 메일 박스로부터 적어도 제2 송신인의 이름과 적어도 제2 송신인의 제출 시

간을 갖는 제2 메시지를 읽기 위한 수단;

상기 제2 송신인의 이름과 상기 제2 송신인의 제출 시간으로부터 제2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제2 메시지 태그를 상기 제1 메시지 태그와 비교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제1 및 제2 메시지 태그가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제2 메시지를 상기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하고, 상기 제2 메시

지 태그를 색인 파일에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신인의 이름과 상기 제1 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연결하여 제1 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

으로써 상기 제1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고, 상기 제2 송신인의 이름과 상기 제2 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연결하여 제2 

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2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 스트링에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정의 길이를 갖는 제1의 일정 스트링을 형

성함으로써 상기 제1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며, 상기 제2 메시지 스트링에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정

의 길이를 갖는 제2의 일정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2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해싱 알고리즘은 MD5 해싱 알고리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는 제1 제목 스트링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메시지는 제2 제목 스트링을 더 포함

하며, 상기 제1 송신인의 이름, 상기 제1 송신인의 제출 시간 및 상기 제1 제목 스트링을 연결하여 제1 메시지 스트링

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1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고, 상기 제2 송신인의 이름, 상기 제2 송신인의 제출 시간 및 상기 

제2 제목 스트링을 연결하여 제2 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2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색인 파일은 관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36.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보관소는 관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37.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선택된 복수의 전자 메일 메시지를 외부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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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보관 서버;

상기 보관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고유성 검사기; 및

상기 보관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 보관소를 포함하며,

상기 보관 서버가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으로부터 메시지를 읽어올 때, 상기 메시지와 관련된 복수의 속성은 

상기 보관 서버로부터 상기 고유성 검사기로 송신되며,

상기 고유성 검사기는 적어도 둘 이상의 속성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태그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메시지 태그를 색인 파일과 비교하며, 상기 계산된 메시지 태그가 상기 색인 파일의 엔트리와 일치하면, 상기 고유성 

검사기가 상기 메시지가 고유한 메시지가 아님을 상기 보관 서버에 알리며, 이와 달리, 상기 계산된 메시지 태그가 상

기 색인 파일의 엔트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계 산된 메시지 태그가 상기 색인 파일에 추가되며,

상기 메시지가 고유한 메시지이면, 상기 보관 서버는 상기 메시지를 상기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한 적어도 둘 이상의 속성을 연결하여 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계산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스트링에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정의 길이를 갖는 일정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해싱 알고리즘은 MD5 해싱 알고리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보관 서버는 상기 전자 메일 메시징 시스템 상의 메일 박스로부터 상기 메시지를 읽어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속성은 송신인의 이름과 송신인의 제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

스템.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속성은 제목 스트링을 더 포함하며, 상기 송신인의 이름, 상기 송신인의 제출 시간 및 

상기 제목 스트링을 연결하여 메시지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스트링에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정의 길이를 갖는 일정 스트링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메시지 태그가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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