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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시징 클라이언트들 간의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된다.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제2 메시징 클

라이언트 간에 통신이 설정되면,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가 선택되어 제2 메시징 클라이

언트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메시징 클라이언트들은 인증서를 공유하게 된다. 인증서 삭제, 인증서 갱신, 및 인증서 

상태 체크와 같은 인증서 관리 기능도 제공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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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인증서, 메시징 클라이언트, 공개키, 비밀키, 통신 인터페이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보안 전자 메시징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보안 메시징 클라이언트들 간의 인증서 관리 및 전

송에 관한 것이다.

관련 출원의 상호 인용

본 출원은 2001년 6월 12일자로 출원된 미국 임시출원 제60/297,681호와 2002년 3월 20일자로 출원된 미국 임시

출원 제60/365,533호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도면을 포함하여 이들 임시출원들의 전체 내용들은 본 출원에 인용으로

서 포함된다.

배경기술

예컨대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e-메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보

안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인증서와 같은 보안 메시징 정보를 위한 데이터 저장부, 또는 적어도 전용 데이터 저장 영역

을 유지한다. 인증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실체의 공개키는 물론 하나 이상의 디지털 서명을 가진 공개키에 구속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예컨대 보안 다목적 인터넷 메일 확장(S/MIME) 메시징에서 공개키는 수신된 보안 메시지에 대한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고 송신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었던 세션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기타 다른 보

안 메시징 방법들에서 공개키는 데이터나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만일 공개키가 암호화 또는 디지털

서명 검증에 필요할 때에 메시징 클라이언트측에서 이용될 수 없다면,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기 전에 인증서

가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적재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각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인증서를 얻고 다른 메시징 클

라이언트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인증서와 비밀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증서 소스와 통신을 설정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예컨대 데스크톱 또는 랩톱 개인용 컴퓨터(PC)와 무선 이동 통신 장치 상에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징 클라이언

트를 갖고 있다면, 인증서는 통상적으로 인증서 소스로부터 각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적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증서 관리와 적재를 간단하게 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메카니즘을 가진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인증서 관리 및 적재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의 전송을 위해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인증서를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제

1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는 인증서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제1 인증서 저장부를 포함하는 제1 메모리, 상기 제1 인증

서 저장부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제1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 및 제1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는 인증서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제2 인증서 저장부를 포함하는 제2 메모리, 상기 제2 인증서 

저장부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제2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 및 상기 제1 통신 인터페이스와 호환될 수 있는 제2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제1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은 상기 제1 통신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 링크가 설정될 때에 상기 제1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서를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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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컴퓨터 시스템과 무선 이동 통신 장치 간에 인증서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

에 관련된 시리얼 포트, 상기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이동 장치대, 및 무선 이동 통신 장치에

관련되며 상기 이동 장치대의 인터페이스와 호환될 수 있는 이동 장치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

에 저장된 인증서는 상기 무선 이동 통신 장치를 상기 이동 장치대 내에 배치함으로써 상기 컴퓨터 시스템과 상기 무

선 이동 통신 장치 간에 통신 링크가 설정될 때에 무선 이동 통신 장치에 전송될 수 있다.

또한, 무선 이동 통신 장치가 제공되는데, 이 장치는 무선 트랜시버, 상기 무선 트랜시버에 결합된 메시징 시스템, 통

신 인터페이스, 인증서를 저장하도록 구 성된 인증서 저장부, 및 상기 인증서 저장부와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에 결합

된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메시징 시스템은 상기 무선 트랜시버를 통해 상기 인증서 저장부에 

수신된 인증서를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은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인

증서 저장부에 수신된 인증서를 저장하도록 구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예시적인 메시징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메시징 시스템 내의 보안 e-메일 메시지 교환을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을 구현하는 무선 이동 통신 장치와 관련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도 4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들 간의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양상들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메시징 클라이언트의 일례로서의 무선 이동 통신 

장치의 블록도.

도 6은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7은 다른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8은 또 다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실시예

보안 메시지는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및 사용자 인증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시지 송신자에 의

해, 또는 메시지 송신자와 메시지 수신자 사이의 중간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 메시지이다. 보안 메시징에 대한 통상의 

기술은 디지털 서명을 갖고서 메시지를 서명하는 것 및/또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컨대, 보안 메시

지는 보안 다목적 인터넷 메일 확장(S/MIME)의 변형에 따라서 메시지 송신자에 의해 서명, 암호화, 암호화한 다음에 

서명되거나, 또는 서명한 다음에 암호화된 메시지일 수 있다.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이것이 동작하는 시스템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또 송신도 할 수 있게 된다. 메시징 클라

이언트는 컴퓨터 시스템, 휴대형 장치, 또는 통신 능력을 갖춘 기타 다른 시스템이나 장치 상에서 동작할 수 있다. 또

한 많은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부가적인 비메시징 기능을 갖고 있다.

도 1은 예시적인 메시징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이 시스템(10)은 컴퓨터 시스템(14)에 결합된 광역 네트워크(WAN)(1

2),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 및 회사 근거리 통신망(LAN)(18)을 포함한다.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는 

또한 무선 이동 통신 장치(22)('이동 장치')가 동작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네트워크(20)에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14)은 예컨대 인터넷과 같은 WAN(12)과 통신하도록 구성된 데스크톱 또는 랩톱 PC일 수 있다. 컴퓨

터 시스템(14)과 같은 PC는 통상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ISP),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업자(ASP) 등을 통

해 인터넷에 액세스한다.

회사 LAN(18)은 네트워크 방식의 메시징 클라이언트의 일례이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안 방화벽(24) 뒤에 위치해 

있다. 회사 LAN(18) 내에서, 방화벽(24) 뒤의 컴퓨터 상에서 동작하는 메시지 서버(26)는 LAN(18) 내에서, 그리고 

WAN(12)을 통해 다른 외부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메시지를 교환하는 회사의 주 인터페이스로서 작용한다. 두 가지 

잘 알려져 있는 메시지 서버(26)는 예컨대 'Microsoft TM Exchange Server와 Lotus Domino TM '를 포함한다. 이

들 서버는 종종 통상적으로 메일을 라우팅하고 전송하는 UNIX 방식의 송신메일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인터넷 메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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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터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또한 메시지 서버(26)는 달력, 해야할 일(todo) 리스트, 작업 리스트, e-메일 및 문서와 같

은 데이터를 위한 동적 데이터베이스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메시지 서버(26)는 LAN(18)에 결합된 네트워크식 컴퓨터 시스템(28)에 메시징 능력을 제공한다. 통상적인 LAN(18)

은 복수의 컴퓨터 시스템(28)를 포함하며, 각 컴퓨터 시스템은 MicrisoftOutlook TM , Lotus Notes TM 등과 같은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구현한다. LAN(18)내에서, 메시지는 메시지 서버(26)에 의해 수신되고, 수신된 메시지 내에 주

소 지정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을 위한 전용의 메일 박스로 분배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28) 상에서 동작하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액세스된다.

무선 게이트웨이(16)는 무선 네트워크(20)에 이동 장치(22)와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동

장치(22)는 예컨대 데이터 통신 장치, 음성 통신 장치, 데이터 및 음성 통신 기능을 모두 갖춘 최현대식 셀룰러 전화와

같은 2중 모드 통신 장치, 무선 통신이 가능한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또는 무선 모뎀을 갖춘 랩톱 또는 데스크

톱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다.

이동 장치(22)의 주소 지정, 무선 전송을 위한 메시지 인코딩이나 변환과 같은 기능이나 기타 요구되는 인터페이스 

기능은 무선 게이트웨이(16)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무선 게이트웨이(16)는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20)로 동작

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무선 게이트웨이(16)는 주어진 이동 장치의 위치를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네트워

크를 판단하고 사용자들이 지역간 또는 네트워크간에 로밍하고 있고 있을 때에 그 사용자들을 추적할 수도 있다.

WAN(12)에 액세스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면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를 통해 이동 장치(22)와 메시지를 교환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무선 가상 사설 통신망(VPN) 라우터와 같은 사설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는 사설 인터페이

스에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예컨대, LAN(18)에서 구현된 무선 VPN은 무선 네트워크(20)를

통해 LAN(18)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무선 이동 통신 장치(22)로의 사설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6)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20)를 통한 무선 이동 통신 장치(22)로의 그와 같은 사설 인터페이스는 메시

지 서버(26)로 동작하는 메시지 포워딩 또는 전환(redirection)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LAN(18) 외부의 실체들에까

지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메시지 전환 시스템은 미국 특허 제6,219,694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 특

허는 본 출원에 인용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에서 메시지 서버(26)에 의해 수신되어 이동 장치(22)

의 사용자에게 주소 지정되는 착신 메시지는 예컨대 무선 VPN 라우터나 무선 게이트웨이(16)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나 기타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20)와 사용자의 이동 장치(22)로 송신된다. 메시지 서버(

26) 상의 사용자의 메일박스로의 다른 대안적인 인터페이스는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 게이트웨이일 수 

있다. WAP 게이트웨이를 통해 메시지 서버(26) 상의 사용자의 메일박스 내의 메시지 리스트와 각 메시지 또는 각 메

시지의 일부라도 이동 장치(22)로 송신될 수 있다. 몇 가지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후술할 것이

다.

무선 네트워크(20)는 통상적으로 기지국과 이동 장치(22) 간의 RF 전송을 통해 이동 장치(22)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다. 무선 네트워크(20)는 예컨대 (1) 데이터 중심 무선 네트워크, (2) 음성 중심 무선 네트워크, 또는 (3) 동일한 기반 

구조 상에서 음성과 데이터 통신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2중 모드 네트워크일 수 있다. 최근 개발된 네트워크는 (1) 코

드 분할 다중 접속(CDMA) 네트워크, (2) CEPT의 표준 위원회에서 개발한 GSM(Groupe Special Mobile, 즉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와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및 (3) 현재 개발 중인 EDGE(Enha

nced Data Rates for Global Evolution)와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s)와 같은 제3세

대(3G)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GPRS는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GSM 무선 네트워크의 상부에 있는 데이터 오버레이(ov

erlay)이다. 데이터 중심 네트워크의 몇 가지 오래된 예로서는 (1) Mobitex TM 무선 네트워크('Mobitex')와 (2) Data

TAC TM 무선 네트워크('DataTAC')가 있지만,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음 성 중심 데이터 네트

워크의 예로서는 CDMA, GSM, 수년 동안 북미와 세계 전역에서 이용되어 왔던 시분할 다중 접속(TDMA) 시스템과 

같은 개인 휴대 통신 시스템(PCS) 네트워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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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수 있다. 예시적인 이동 장치(22)는 더 자세히 후술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메시징 중 가장 흔한 종류는 아마 e-메일이다. 표준적인 e-메일 시스템에서 e-메일 메시지는 e-

메일 송신자에 의해 메시지 서버 및/또는 서비스 공급업자 시스템을 통해, 통상적으로 인터넷을 통래 라우팅되어 하

나 이상의 메시지 수신자에게로 송신된다. E-메일 메시지는 통상적으로 보통문으로 송신되고, 간이 전자 우편 전송 

프로토콜(SMTP), RFC822 헤더 및 MIME 본문을 이용하여 e-메일 메시지의 포맷을 정의한다.

최근에는 e-메일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메시징 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S/MI

ME와 Pretty Good Privacy TM (PGP TM )는 데이터 내용을 보호하는 암호화와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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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신자에 의한 송신자 인증을 제공하는 서명을 제공하는 두가지 공개키 보안 e-메일 메시징 프로토콜이다. 보안 

메시지는 암호화 및/또는 서명 이외에도 인코딩되고, 압축되고, 기타 달리 처리될 수도 있다.

도 2는 메시징 시스템에서의 보안 e-메일 메시지 교환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이 시스템은 WAN(32)과 무선 게이트웨

이(34)에 결합된 e-메일 송신자(30)를 포함하는데, 무선 게이트웨이(34)는 WAN(32)과 무선 네트워크(36) 간의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동 장치(38)는 무선 네트워크(36) 내에서 동작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도 2에는 이동 장치(38

)나 그 이동 장치(38)의 사용자에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31)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후술한다. 

컴퓨터 시스템(31)은 인터페이스 또는 커넥터(35)로의 통신 링크(33)를 갖고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 또는 커넥터를 

통해서 점선(39)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동 장치(38)와 정보가 교환될 수 있다.

e-메일 송신자(30)는 도 1의 시스템(14)과 같이 PC이거나, 컴퓨터 시스템(28)과 같이 네트워크 접속된 컴퓨터일 수 

있다. e-메일 송신자(30)는 e-메일 메시지가 작성되어 송신될 수 있는 이동 장치일 수도 있다. WAN(32), 무선 게이

트웨이(34), 무선 네트워크(36) 및 이동 장치(38)는 도 1에서 유사하게 도면 부호가 붙은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

S/MIME 및 PGP와 같은 보안 메시징 방식에 따라서, e-메일 송신자(30)에 의해 선택된 1회 세션키를 이용하여 메시

지가 암호화된다. 이 세션 키는 메시지 본문을 암호화하는데 이용되며, 그 다음에 메시지가 송신될 주소 지정된 각 메

시지 수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세션키 자체가 암호화된다. 도면 부호 40으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암호화된 메시지 본문(44)과 암호화된 세션키(46)를 포함한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 암호화 방식에

서는 e-메일 송신자(30)와 같은 메시지 송신자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송신될 각 실체의 공개키에 액 세스해야 한다.

보안 e-메일 메시지 송신자(30)는 통상적으로 메시지의 요약을 택하고 송신자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그 요약에 서명

함으로써 메시지에 서명한다. 요약은 예컨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체크 섬, 순환 잉여 검사(CRC) 같은 것, 기타 해시와

같은 바람직한 비가역성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그 다음, 이 요약은 송신자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송신

자에 의해 서명된다. 비밀키는 그 요약에 대해 암호화나 기타 변환 작업을 수행하여 요약 서명을 생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 다음, 요약과 요약 서명을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은 발신 메시지에 첨부된다. 그 외에도, 송신자의 공개키

와 이 공개키에 하나 이상의 디지털 서명으로 구속된 송신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송신자의 인증서와, 연쇄된 인증

서, 그리고 이 송신자의 인증서와 연쇄된 인증서에 관련된 인증서 폐기 리스트(CRL)도 보안 메시지에 첨부될 수 있다

.

e-메일 송신자(30)에 의해 송신된 보안 e-메일 메시지(40)는 서명된 암호화된 메시지 본문(44)과 암호화된 세션키(

46)는 물론 디지털 서명(42)을 포함할 수 있다. 송신자의 인증서, 연쇄된 인증서, 및 하나 이상의 CRL도 이 메시지(40

)에 포함될 수 있다. S/MIME 보안 메시징 기술에서, 인증서, CRL 및 디지털 서명은 통상적으로 메시지의 시작부에 

위치해 있으며, 메시지 본문은 파일 첨부물에 포함된다. 다른 보안 메시징 방식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는 메시지 구성

요소를 도시된 것과 다른 순서로 배치하거나 추가적 및/또는 다른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보안 메시지(

40)는 '수신(To):' 및 '발신(From):' e메일 주소와 같은 주소 지정 정보와 기타 다른 헤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보안 e-메일 메시지(40)가 e-메일 송신자(30)로부터 송신될 때에, 이 메시지는 WAN(32)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31)

으로 라우팅된다. 이 컴퓨터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자 A를 위한 e-메일 주소에 관련된 PC나, 메시징 서버 상

의 메일박스에 액세스하는 네트워크 접속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일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31)은 보안 메시지(40)를 전

자 봉투 내로 재포장되고 이 재포장된 메시지를 무선 게이트웨이(34)에 전송한다. 그 다음, 재포장된 메시지는 무선 

네트워크(36)를 통해 이동 장치(38)로 송신된다. 이동 장치(38)에서는 재포장된 메시지로부터 전자 봉투가 제거되어 

원래의 보안 메시지(40)가 재생된 다음에 이동 장치(38)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 메시지 재포장은 압축, 암호화, 인코

딩과 같은 작업을 수반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컴퓨터 시스템(31)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나 애플리케이

션 조작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31)이 메시징 서버 상의 수신 e-메일에 액세스할 때는 이 재포

장 작업은 메시징 서버측이나 이 메시징 서버와 결합하여 동작하는 다른 시스템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동 장치(38) 

측에서는 언팩(unpack)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모듈에 의해 반대의 작업이 마찬가지로 수행된다.

도 2의 예시된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시스템(31)이 보안 메시지(40)를 수신하고, 메시지를 재포장한 다음에, 이 재포

장된 메시지를 이동 장치(38)로 송신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이와 다르게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

동 장치(38)는 바로 주소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메시지(40)는 컴퓨터 시스템(31) 대신에 무선 게이트웨이(3

4)로 라우팅될 수 있다. 그 다음, 무선 게이트웨이(34)는 필요한 주소 번역, 인코딩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메시지를 무선 네트워크(38)를 통해 이동 장치(38)로 송신한다.

그 외에도, 메시지는 무선 게이트웨이(34)가 아닌 다른 전송 메카니즘을 통해 이동 장치(38)로 라우팅 또는 전송될 수

있다. 예컨대, 무선 네트워크(36)로의 라우팅은 e-메일 송신자(30)와 관련된, 또는 컴퓨터 시스템(31) 측에서 수신되

어 이동 장치(38)로 전송되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31)과 관련된 무선 VPN 라우터를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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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된 메시지의 수신자인 도 2에서의 컴퓨터 시스템(31)과 이동 장치(38)는 각각 메시지 본문(44)의 요약과 암호화

된 세션키(46)를 생성하고, 디지털 서명(42)으로부터 요약을 추출하고, 생성된 요약과 디지털 서명(42)으로부터 추출

된 요약을 비교하고, 디지털 서명(42) 내의 요약 서명을 검증함으로써 디지털 서명(42)을 검증할 수 있다. 보안 메시

지 수신자에 의해 사용되는 요약 알고리즘은 메시지 송신자에 의해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동일하며, 예컨대 메시지 헤

더나 디지털 서명(42)에서 규정될 수 있다. 흔히 사용되는 한 가지 요약 알고리즘은 소위 보안 해싱 알고리즘 1(SHA

1)이지만, 메시지 요약 알고리즘 5(MD5)와 같은 다른 요약 알고리즘도 사용될 수 있다.

요약 서명(42)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검색하고, 요약 서명에 대해 역변환을 수행

함으로써 디지털 서명(42) 내의 요약에 대한 서명을 검증해야 한다. 예컨대, 메시지 송신자가 비밀키를 이용하여 요약

을 암 호화하여 요약 서명을 생성했다면,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요약 서명을 해독하여 원래의 요약을

재생할 것이다. 보안 메시지가 송신자의 인증서를 포함하고 있다면, 송신자의 공개키는 그 인증서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이 대신에 송신자의 공개키는, 예컨대 공개키가 송신자로부터의 초기 메시지로부터 추출되어 수신자의 로컬 저

장부의 키 저장부에 저장되었던 로컬 저장부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공개키는 로컬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다면 송신자의 인증서로부터, 아니면 공개키 서버(PKS)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PKS는 통상적으로 실체의 공개키

를 포함하는 실체에 대한 인증서를 입수할 수 있는 인증 기관(CA)에 관련된 서버이다. PKS는 도면 부호 18(도 1에서

)과 같은 회사 LAN 내에, 또는 WAN(32), 인터넷, 기타 메시지 수신자가 PKS와 통신을 설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시스템 상의 어디든지에 존재할 수 있다. 송신자의 인증서는 관련 컴퓨터 시스템(31)으로부터 이동 장치(38) 내로 적

재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후술한다.

요약 알고리즘은 고유 입력 마다 고유 출력을 생성하는 비가역성 함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원래의 메시지가

변경되거나 훼손된다면, 수신자에 의해 생성된 요약은 디지털 서명으로부터 추출된 요약과는 다를 것이며, 따라서 서

명 검증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요약 알고리즘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보안 메

시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메시지의 새로운 요약을 생성하고, 이 변경된 메시지를 임의 주소 지정된 메시지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변경된 메시지를 기초로 하여 수신자 측에서 생성된 요약은 메시지를 변경했던 실

체에 의해 추가된 새로운 요약과 일치할 것이다. 요약 서명 체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서명의 검증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생성된 요약과 새로운 요약이 일치하더라도, 송신자가 자신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원래의 요약에 서

명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변경했던 실체는 송신자의 비밀키로 검증될 수 있는 새로운 요약 서명을 생성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변경된 메시지 내의 요약들이 일치하더라도, 디지털 서명 검증이 실패할 것이므로 디지털 서명은 검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수학적 연산들은 누군가 보안 메시지의 내용을 보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송신자에 의해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함부로 변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메시지가 메시지의 'From' 란에 표시된 자에 의해 서명되었다

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

디지털 서명(42)이 검증되었다면, 아니면 때때로 디지털 서명 검증이 실패했다하더라도, 암호화된 메시지 본문(44)은

해독된 후에야 도 2의 컴퓨터 시스템(31)과 이동 장치(38)와 같은 수신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의해 디스플레이되어 다

시 처리될 수 있다. 메시지 수신자는 암호화된 세션키(46)를 자신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해독하고, 암호화된 메시지 본

문(44)을 그 해독된 세션키를 이용하여 해독하여 원래의 메시지를 재생한다.

하나 이상의 수신자에게로 주소 지정된 암호화된 메시지는 각 수신자마다 수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었던

세션키의 암호화 버젼을 포함할 것이다. 각 수신자는 똑 같은 디지털 서명 검증 작업을 수행할 것이나, 그 암호화된 

세션키들 중 별개의 것을 자신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해독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안 메시징 시스템에서는, 송신하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송신될 수신자의 공개키에 

액세스해야 한다. 수신하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서명된 메시지 내의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종 메카니즘

을 통해서 메시징 클라이언트 측에서 입수할 수 있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 장치(38)는 보

안 메시지(40)의 수신자이긴 하지만, 이동 장치(38)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므로 메시지 송신 작업과 수신 작업 모두

를 위한 공개키가 필요할 것이다.

공개키는 보통은 인증서에서 제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특정 실체에 대한 인증서는 통상적으로 그 실체의 공개키와

디지털 서명으로 그 공개키에 구속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인증서로는 예

컨대 통상적으로 S/MIME에서 사용되는 X.509 인증서가 있다. PGP는 약간 다른 포맷을 가진 인증서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양상에 따른 시스템과 방법은 이들 유형의 인증서에는 물론, 현재 알려져 있는 유형과 개발될 수 있는 여러 유

형의 인증서에 이용될 수 있다. 인증서 내의 디지털 서명은 인증서 발행자에 의해 생성되며, 실질적으로 상술한 것과 

같은 메시지 수신자에 의해 체크될 수 있다. 인증서는 때로는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인증서의 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만기, 즉 유효 기간을 포함한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은 사용자의 인증서는 물론 다른 인증서도

포함하는 인증서 연쇄를 통한 인증 경로를 추적하여 사용자의 인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검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인증서는 이 인증서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CRL에 대해서도 체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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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실체에 대한 인증서 내의 디지털 서명이 유효하면, 그 인증서는 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되지 않았으며, 그 인증

서 또는 연쇄된 인증서의 발행자는 신뢰되며, 그 인증서 내의 공개키는 인증서가 발행되었던 실체의 공개키인 것으로

추정되며, 인증서의 대상이라고도 한다.

인증서는 몇 가지 소스로부터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이용될 수 있다. 수신된 메시지에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그 

인증서는 그 메시지로부터 추출되어 그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의해 저장될 수 있다.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인증서는 L

AN, 인터넷, 기타 요청자가 통신을 설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의 PKS로부터 요청되거나 다운로드될 수 있다. 대안

으로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라서,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PKS가 아닌 다른 소스로부터 인증서를 적재할 수 있다. 많

은 최근의 이동 장치들은 PC에의 연결을 위해 구성되어 있다. 그와 같은 장치를 PC에 연결하여 시리얼 포트나 USB 

포트와 같은 물리적 연결을 통해 인증서를 다운로드함으로써 인증서의 공중파를 통한 전송이 줄어들 수 있다. 그와 

같은 물리적 연결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송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체들에 대한 인증서를 적재하

면, 암호화된 메시지를 실체들에 송신하려고 할 때에 인증서를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실체들 중 어느 

하나가 그 인증서를 서명된 메시지에 첨부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서명이 검증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서명된 메시지가 

검색될 예정인 실체들에 대한 인증서를 적재할 수 있다.

공지의 시스템들에서는 인증서 소스로부터 인증서가 요청되어 각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야 한다. 인증서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들이 동일한 사용자에 관련되어 있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메시징 클라이언트들 간에 공유되지 않

는다. 예컨대, 도 2의 시스템에서, 만일 사용자 A가 컴퓨터 시스템(31)과 이동 장치(38) 상의 다른 실체인 사용자 B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한다면, 사용자 B의 인증서는 두번, 즉 한번은 컴퓨터 시스템(31)을 위해서 또 한번은 이동 장치(

38)를 위해서 요청되어 적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증서 관리와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용자 B의 인증서는 컴퓨터

시스템(31)과 이동 장치(38) 중 어느 하나에만 요청되어 적재될 필요가 있다.

도 3은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을 구현하는 이동 장치와 관련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3에서는 인증서 관

리 및 전송 동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성 요소만이 나타나 있다. 이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이동 장치와 컴퓨터 시

스템은 통상적으로 더 많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31)과 이

동 장치(38)는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의 예시들이며, 이들 클라이언트들 간에 인증서가 전

송될 수 있다. 제1 및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두 개의 이동 장치이거나 두 개의 컴퓨터 시스템일 수도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을 구비한 이동 장치(38)는 메모리(52), 메시징 시스템(60), 인

증서 동기화(sync) 시스템(62), 사용자 인터페이스(UI)(64), 무선 트랜시버(66), 및 인터페이스 혹은 커넥터(68)를 포

함한다. 메모리(52)는 바람직하게는 인증서 저장부(54)를 위한 저장 영역은 물론, 메시징 접속 정보가 저장되는 주소

책(56)과 같은 다른 데이터 저장부와, 이동 장치(38) 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애

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 영역(58)을 포함한다. 데이터 저장부(56, 58)는 이동 장치(38) 상의 메모리(52)에서 구현될 

수 있는 저장부의 예시들이다. 메모리(52)는 도 3에 나타나 있는 것들 이외에도 다른 장치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어 다

른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메모리(52)는 다른 장치 구성 요소들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RAM과 같은 기록가능 저장부이다. 인증서 저장부(

54)는 이동 장치(38) 상의 인증서의 저장에 전용으로 쓰이는 저장 영역이다. 인증서는 수신되는 포맷으로 인증서 저

장부(54)에 저장되거나, 아니면 구문 분석되거나 저장 포맷으로 변환된 다음에 저장부(54)에 기록될 수 있다.

메시징 시스템(60)은 무선 트랜시버(66)에 연결되므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이 가능하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

(62)은 인터페이스/커넥터(68)에 연결되어 있어서 공동 작업을 하는 인터페이스/커넥터(35)와 연결부(39, 33)를 통

해서 컴퓨터 시스템(31)과 통신이 가능하다.

UI(64)는 키보드나 키패드, 디스플레이, 또는 이동 장치(38)의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거나 사용자에게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타 다른 구성 요소와 UI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도 3에서는 하나의 블록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동 장치(38)는 통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UI를 포함하며, 그러므로 UI(64)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컴퓨터 시스템(31)은 물리적 연결부(33)를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인증서는 인터페이스나 커넥터(35)를 거쳐 이동 장

치(38)로 전송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커넥터(35)는 도 3에서는 외부 구성 요소로서 도시되어 있지만, 이와는 달리 컴

퓨터 시스템(31)에 내장될 수 있다. 이동 장치(38)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31)은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구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은 

하나 이상의 입력과 출력 성분을 포함할 수 있는 UI(71), 연결부(33), 및 인증서 저장부(72)와 인터페이스한다. 인증

서 저장부(72)는 예컨대 로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나 기타 메모리 유닛을 포함하는 임의의 컴퓨터 저장 매체가 될 수

있다. 공개 정보인 인증서는 저장부(72)가 외부에 있으나 컴퓨 시스템(31)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예컨대 어떤 네트워

크 내의 컴퓨터 시스템들 간에 공유될 수도 있다. 메시징 시스템(70)은 인증서 저장부(72)와 통신 서브시스템(76) 모

두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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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을 구현하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종래의 방식으로 인증서를 검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할 수 있다. 이것은 도 3에서 메시징 시스템(60, 74), 인증서 저장부(54, 72) 및 통신 시스템, 무선 트랜시버(66)나 통

신 서브시스템(76) 간의 연결로 나타내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동 장치(38) 상의 메시징 시스템(60)이 수신된 메시지

의 송신자나 송신될 메시지의 수신인에게 공개키를 요구할 때에, 예컨대 PKS로부터 무선 트랜시버(66)를 통해 인증

서가 요청되어 검색될 수 있다. 수신된 메시지에 인증서가 첨부되면, 메시징 시스템(60)은 메시지로부터 인증서를 추

출하여 그 인증서를 인증서 저장부(54)에 저장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31)은 유사한 동작을 수행하여 요구되는 인

증서를 얻을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인증서 저장 및 전송 시스템의 사용자도 인증서를 선택하여 이것을 인터페이스 또는 커넥터들(68, 35)

간에 설정된 통신 링크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31)으로부터 이동 장치(38)로, 또는 이동 장치(38)로부터 컴퓨터 시스

템(31)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또는 커넥터(68, 35)는 예컨대 적외선 데이터 연합(IrDA) 

포트와 같은 광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 다른 단거리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또는 시리얼 또는 범용 시리얼 버스(USB

) 및 연결부와 같은 유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복수의 호환성 데이터 전송 구성 요소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단

거리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로는 예컨대 각각 블루투스 또는 802.11 사양에 따른 '블루투스' 모듈과 802.11 모듈이 있

다. 당업자라면 블루투스와 802.11은 각각 무선 LAN과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에 관련된 IEEE(Institute of Electri

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사양 세트를 의미함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31)과 이동 장치(38) 간의 통신은 반드시 물리적 연결을 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동 장치를 관련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에 대한 관계는 물리적 연결이나 무선 전송 방식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과 이동 장치 간의 통신

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동 장치(38)는 컴퓨터 시스템(31) 상의 시리얼 포트에 연결된 이동 장치대 내

에 이동 장치(38)를 배치하거나, 이동 장치(38)의 광포트가 컴퓨터 시스템(31)의 유사한 포트의 시선내에 있도록 이

동 장치(38)를 배치하거나, 또는 데이터가 교환될 수 있도록 일부 다른 방식으로 이동 장치(38)와 컴퓨터 시스템(31)

을 물리적으로 연결 또는 배치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31)에 연결될 수 있 다. 이동 장치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통신 

설정에 수반되는 이 특정한 작업은 인터페이스 및/또는 커넥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시 도 3을 참조로 설명하면, 이동 장치(38)가 컴퓨터 시스템(31)에 연결되면,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이 바람직

하게는 자동적으로 기동된다. 이동 장치(38)가 컴퓨터 시스템(31)에 연결되면, 바람직하게는 컴퓨터 시스템(31), 이

동 장치(38), 또는 양쪽 모두에 설정된 사용자 지정 설정에 따라서 다른 동작들도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은 어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증서 저장부(72)에 액세스할 수 

있다. 그 다음,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은 바람직하게는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를 컴퓨터 시스템(31) 상의 UI(71)에,

바람직하게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발생시킨다. 인증서는 예컨대 인증서가 인증서 저장부(72)에 저장된 순서에 

따라, 사용 빈도 순에 따라, 인증서가 발행된 실체의 이름의 알파벳(즉, 주제명) 순으로, 또는 기타 다른 디폴트나 사

용자 구성 순으로 리스트될 수 있다. 이 리스트에서 인증서는 바람직하게는 주제명에 의해 식별되며, 또는 인증서의 

주제에 대한 접속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31) 상의 주소책이나 이와 유사한 접속 정보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는 대안으로서 인증서는 예컨대 친숙한 이름과 같은 접속 정보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별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31) 상에 저장된 인증서 중에서 컴퓨터 시스템(31)에 관련된 UI(71)로서 구현될 수 

있는 마우스, 키보드 또는 기타 다른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이동 장치(38)로 전송되어야 할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선택된 인증서는 연결부 및 인터페이스(33, 35, 39, 68)를 통해 이동 장치(38)로 전송된다. 인증서 전송 동작

은 예컨대 선택된 인증서를 이동 장치(38) 상의 인증서 저장부(54)에 추가하는 추가 동작, 예컨대 이동 장치(38) 상의

인증서 저장부(54) 내의 기간 만료된 인증서를 선택된 인증서로 대체하거나 덜 자주 이용된 인증서를 더 자주 이용되

거나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서로 대체하는 갱신 동작, 또는 이동 장치(38) 상의 인증서 저장부(54) 내의 모든 

인증서가 삭제되고 선택된 인증서가 인증서 저장부(54)에 저장되는 전부 대체 동작일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인증서 전

송도 가능하며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 또는 이 둘 다를 이용하여 선택 또는 구성가능

하다.

이동 장치(38) 상에서, 인증서는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에 의해 검색되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전송 동작의 종류

에 따라서 처리된 다음에 전송된 인증서는 인증서 저장부(54)에 저장된다. 전송된 인증서는 인증서 저장부(54)에 이

미 저장된 인증서에 더하여(추가 동작) 또는 대신에(갱신 동작), 또는 인증서 저장부(54) 내의 인증서가 삭제된(전부 

대체 동작) 후에 저장부에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증서가 이동 장치(38)에 전송되면, 메시지 송신자 또는 메시

지가 이동 장치(38)에 송신되는 중간 시스템은 인증서를 보안 메시지와 함께 이동 장치(38)에 송신할 필요가 없다. 중

간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 중간 시스템은, 만일 인증서가 이동 장치(38)로 이미 전송되었다면, 수신된 보안 메시지

로부터 인증서와 기타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정보를 제거한 후에 이 보안 메시지를 이동 장치(38)로 송신한다.

이동 장치(38) 상의 메모리(52)는 그 용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증서 저장부(54)와 같은 데이터 저장부는 특정 수

의 인증서 만을 저장할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인증서 저장부(54)가 다 채워지면, 인증서 저장부(54) 내

의 하나 이상의 기존의 인증서가 덮어쓰기 또는 삭제되지 않는 한 컴퓨터 시스템(31)에서 인증서 저장부(54)로 새로

운 인증서가 전송될 수 없다. 인증서 저장부(54) 오버플로우는 이동 장치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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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 또는 이 둘 다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예컨대, 이동 장치(38)에서의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

(62)은 인증서 저장부(54)에 최저 사용빈도(LRU) 대체 정책을 구현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데, 인증서 저장부(54)가 꽉

찼을 때 새로운 인증서가 이동 장치(38)로 적재되는 경우에, 이 정책에 의해서 최저 사용 인증서가 자동적으로 겹쳐

쓰기된다. 대안으로서,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은 이동 장치(38)와 컴퓨터 시스템(31)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

에 인증서 저장부(54)가 꽉 차 있거나 차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에 경고를 보내도록 구성될 수 있

다. 게다가 또는 이 대신에 사용자가 꽉 찬 인증서 저장부(54)에 인증서를 추가하려고 할 때에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

70)에 경고가 회신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인증서 저장부(54) 내의 인증서를 추가될 인증서로 대체하여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되어야 할 인증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UI(71)를 통

해 일러줄 수 있다.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하면, 사용자는 인증서 저장부(54)가 꽉 차 있는 경우에 추가 동작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 시스템(31) 상의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은 유효한 인증서만이 이 동 장치(38)로 전송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증서 저장부(72) 내의 각 인증서를 체크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CRL, 만기, 즉 유효 기간을 체크

하는 것과 각 인증서에 대한 외부 시스템(미도시)에 상태 질의를 제출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기간이 경과된 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는 인증서 저장부(72)로부터 삭제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

)에 의해 생성된 인증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증서 저장부(72) 내의 기간 경과된 또는 무효의 인증서를 검출

하는 것은 기간 경과된 또는 무효의 인증서의 주제명이나 이에 유사한 필드에서 식별된 실체에 대한 새로운 인증서에

대한 요청, 또는 새로운 인증서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인증서를 요청하지 않고 기간 경과된 또는 무효의 인증서를 단

순히 삭제하는 것과 같이 또 다른 동작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용자 프롬프트를 유발할 수도 있다.

컴퓨터 시스템(31) 내의 메시징 시스템(74)이나 다른 구성 요소가 저장된 모든 인증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에 의한 상태 체크는 이동 장치가 컴퓨터 시스템(31)에 연결되어 있을 때

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경우든 간에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31)에서 이동 장치(38)로 전송된 인증서가 전송 시

에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CRL의 크기로 인해, 외부 소스로부터 인증서 상태 정보가 요청되어

야 할 때에 인증서 상태 체킹과 네트워크 레이턴시(latency)에 관련된 처리 부하와 이동 장치(38) 상에서의 인증서 상

태 체킹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행되지 않는다. 전송 시에는 유효하더라도 전송 후에는 기간이 경과하여 폐

지 또는 무효하게 되는 인증서 저장부(54) 내의 인증서는 이동 장치(38) 상에서 항상 검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

다.

인증서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은 이동 장치(38)의 인증서 저장부(54) 내의 이와 같은 기간 경과, 폐지 또는 무효 인증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 70)은 이동 장치(38)와 컴퓨터 시스템(31) 간에 인증서 정보를 교

환할 수 있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은 상술한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과 마찬가지로 이동 장치(38)가 컴퓨터 

시스템(31)에 연결될 때에 인증서 저장부(54)에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를 생성하도록 인증서 저장부(5

4)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이 인증서 상태를 체크하는데 요구되는 정보

에 따라서는, 인증서 저장부(54) 내의 인증서 리스트는 아니더라도 인증서의 사본은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으로 

보내질 수 있다. 리스트 또는 인증서 전부는 자동적으로 또는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으로부터 인증서 동기화 시스

템(62)으로의 요청에 응답하여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으로 보내질 수 있다. 리스트 또는 인증서 내의 정보는 물론 

CRL, 경과 시간 또는 유효 주기 및 필요하다면 외부 소스로부터의 임의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

)은 각 인증서의 상태를 체크한다.

이동 장치(38) 상의 인증서가 기간 경과, 폐지 또는 무효이면,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0)은 자신의 인증서 저장부(72)

또는 외부 인증서 소스로부터 그 기간 경과된 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서를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

서, 인증서가 인증서 저장부(54)로부터 삭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인증서가 검 색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하도록

사용자에게 [UI(71, 64)를 통해] 일러줄 수 있다. 그러면,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은 기간 경과된, 폐지된 또는 무

효인 인증서를 컴퓨터 시스템(31)으로부터 삭제하거나 새로운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동 장치(38)나 컴퓨터 시스템(31)은 이동 장치(38) 상에 저장된 인증서에 대한 체킹 빈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동 

장치(38) 상의 인증서에 대한 적어도 가장 최근의 인증서 체크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 장치(38)가 컴

퓨터 시스템(31)에 연결될 때에 이 인증서 체크 기록에 액세스하여 인증서 저장부(54)에 저장된 인증서가 체크되어야

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 70)의 조정 동작은 또 다른 인증서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7

0)은 자신의 인증서 저장부(72)와, 그리고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을 통해 이동 장치 인증서 저장부(54) 모두에 액

세스하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31)과 이동 장치(38)에 저장된 각자의 인증서 리스트가 생성되어 사용자에게 디스플

레이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어느 인증서가 이동 장치(38)에 이미 적재되어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대

안으로서, 이동 장치 인증서 저장부(54)에 저장되지 않고 인증서 저장부(72)에서 이용될 수 있는 인증서만이 선택과 

이동 장치(38)로의 전송을 위해 디스플레이되게끔, 인증서 저장부(72)에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로부터 이동 장치 인증

서 저장부(54)에 저장된 인증서가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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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장치 인증서 저장부(54)에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가 컴퓨터 시스템(31) 상의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면, 사용자

는 이동 장치 저장부(54) 내의 인증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장치 리스트로부터 인증서를 선택하

여 삭제할 수 있으며, 또 이동 장치(38) 상에 얼마나 많은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증서 저장부(54)에 얼

마나 많은 공간이 남아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인증서는 이동 장치(38)로부터 컴퓨터 시스템(31)으로 전송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31)과 이

동 장치(38)는 모두 각종 소스로부터 인증서를 검색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31)과 이동 장치(38)가 예컨대 독립적

으로 주소 지정될 수 있다면, 이들은 서로 다른 송신자로부터 보안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으며, 따라서 메시지를 처리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서로 다른 수신자에게 보안 메시지를 송신하는데도 서로 다른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한 인증서가 컴퓨터 시스템(31)으로부터 인증서 저장부(54)로 전송되지 않았다면, 이동 장치(38

)는 예컨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소스로부터 인증서를 검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 장치 인증서 저장부(54)는

컴퓨터 시스템(31)의 인증서 저장부(72)에서 이용될 수 없는 인증서를 포함한다. 그와 같은 인증서는 실질적으로 상

술한 바와 같이 이동 장치(38)로부터 컴퓨터 시스템(31)으로 전송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동 장치 UI(64)가 디스플레이 스크린과 키보드, 섬 휠(thumbwheel)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

를 포함하며,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동작은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인증서 관리 동작이 완료되면, 이동 장치(38)와 컴퓨터 시스템(31)은 모두 정상 동작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 70)이 소 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선택된 

인증서가 전송된 후에 종료처리하거나 아니면 그 대신에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62, 70)은 

이동 장치(38)가 컴퓨터 시스템(31)에 연결될 때에 자동으로 기동하는 대신에 동기화 시스템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각

각이 사용자에 의해 발동될 때에만 기동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도 4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들 간의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4에서, 이동 장치와 컴퓨터 시

스템은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을 구현하는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의 예시로 이용되지만,

도 3과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인증서는 이동 장치들간 또는 복수의 컴퓨터 시스템간에 교환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이동 장치가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는 단계(80)에서 시작한다. 단계(80)은 예컨대 시리얼 또는 USB 연결

부와 같은 물리적 링크나 광, 블루투스, 802.11과 같은 무선 링크 또는 기타 단거리 통신 링크를 통해 이동 장치와 컴

퓨터 시스템 간의 통신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계(82)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이동 장치 상의 인증서 저장부에 저

장된 인증서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 장치 인증서 저장부 내의 기간 경과된, 폐지 또는 무

효인 인증서 각각을 대체할 새로운 인증서를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계(86)은 자동적이거나 아니면 이동 장치 상

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가 기간 경과, 폐지 또는 무효인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 발생되는 프롬프트 또는 경고에 

대한 사용자 응답에 따라서 실시될 수 있다.

이동 장치 상에 기간 경과된, 폐지 또는 무효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그러한 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서가 이미

검색되었거나 앞으로 검색되지 않을 것이라면, 또는 이동 장치 상에 저장된 인증서에 대해 상태 체크가 수행되지 않

는다면, 단계(88)에서 컴퓨터 시스템 상의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가 생성되어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는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단계(90)에서 리스트들 중 어느 것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된 인증서

는 단계(92)에서 한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다른 한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 단계(90, 92)는 선택된 인증서

마다 반복될 수 있다. 대안으로서, 사용자는 단계(90)에서 복수의 인증서를 선택하여 사용자측에서 더 이상의 다른 동

작을 취할 필요가 없이 단계(92)에서 각 인증서를 전송할 수 있다. 단계(92)에서의 인증서 전송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동 장치로 또는 이동 장치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인증서 선택 및 전송 단계(90, 92)는 원하는 인

증서 전송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자주 반복될 수 있다. 인증서 저장부 오버플로우 조절은 예컨대 LRU 대체 

정책에 따라서, 또는 저장된 인증서를 대체하는 또는 인증서 전송 동작을 중지하는 또 다른 사용자 선택에 응답하여 

구성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이동 장치보다 더 고속이면서 더 강력한 처리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PKS나 기타 다른 

인증서 소스로의 훨씬 더 고속의 통신 링크에 액세스하기 때문에, 원격 소스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으로의 인증서 적재

는 비교 적 고속이면서 간단한 프로세스이다. 그러므로 단계(92)에서의 인증서 전송은 대부분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

동 장치로 행해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증서가 컴퓨터 시스템들 간에 관리 및/또는 공유되어야 할 때에는 컴

퓨터 시스템들 간의 인증서 전송도 가능하다. 예컨대 회사 LAN 내의 컴퓨터 시스템들 간의 인증서 공유는 그 LAN 

내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외부 소스로부터 검색되었던 인증서에 대해서 외부 PKS 또는 기타 다른 인증서 소스와의

통신을 최소화할 것이다.

단계(92)에서의 인증서 전송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선택된 인증서를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의 인증서 저장부에 추가하

거나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의 인증서 저장부 내의 임의의 또는 모든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 도 4에서는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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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가 단계(88)에서 생성되어 디스플레이되고 난 후에는 인증서 전송 이외

의 다른 인증서 관리 동작도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인증서는 다른 메시징 클라이언트로의 전송 이외에 삭제되거나 

다른 동작을 위해 선택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메시징 클라이언트의 일례로서의 무선 이동 통신 장치의 블록도이다. 이동 장치(50

0)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갖춘 양방향 통신 장치이다. 이동 장치(500)는 바람직하게는 

인터넷 상의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동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에 따라서 이동

장치는 데이터 메시징 장치, 양방향 페이저, 데이터 메시징 능력을 갖춘 셀룰러 전화, 무선 인터넷 장비, 또는 데이터 

통신 장치(전화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가 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장치 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는 간단히 이동 장치라고 한다.

이동 장치(500)는 트랜시버(511), 마이크로프로세서(538), 디스플레이(522), 플래시 메모리(524), RAM(526), 보조 

입/출력(I/O) 장치(528), 시리얼 포트(530), 키보드(532), 스피커(534), 마이크로폰(536), 단거리 무선 통신 서브시스

템(540)을 포함하며, 기타 다른 장치 서브시스템(542)을 포함할 수도 있다. 트랜시버(511)는 바람직하게는 송신 및 

수신 안테나(516, 518), 수신기(Rx)(512), 송신기(Tx)(514), 하나 이상의 국부 발진기(LO), 및 디지털 신호 처리기(D

SP)(520)를 포함한다. 이동 장치(500)는 플래시 메모리(524) 내에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프로세서(538)[및/또는 D

SP(520)]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모듈(524A - 524N)을 포함하는데, 이 모듈은 음성 통신 모듈(5

24A), 데이터 통신 모듈(524B), 및 복수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기타 다른 동작 모듈(524N)을 포함한다.

이동 장치(500)는 바람직하게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갖춘 양방향 통신 장치이다. 따라서, 예컨대 이동 장치(5

00)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셀룰러 네트워크와 같은 음성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으며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 통신할 수 있다.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는 도 5에서 통신 타워(519)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 음성 및 데이터 네트

워크는 기지국, 네트워크 제어기 등과 같은 별도의 기반 구조를 이용하는 별도의 통신 네트워크이거나,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519)에 대한 관계는 하나의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와 별도의 네트

워크들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통신 서브시스템(511)은 네트워크(519)와 통신하는데 사용된다. DSP(520)는 송신기(514) 및 수신기(512)와 통신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되며, 송신기(514) 및 수신기(512)와 제어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이 단일 주파수, 또는 밀접하게 이격된 주파수 세트에서 발생하면 단일의 LO(513)가 송신기(514) 및 수신기(512)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대안으로서, 음성 통신 대 데이터 통신을 위해 여러가지 주파수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네트

워크(519)에 대응하는 복수의 주파수를 발생시키기 위해 복수의 LO(513)가 사용될 수 있다. 도 5에는 두 개의 안테

나(516, 518)가 도시되어 있지만, 이동 장치(500)는 단일의 안테나 구조에 사용될 수 있다. 음성 및 데이터 정보를 포

함하는 정보는 DSP(520)와 마이크로프로세서(538) 사이의 링크를 통해 통신 모듈(511)과 통신한다.

주파수 대역, 구성 요소 선택, 전력 레벨 등과 같은 통신 서브시스템(511)의 상세한 설계는 이동 장치(500)가 동작할 

통신 네트워크(519)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북미 시장에서 동작할 이동 장치(500)는 Mobitex나 DataTAC 이

동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 동작하도록 설계되며 또한 AMPS, TDMA, CDMA, PCS 등과 같은 각종 음성 통신 네트

워크로 동작되도록 설계된 통신 서브시스템(511)을 포함하며, 반면에, 유럽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동 장치(500)는 GP

RS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와 GSM 음성 통신 네트워크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데이터 및 음성 네

트워크도 분리형이나 통합형 모두 이동 통신(500)에 이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519)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 장치(500)에 대한 액세스 요구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에컨대, Mobitex와 Dat

aTAC 데이터 네트워크에서는 이동 장치는 각 장치에 관련된 고유 식별 번호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등록된다. 그러

나 GPRS 데이터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는 이동 장치(500)의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관련된다. GPRS 장치

는 통상적으로 가입자 식별 모듈('SIM')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GPRS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 장치(500)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SIM없이 로컬 또는 비네트워크 통신 기능(있는 경우에)이 동작될 수 있지만, 이동 장치(500)

는 '911' 긴급 호출과 같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동작말고는 네트워크(519)를 통한 통신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

을 것이다.

요구되는 네트워크 등록이나 작동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이동 장치(500)는 바람직하게는 음성 및 데이터 신호를 포

함하는 통신 신호를 네트워크(519)를 통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519)로부터 안테나(516)에 의해 수신

된 신호는 수신기(512)로 라우팅되고, 이 수신기는 신호 증폭, 주파수 다운 변환, 필터링, 채널 선택 등을 수행하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도 수행할 수 있다. 수신된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함으로써 DSP(520)를 이용하여 수행

될 디지털 복조와 디코딩과 같은 더 복잡한 통신 기능이 가능하게 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519)로 송신될 신

호가 DSP(520)에 의해 예컨대 변조와 인코딩을 포함하여 처리된 다음에,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주파수 업 변환, 필

터링, 증폭, 및 안테나(518)를 통한 통신 네트워크(519)로의 송신을 위해 송신기(514)에 공급된다. 도 5에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모두를 위해 하나의 트랜시버(511)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이동 장치(500)는 두 개의 구별되는 트랜시버,

즉 음성 신호 송수신용의 제1 트랜시버와 데이터 신호 송수신용의 제2 트랜시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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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신호 처리 이외에도 DSP(520)는 수신기 및 송신기 제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수신기(512)와 송신기(514

)에서 통신 신호에 적용된 이득 레벨은 DSP(520)에서 구현된 자동 이득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적합하게 제어될 수 

있다. DSP(520)에는 트랜시버(511)의 더 복잡한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트랜시버 제어 알고리즘이 구현될 수 있

다.

마이크로프로세서(538)는 바람직하게는 이동 장치(500)의 전체 동작을 관리허고 제어한다. 여기서는 많은 종류의 마

이크로프로세서나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이용될 수 있지만, 대안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538)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서 단일의 DSP(520)가 사용될 수 있다. 적어도 데이터 및 음성 통신을 포함하는 하위 레벨 통신 기능은 트랜시버(5

11)에서 DSP(520)를 통해 수행된다. 음성 통신 애플리케이션(524A)과 데이터 통신 애플리케이션(524B)과 같은 다

른 고위 레벨 통신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프로세서(538)에 의한 실행을 위해 플래시 메모리(524)에 저장될 수 있

다. 예컨대 음성 통신 모듈(524A)은 이동 장치(500)와 복수의 다른 음성 장치 간에 음성 호출을 네트워크(519)를 통

해 송수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고위 레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 모듈(524

B)도 이동 장치(500)와 복수의 다른 데이터 장치 간에 e-메일 메시지, 파일, 오가나이저(organizer) 정보, 단문 메시

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네트워크(519)를 통해 송수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고위 레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동 장치(500) 상에서, 보안 메시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예컨대 도 3에서의 메시징 시스템(60) 및 인

증서 동기화 시스템(62)에 대응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모듈은 상술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데이터 통신 모듈(52

4B)과 결합하여 동작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538)는 디스플레이(522), 플래시 메모리(524),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526), 보조 입/출력(I/O

) 서브시스템(528), 시리얼 포트(530), 키보드(532), 스피커(534), 마이크로폰(536), 단거리 통신 서브시스템(540) 

및 도면 부호 542로 총괄 표시된 기타 다른 장치 서브시스템과 같은 다른 장치 서브시스템과도 상호 작용한다. 예컨

대 모듈(524A - 524N)은 마이크로프로세서(538)에 의해 실행되어 이동 장치의 사용자와 이동 장치 간의 고위 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는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522)를 통해 제공되는 그래픽 구성 요소와 보

조 I/O 서브시스템(528), 키보드(532), 스피커(534), 또는 마이크로폰(536)을 통해 제공되는 입/출력 구성 요소를 포

함한다. 그와 같은 인터페이스는 도 3에서 UI(64)로 총괄 표시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된 서브시스템 중 일부는 통신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다른 서브시스템은 '내재(resident)' 또는 온

디바이스(on-divice) 기능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키보드(532)와 디스플레이(522) 같은 일부 서브시스템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을 위한 텍스트 메시지 입력과 같은 통신 관련 기능과 계산기나 작업 리스트 또는 

기타 PDA형 기능과 같은 디바이스 내재 기능 둘 다에 이용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538)에 의해 사용된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는 바람직하게는 플래시 메모리(524)와 같은 지속성 저

장 장치에 저장된다. 플래시 메모리(524)는 운영 체제와 통신 모듈(524A - 524N) 이외에도 데이터 저장을 위한 파일

시스템을 포함할 수도 있다. 플래시 메모리(524)에는 도 3의 데이터 저장부(54, 56, 58)로 나타나 있는, 인증서, 주소

책 엔트리 및 메시징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영역도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 체제, 특정 장치 애

플리케이션이나 모듈, 또는 그 일부분은 고속 동작을 위한 RAM(526)과 같은 휘발성 저장 장치에 임시로 적재될 수 

있다. 더우기 수신된 통신 신호도 지속성 저장 장치(524)에 위치한 파일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RAM(5

26)에 일시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이동 장치(500)에 적재될 수 있는 예시적인 애플리케이션 모듈(524N)은 연중 행사, 약속, 작업 항목과 같은 PDA 기

능을 제공하는 개인 정보 관리자(PIM)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모듈(524N)은 전화 호출, 음성 메일 등을 관리하는 음성

통신 모듈(524A)과 상호 작용할 수도 있으며 e-메일 통신과 기타 데이터 송신을 관리하는 데이터 통신 모듈(524B)

와도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 음성 통신 모듈(524A)과 데이터 통신 모듈(524B)의 모든 기능이 PIM 모듈 

내로 통합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524)는 바람직하게는 장치 상의 PIM 데이터 항목의 저장을 용이하게 하는 파일 시스템을 제공한다. P

IM 애플리케이션은 바람직하게는 그 스스로 또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모듈(524A, 524B)과 결합하여 무선 네트워크

(519)를 통해 데이터 항목을 송수신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PIM 데이터 항목은 바람직하게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또는 관련된 대응하는 데이터 항목 세트를 갖고서 무선 네트워크(519)를 통해 이음매없이 일체화되고, 동기화

되고, 갱신되며, 이에 따라서 특정 사용자에 관련된 데이터 항목에 대해 미러드(mirrored) 시스템을 생성한다.

이동 장치(500)는 이동 장치(500)를 이동 장치(500)의 시리얼 포트(530)를 호스트 시스템의 시리얼 포트에 결합시키

는 인터페이스대에 배치함으로써 호스트 시스템과 수동으로 동기화될 수도 있다. 시리얼 포트(530)는 사용자가 외부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호도(preference)를 설정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모듈(524N)을 다운

로드받아 설치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장치 상에서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이 유선 다운로드 경

로는 암호화키를 장치에 적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선 네트워크(519)를 통해 암호화 정보를 교환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다.



공개특허 10-2004-0015272

- 13 -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 모듈(524N)은 네트워크(519), 보조 I/O 서브시스템(528), 시리얼 포트(530), 단거리 통신 서

브시스템(540) 또는 기타 다른 적당한 서브시스템(542)을 통해 이동 장치(500) 내로 적재되어 사용자에 의해서 플래

시 메모리(524)나 RAM(526)에 설치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연성은 이동 장치(500)의 기능성을 

증가시키며, 온 디바이스 기능이나 통신 관련 기능, 또는 이 두 가지 기능 모두를 향상시킨다. 예컨대 보안 통신 애플

리케이션은 이동 장치(500)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기능과 기타 금융 거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동 장치(500)가 데이터 통신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 메시지나 웹페이지 다운로드와 같은 수신 

신호는 트랜시버(511)에 의해 처리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538)에 공급되며, 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바람직하게는 

디스플레이(522) 또는 보조 I/O 장치(528)로의 출력을 위해 그 수신 신호를 다시 처리할 것이다. 트랜시버(511)에 의

해 수신된 인증서는 예컨대 PKS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또는 보안 메시지에 첨부되어서 상술한 바와 같이 처리되어

, 만일 이 인증서가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인증서를 플래시 메모리(524) 내의 인증서 저장부에 추가하고, 필

요하다면 플래시 메모리(524) 내의 새로운 주소책 엔트리에 접속 정보를 추출하고 저장할 것이다. 이동 장치(500) 사

용자도 키보드(532)를 이용하여 e-메일 메시지와 같은 데이터 항목을 작성할 수 있다. 키보드는 공지의 DVORAK 스

타일과 같은 완성형 영숫자 키보드 스타일도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QWERTY 스타일로 자판이 배열된 완성형 

영숫자 키보드가 바람직하다. 이동 장치(500)로의 사용자 입력은 섬 휠 입력 장치, 터치패드, 각종 스위치, 록커(rock

er) 입력 스위치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복수의 보조 I/O 장치(528)를 가지고서 더 향상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

에 의해 작성 입력된 데이터 항목은 트랜시버(511)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519)를 통해 송신될 것이다.

이동 장치(500)가 음성 통신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 장치(500)의 전체 동작은 수신 신호가 바람직하

게는 스피커(534)로 출력되고 송신을 위한 음성 신호는 마이크로폰(536)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데이터

모드와 거의 유사하다. 그 외에도, 상술한 보안 메시징 기술은 음성 통신에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동 장

치(500) 상에는 음성 메시지 기록 서브시스템과 같은 대안적인 음성 또는 오디오 I/O 서브시스템도 구현될 수 있다. 

음성 또는 오디오 신호 출력이 바람직하게는 주로 스피커(534)를 통해 행해지지만, 디스플레 이(522)도 호출측의 신

원 표시, 음성 호출의 기간, 또는 기타 음성 호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마이크로프로세서(5

38)는 음성 통신 모듈(524A)과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착신 음성 호출의 호출자 식별 정보를 검출하여 이

것을 디스플레이(522) 상에 표시할 수 있다.

단거리 통신 서브시스템(540)도 이동 장치(500)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이 서브시스템(540)은 유사 기능 시스템 

및 장치와의 통신을 제공하는 적외선 장치와 그 관련 회로 및 구성 요소, 또는 블루투스나 802.11 단거리 무선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동작은 시리얼 포트(530)나 기타 다른 단거리 통신 서브

시스템(540)을 통해 이동 장치(500) 상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이동 장치 인증서 관리 및/또는 전송 동작이 수행될 메

시징 클라이언트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그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수 있다. 이동 장치에서 컴퓨터 시스

템쪽으로 동작에 있어서는 시리얼 포트(530)가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이동 장치에서 이동 장치쪽으로의 동작에 있

어서는 다른 단거리 통신 서브시스템(540)이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시적인 보안 메시지 전송에 대해 도 2에 도시한 통신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하였지만, 인증서 관리 및 

전송은 다른 형태의 통신 시스템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도 6은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6에는, 컴퓨터 시스템(602), WAN(604), 보안 방화벽(608) 뒤

에 있는 회사 LAN(606), 무선 기반 구조(610), 무선 네트워크(612, 614), 및 이동 장치(616, 618)이 도시되어 있다. 

회사 LAN(606)은 메시지 서버(620),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 적어도 복수의 메일박스(619)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

장부(617), 물리적 연결(624)을 통해 인터페이스나 커넥터(626)로 가는 것과 같은 이동 장치로의 직접적인 통신 링크

를 갖는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622), 및 무선 VPN 라우터(632)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도 6의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 메시지(33, 34, 36)를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602)은 도 1의 컴퓨터 시스템(14)과 같이 WAN(604)에 연결되도록 구성된 예를 들면 랩톱, 데스크톱 

또는 팜톱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은 ISP나 ASP를 거쳐 WAN(604)에 연결될 수 있다. 그 대

신에, 컴퓨터 시스템(602)은 LAN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WAN(604)에 접속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

템일 수 있다. 많은 최신의 이동 장치는 여러가지 기반 구조 및 게이트웨이 설비를 통해 WAN으로의 연결을 할 수 있

으며,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602)은 이동 장치도 될 수 있다.

회사 LAN(606)은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중앙 집중식의 서버 기반 메시징 시스템의 예시적인 일례이다. 회사 LAN(6

06)은 메시지용의 메일박스(619)를 갖는 데이터 저장부(617)는 물론 이동 장치(616, 618)로 보내거나 그로부터 수

신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항목용의 추가의 데이터 저장부(미도시)와,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 무선 VPN 라우터(63

2) 또는 이 회사 LAN(606)과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616, 618)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른 구성요소를 모

두 호스팅한다는 점에서 '호스트 시스템'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호스트 시스템은 하나 이

상의 컴퓨터로서,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와 함께 또는 이 컴퓨터와 연계하여 무선 커넥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일 수 있다. 회사 LAN(606)은 호스트 시스템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이 회사 LAN(606)에서 

호스트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보안 통신 방화벽(608) 뒤에서 동작하며 그에 의해 보호되는 회사 네트워크 환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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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영되는 서버 컴퓨터이다. 다른 가능한 중앙 호스트 시스템에는 ISP, ASP 및 다른 서비스 공급업자 또는 메일 

시스템이 포함된다.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624) 및 인터페이스/커넥터(626)가 이러한 호스트 시스템 외부에 위치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무선 통신 동작은 이하에 기술되는 바와 유사할 수 있다.

회사 LAN(606)은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을 통상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시지 서버에서 동작하도록 구축된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인 관련 무선 통신 지원 구성요소로서 구현한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은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612, 614)를 거쳐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616, 618)로 전송하고 그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데 사용된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지 시스템의 별도의 구성요소이거나 또는 그 대신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다른 통신 시스템 구성요

소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서버(620)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 그의 일부분 또는 그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또는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방화벽(608) 뒤에 있는 컴퓨터 상에서 운영되는 메시지 서버(620)는 회사가 예를 들면 e-메일, 연중 행사 데이터, 음

성 메일, 전자 문서 및 다른 개인 정보관 리(PIM) 데이터를 포함한 메시지를 WAN(604)(일반적으로는 인터넷임)과 

교환하는 주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한다. 메시지 서버는 종종 인터넷 메일 라우터와 연계하여 메시지를 라우팅 및 전송

하는 데 사용된다. 특정의 중간 동작 및 컴퓨터는 메시지 교환에 이용되는 특정 유형의 메시지 전송 메카니즘 및 네트

워크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도 6에는 도시하지 않았다. 메시지 서버(620)의 기능은 메시지 전송 및 수신 이외로까

지 확장되어, 상술한 바와 같은 달력, 해야할 일 리스트, 작업 리스트, e-메일 및 문서와 같은 데이터의 동적 데이터베

이스 저장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 부호 620과 같은 메시지 서버는 그 서버에 계정을 갖는 각 사용자마다 도면 부호 617과 같은 하나 이상의 데이

터 저장부에 복수의 메일박스(619)를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 저장부(617)는 다수의('n개') 사용자 계정에 대한 메일박

스(619)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 사용자 계정, 메일박스 또는 사용자, 계정 또는 메일박스(619)와 관련된 아마도 다

른 주소를 메시지 수신자로서 식별하는 메시지 서버(620)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메일박스(619)에

저장된다. 어떤 메시지가 다수의 수신자 또는 배포 리스트로 주소 지정되는 경우, 동일한 메시지의 복사본이 하나 이

상의 메일박스(619)에 저장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는, 메시지 서버(620)는 이러한 메시지의 단 하나의 복사본을 

메시지 서버 상에 계정을 갖는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하고, 포인터 또는 다른 식별자

를 각 수신자의 메일박스(619)에 저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메시징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는 이어서 통상 LAN(606)

에서 연결되어 있는 데스크 톱 컴퓨터 시스템(622)과 같은 PC 상에서 동작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또는 로터스 

노츠 등의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그의 메일박스(619) 및 그의 내용에 액세스할 수 있다. 도 6에는 단지 하나

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622)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당업자라면 LAN이 일반적으로 많은 데스크톱, 노트북 및 랩

톱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통상 메시지 서버(620)를 

통해 메일박스(619)에 액세스하지만, 어떤 시스템에서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622)이 데이터 

저장부(617) 및 그에 준비된 메일박스(619)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될 수 있다. 메시지는 또한 데이터 

저장부(617)로부터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622) 상의 로컬 데이터 저장부(미도시 )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

회사 LAN(606) 내에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은 메시지 서버(620)와 연계하여 동작한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62

8)은 메시지 서버(620)와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거나 또는 그 대신에 다른 컴퓨터 시스템 상에 구현될 수

도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메시지 서버(620)와 통합

될 수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 및 메시지 서버(620)는 바람직하게는 이동 장치(616, 618)로 정보를 푸시할 수

있게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은 바람직하게는 회사 LA

N(606)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회사 방화벽(608)을 통해 WAN(604) 및 무선 

네트워크(612, 614) 중 어느 하나를 거쳐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616, 618)로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계정 및 관련 메일박스(619)를 데이터 저장부(617)에 갖는 사용자는 또한 도면 부호 616과 같은 이동 장치를 가질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계정 또는 메일박스(619)를 식별하는 메시지 서버(620)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는 메

시지 서버(620)에 의해 해당 메일박스(619)에 저장된다. 사용자가 도면 부호 616과 같은 이동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

우, 메시지 서버(620)에 의해 수신되어 사용자의 메일박스(619)에 저장되는 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무선 커넥터 시

스템(628)에 의해 검출되어 사용자의 이동 장치(616)로 보내진다. 이러한 유형의 기능은 '푸시' 메시지 전송 기술을 

나타낸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은 그 대신에 '풀' 기술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 메일박스(619)에 

저장된 항목들은 이동 장치를 사용하여 행해지는 요청이나 액세스 동작 또는 양 기술의 어떤 조합에 응답하여 이동 

장치(616, 618)로 전송된다.

무선 커넥터(628)의 사용에 의해, 각 사용자의 이동 장치(616, 618)가 메시지 서버(620)의 저장된 메시지에 액세스

하도록 메시지 서버(620)를 비롯한 메시징 시스템이 확장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시스템 및 방

법이 푸시 기반의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푸시 기반 메시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앞서 인용한 미국 특허 제

6,219,694호와, 이하의 동시 계류중인 공동 소유의 미국 특허 출원 제09/401,868호, 제09/545,963호, 제09/528,49

5호, 제09/545,962호, 및 제09/649,755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 출원은 상기 미국 특허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미국 특허 제6,219,694호 및 이들 출원 각각에 대한 전체 개시 내용은 도면과 청구항을 비롯하여 여기에 인용함으로

써 본 출원에 포함된다. 이러한 푸시 기술에서는 모든 정보를 이동 장치에 전송하기 위해 무선에 적합한 인코딩,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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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며, 따라서 회사 방화벽(608)을 이동 장치(616, 618)를 포함하도록 효과적으로 확장시킨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사 LAN(606)으로부터 이동 장치(616, 618)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몇가지 경로가 있다

. 한가지 가능한 정보 전송 경로는 인터페이스나 커넥터(626)를 사용하여 시리얼 포트와 같은 물리적 연결(624)을 통

하는 것이다. 이 경로는 예를 들면 상술한 인증서 및 CRL과 같은 벌크 정보에 유용할 수 있다. 갱신이 종종 이동 장치

(616, 618)의 초기화시에 또는 이동 장치(616, 618)의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622)과 같은 LAN(606) 내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물리적 연결(624)은 또한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622)과 

관련된 개인 암호화 또는 서명키 등의 비밀키를 포함한 다른 정보를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622)으로부터 이동 장치

(616, 618)로 전송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물리적 연결(624) 및 커넥터 또는 인터페이스(626)를 사용하는 비밀키 교환은 사용자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622

) 및 이동 장치(616, 618)가 모든 암호화 및/또는 서명된 메일에 액세스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식별 번호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622) 및 이동 장치(616, 618)는 그에 따라 비밀키를 관리 및 전송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호스트 시스템(622) 또는 이동 장치(616, 618)는 메시지 서버(620) 상의 사용자

의 메일박스 또는 계정으로 주소 지정된 보안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

공지된 '동기화' 유형의 무선 메시징 시스템에서, 물리적 경로는 메시지 서버(620)와 관련된 메일박스(619)로부터 이

동 장치(616, 618)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도 사용되어 왔다.

이동 장치(616, 618)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무선 네트워크(612, 614)를 사용하는 무선 커넥터 시스

템(628)을 통한 공중파 이용 방식(over-the-air)이 있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것에는 네트워크(606)에서 이

용가능한 경우 무선 VPN 라우터(632)가 관여할 수 있거나, 다른 대안에서는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612, 614)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무선 기반 구조(610)로의 종래의 WAN 연결이 관여할 수 있다. 무선 VPN 라우터(632)는 직

접 특정의 무선 네트워크(612)를 통해 무선 장치(616)로의 VPN 연결의 구축을 제공한다. 이러한 무선 VPN 라우터(

632)는 정적 주소 지정 방식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612)가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의 무선 네트워크인 경우, 새로운 IP 버전(IPV6)은 네트워크(612) 내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모든 이동 장치(616)마

다 IP 주소를 전용하기에 충분한 IP 주소를 제공하고 따라서 언제든지 이동 장치(616)로 정보를 푸시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어야만 한다. 무선 VPN 라우터(632)를 사용하는 것의 주된 이점은 그 라우터가 무선 기반 구조(610)를 필요

로 하지 않게 되는 기성품의 VPN 구성요소일 수 있다는 것이다. VPN 연결은 메시지를 이동 장치(616)와 직접 주고 

받기 위해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over IP) 또는 UDP/IP(User Datagram Protocol over IP) 연결

을 사용할 수 있다.

무선 VPN 라우터(632)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통상 인터넷인 WAN(604)으로의 링크가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에

서 채용될 수 있는 통상 사용되는 연결 메카니즘이다. 이동 장치(616)의 주소 지정 및 임의의 다른 요구되는 인터페이

스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무선 기반 구조(610)가 사용된다. 무선 기반 구조의 일례로는 도 1의 게이트

웨이(16)가 있다. 무선 기반구조(610)는 또한 주어진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가장 있을 법한 무선 네트워크

를 결정하고 사용자가 국가 또는 네트워크 사이를 로밍할 때 그를 추적할 수 있다. 도면 부호 612 및 614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는 통상 기지국(미도시)과 이동 장치(616, 618) 사이에서의 RF 전송을 통해 이동 장치(616, 61

8)와 주고 받게 된다.

예를 들면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프레임 릴레이 또는 인터넷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T1 연결을 포함한 무선 네트워크(612, 614)로의 복수의 연결이 제공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

(612, 614)는 각기 다르고, 독자적이며 관련이 없는 네트워크를 나타내거나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동일한 네트워크

를 나타낼 수 있으며, 도 1의 무선 네트워크(20)와 관련하여 상술한 여러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다.

어떤 구현에서, 하나 이상의 공중파 이용 정보 교환 메카니즘이 회사 LAN(606)내에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6

의 전형적인 통신 시스템에서, 메시지 서버(620) 상에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메일박스(619)를 갖는 사용자와 관련된 

이동 장치(616, 618)는 서로 다른 무선 네트워크(612, 614) 상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무선 네트워크가 IPv

6 주소 지정을 지원하는 경우, 무선 VPN 라우터(632)가 무선 네트워크(612) 내에서 동작하는 임의의 이동 장치(616

)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614)는 그렇지만 Mobit

ex 네트워크 등의 다른 유형의 무선 네트워크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대신에 정보가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에 

의해 WAN(604) 및 무선 기반 구조(610)로의 연결을 거쳐 무선 네트워크(614) 내에서 동작하는 이동 장치(618)와 

교환될 수 있다.

이제부터, 컴퓨터 시스템(602)로부터 전송되어 계정과 메일박스(619) 또는 메시지 서버(620) 및 이동 장치(616, 618

)와 관련된 유사한 데이터 저장부 모두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수신자로 주소 지정된 e-메일 메시지(633)의 일례를 사

용하여 도 6의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그렇지만, e-메일 메시지(633)는 단지 예시적인 목적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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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바람직하게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에 의해 회사 LAN(606)과의 사이에 다른 유형의 정보의 교환도 가능

하다.

컴퓨터 시스템(602)로부터 WAN(604)을 거쳐 전송된 e-메일 메시지(633)는 사용된 특정의 메시징 방식에 따라 완

전히 보통문이거나 또는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 및/또는 암호화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602)이 S

/MIME을 사용하여 보안 메시징이 가능한 경우, e-메일 메시지(633)는 서명, 암호화 또는 둘다 행해져 상술한 바와 

같이 처리될 수 있다.

도면 부호 633과 같은 e-메일 메시지는 e-메일 메시지의 포맷을 정의하기 위해 통상 종래의 간이 메일 전송 프로토

콜(SMTP), RFC822 헤더 및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 보디 부분을 사용한다. 이들 기술은 당

업자라면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e-메일 메시지(633)는 메시지 서버(620)에 도달하며, 이 서버(620)는 그 e-메일 

메시지(633)를 어느 메일박스(619)에 저장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e-메일 메시지(633) 등의 

메시지는 사용자 이름, 사용자 계정, 메일박스 식별자, 또는 메시지 서버에 의해 특정의 계정 또는 관련 메일박스(619

)로 매핑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e-메일 메시지(633)의 경우, 수신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계정 및 그에 따라 메일박스(619)에 대응하는 e-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식별된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은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트리거링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검출할 때 어떤 사용자가 선

택한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항목의 일부분을 무선 네트워크(612, 614)를 거쳐 회사 LAN(606)으로부터 사용자의 

이동 장치(616, 618)로 전송 또는 미러링한다. 트리거링 이벤트에는 이하의 것, 즉 사용자의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시

스템(622)에서의 스크린 세이버 동작, 사용자의 이동 장치(616, 618)의 인터페이스(626)로부터의 분리, 및 이동 장

치(616, 618)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전송된 호스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의 전송을 시작하

라는 명령의 수신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은 명령의

수신 등의 메시지 서버(620)와 관련된 트리거링 이벤트 또는 상술한 스크린 세이버 및 분리 이벤트를 포함한 하나 이

상의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시스템(622)과 관련된 트리거링 이벤트를 검출할 수 있다. 이동 장치(616, 618)용의 회사 

데이터에 대한 무선 액세스가 LAN(606)에서 활성화되었을 때, 예를 들어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이 이동 장치 사용

자에 대 한 트리거링 이벤트의 발생을 검출할 때,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 항목은 바람직하게는 사용자의 이동 장치로

전송된다. e-메일 메시지(633)의 일례에서, 트리거링 이벤트가 검출된 것으로 가정하면, 메시지(633)가 메시지 서버

(620)에 도착한 것이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에 의해 검출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메시지 서버(620)와 관련된 메일

박스를 모니터링하거나 그에 질의를 함으로써 달성되거나, 또는 메시지 서버(620)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

버인 경우,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은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MAPI)에 의해 

제공되는 동기 알림(advise syncs)을 위한 등록을 함으로써 새로운 메시지가 메일박스(619)에 저장될 때 통보를 수

신할 수 있게 된다.

e-메일 메시지(633)와 같은 데이터 항목이 이동 장치(616, 618)로 전송되어야 할 때,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은 바

람직하게는 데이터 항목을 이동 장치에 투명하도록 재포장하며, 따라서 이동 장치로부터 전송되고 그에 의해 수신되

는 정보는 호스트 시스템, 즉 도 6의 LAN(606)에 저장되어 액세스가능한 정보와 유사하게 보인다. 한가지 바람직한 

재포장 방법에는 메시지를 받게 될 이동 장치(616, 618)의 무선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하는 전자 봉투에 무선 네트워

크(612, 614)를 거쳐 전송될 수신 메시지를 래핑(wrapping)하는 것이 있다. 다른 대안으로, 특수 목적의 TCP/IP 래

핑 기술 등의 다른 재포장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재포장의 결과, 바람직하게는 이동 장치(616, 618)로 보내

진 e-메일 메시지도 이동 장치에서 작성되어 보내온 것임에도 해당 호스트 시스템 계정 또는 메일박스(619)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동 장치(616, 618)의 사용자는 그에 따라 호스트 시스템 계정 또는 메일박스(619)와 그 이

동 장치 사이에서 단 하나의 e-메일 주소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e-메일 메시지(633)의 재포장은 도면 부호 634와 636에 표시되어 있다. 재포장 기술은 어떤 이용가능한 전송 경로

에 대해서도 유사하거나 특정의 전송 경로, 즉 무선 기반 구조(610) 또는 무선 VPN 라우터(632)에 의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메일 메시지(633)는 바람직하게는 도면 부호 634에서 재포장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압축 및 암호화되

며, 그에 따라 이동 장치(618)로의 보안 전송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압축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요구되는 대역폭

을 감소시키지만, 암호화는 이동 장치(616, 618)로 전송되는 임의의 메시지 또는 다른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이

와 반대로, VPN 라우터(632)를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는 압축만되고 암호화는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VPN 

라우터(632)에 의해 설정된 VPN 연결이 본질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시지는 비표준 VPN 터널로 생각

될 수 있는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에서의 암호화를 거치거나 VPN-유사 연결, 예를 들면 VPN 라우터(632)를 거쳐

이동 장치(616, 618)로 안전하게 전송된다. 따라서, 이동 장치(616, 618)를 사용하여 메시지에 액세스하는 것은 데스

크톱 컴퓨터 시스템(622)을 사용하여 LAN(606)에 있는 메일박스에 액세스하는 것보다 덜 안전하지는 않다.

재포장된 메시지(634, 636)가 무선 기반 구조(610)를 거치거나 무선 VPN 라우터(632)를 거쳐 이동 장치(616, 618)

에 도달할 때, 이동 장치(616, 618)는 재포장된 메시지(634, 636)로부터 외부 전자 봉투를 제거하고 임의의 요구되는

압축 해 제 및 해독 동작을 수행한다. 원본 메시지(633)이 보안 메시지일 때, 이동 장치(616, 618)에 의해 추가의 처

리가 수행될 수도 있다. 이동 장치(616, 618)로부터 전송되어 하나 이상의 수신자로 주소 지정된 메시지는 바람직하

게는 유사하게 재포장되며, 압축 및 암호화되어 LAN(606) 등의 호스트 시스템으로 보내진다. 그 다음에, 호스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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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재포장된 메시지로부터 전자 봉투를 제거하고, 원하는 경우 그 메시지를 해독 및 압축 해제하여 그 메시지를 주

소 지정된 수신자로 라우팅한다.

외부 봉투를 사용하는 다른 목적은 원본 e-메일 메시지(633)에 주소 지정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보존해두려는 데 있

다. 정보를 이동 장치(616, 618)로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외부 봉투가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의 네트워크 주소를 사

용하여 주소 지정되지만, 외부 봉투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하나의 주소 필드를 포함한 원본 e-메일 메시지(633) 전

부를 압축 및/또는 암호화된 형태로 캡슐화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 봉투가 제거되고 메시지가 이동 장치(616, 61

8) 상에 표시될 때 e-메일 메시지(633)의 최초의 '수신(To)', '발신(From)' 및 'CC' 주소가 표시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재포장에 의해 응답 메시지가 주소 지정된 수신자로 전송될 수 있게 되며, 이동 장치로부터 보내온 재포장된 발신 

메시지의 외부 봉투가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에 의해 제거될 때 '발신' 필드가 이동 장치 사용자의 호스트 시스템 

상의 계정 또는 메일박스의 주소를 반영한다. 이동 장치(616, 618)로부터 사용자의 계정 또는 메일박스 주소를 사용

함으로써 이동 장치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는 이동 장치로부터가 아닌 호스트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의 메일박스(619) 

또는 계 정으로부터 발신된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

도 7은 다른 대안으로서의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이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은 무선 네트워크의 운영자

와 관련된 구성요소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702), WAN(704), 

보안 방화벽(708) 뒤에 위치하는 회사 LAN(707),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 무선 네트워크(711), 및 이동 장

치(713, 715)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702), WAN(704), 보안 방화벽(708), 메시지 서버(720), 데이터 저장부(71

7), 메일박스(719), 및 VPN 라우터(735)는 도 6의 유사한 도면 부호를 갖는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렇

지만, VPN 라우터(735)는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와 통신하기 때문에, 도 7의 시스템에서 그 VPN 라우터(

735)는 꼭 무선 VPN 라우터일 필요는 없다.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는 LAN(707)과 이동 장치(713, 715) 

사이에서의 무선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 이동 장치(713, 715)는 컴퓨터 시스템(742, 752)와 각각 관련되어

있고 무선 네트워크(711) 내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LAN(707)에는, 복수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742, 7

52)이 도시되어 있으며, 그 각각은 인터페이스나 커넥터(748, 758)로의 물리적 연결(746, 756)을 가지고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은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742, 752) 상에서 또는 그와 연계하여 동작하고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은 e-메일 메시지 및 메일박스(719)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항목과, 로컬 또는 네트워

크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항목과 같은 데이터 항목이 LAN(707)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71

3, 715)로 전송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앞서 기술한 무선 커넥터 시스템(628)과 유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 7

에서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는 이동 장치(713, 715)와 LAN(707)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도 7에 도시한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 이동 장치(713, 715)로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의 예시적인 일례로서

의 e-메일 메시지(733)와 관련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메시지 서버(720) 상에 계정을 갖는 하나 이상의 수신자로 주소 지정된 e-메일 메시지(733)가 메시지 서버(720)에 

의해 수신될 때, 메시지, 또는 중심 메일박스 또는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메시지의 단 하나의 복사본에 대한 포인터

가 이러한 수신자 각각의 메일박스(719)에 저장된다. e-메일 메시지(733) 또는 포인터가 메일박스(719)에 저장되었

으면, 그것은 바람직하게는 이동 장치(713, 715)를 사용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도 7에 도시한 일례에서, e-메일 메

시지(733)는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742, 752) 모두 및 그에 따라 이동 장치(713, 715) 모두에 관련된 메일박스(71

9)로 주소 지정되어 있다.

당업자라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LAN(707) 및/또는 WAN(704) 등의 유선 네트워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도면 부호 711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에는 적당

하지 않다, 즉 호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 통신에서 주된 관심사인 통신 대역폭, 프로토콜 오버헤드 및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무선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높은 용량 및 속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덜 

중요하다. 따라서, 이동 장치(713, 715)는 통상 데이터 저장부(717)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다. 네트 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는 무선 네트워크(711)와 LAN(707) 사이에 브리지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는 이동 장치(713, 715)가 WAN(704)을 통해 LAN(707)으로의 연결을 설정할 수 있

도록 해주며, 또 예를 들면 무선 네트워크(711)의 운영자나 이동 장치(713, 715)에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비스 공급업자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풀-기반 시스템에서, 이동 장치(713, 715)는 무선 네트워크 호환 통신 방식, 

바람직하게는 정보가 기밀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때의 WTLS(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 등의 보안 방식, 

및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브라우저와 같은 무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

(740)와의 통신 세션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동 장치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수동 선택 또는 

사전 선택된 기본값을 통해) 임의의 또는 모든 정보나, 또는 예를 들면 LAN(707)에 있는 데이터 저장부(717) 내의 메

일박스(719)에 저장되어 있는 새로운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는 아직 

아무런 세션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HTTPS(Secure 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여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과의 연결 또는 세션을 설정한다. 이상과 같이,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와 무선 커

넥터 시스템(744, 754) 사이의 세션은 일반적인 WAN 연결을 통해 또는 이용가능하다면 VPN 라우터(735)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동 장치(713, 715)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는 것과 요청된 정보를 다시 그 이동 장치로 전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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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시간 지연이 최소화되어야 할 때,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와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은 통신 

연결이 일단 설정되었으면 그 통신 연결이 개방된 상태로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7의 시스템에서, 이동 장치 A(713)와 이동 장치 B(715)로부터 발신된 요청들이 각각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

4)으로 전송된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은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로부터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요

청된 정보를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검색한다. e-메일 메시지(733)의 경우,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은 일반적으

로 메시지 서버(720)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메일박스(719)에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742, 752)와 연계하여

동작하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통해 해당 메일박스(719)로부터 그 e-메일 메시지(733)를 검색한다. 다른 대안에서,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은 직접 또는 메시지 서버(720)를 통해 메일박스(719) 자체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데이터 저장부, 즉 데이터 저장부(717)와 유사한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부 및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

742, 752)과 관련된 지역 데이터 저장부 모두에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 및 그에 따라 이동 장치(713, 715)는 

액세스할 수 있다.

e-메일 메시지(733)가 컴퓨터 시스템(742, 752)과 이동 장치(713, 715) 모두와 관련이 있는 메시지 서버 계정 또는 

메일박스(719)로 주소 지정되어 있는 경우, e-메일 메시지(733)는 도면 부호 760과 76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로 전송될 수 있으며, 이 기반 구조는 그 다음에 도면 부호 764와 7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e-메일 메시지의 복사본을 각각의 이동 장치(713, 715)로 전송한다. 정보는 WAN(704)으로의 연결이나 VPN 

라우터(735)를 통해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과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 사이에서 전송될 수 있다. 네

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과 이동 장치(713, 715)

와 통신할 때,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에 의해 변환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재포장 기술이 무선 커넥터 시스

템(744, 754)과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 사이와 각각의 이동 장치(713, 715)와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

740) 사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동 장치(713, 715)로부터 전송될 메시지 또는 다른 정보는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먼저

이동 장치(713, 715)로부터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로 전송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

)는 메일박스(719)에 저장하고 예를 들면 메시지 서버(720)에 의해 임의의 주소 지정된 수신자로 전송하기 위해 그 

정보를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으로 전송하거나 그 대신에 그 정보를 주소 지정된 수신자에 전송할 수 있다.

도 7의 시스템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풀-기반의 동작에 관련되어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과 네트워크 운

영자 기반 구조는 그 대신에 데이터 항목을 이동 장치(713, 715)로 푸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푸시/풀 결합 시스템

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메시지나 LAN(707)에 있는 데이터 저장부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항목의 리

스트의 통보는 이동 장치(713, 715)로 푸시될 수 있으며, 이 통지는 그 다음에 LAN(707)으로부터 네트워크 운영자 

기반 구조(740)를 거쳐 메시지나 데이터 항목을 요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LAN(707) 상의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이동 장치가 서로 다른 무선 네트워크 와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무선 네트워크는 도면 부호 740과 유사한 관련 무선 네트워크 기반구조 구성요소를 가질 수 있다.

도 7의 시스템에서는 각 컴퓨터 시스템(742, 752)마다 별도의 전용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이 도시되어 있지

만, 이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 754) 중 하나 이상은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742, 752)과 연계하

여 동작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 저장부 또는 메일박스(719)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은 컴퓨터 시스템(742)과 컴퓨터 시스템(752) 모두와 관련된 메일박스(

719)로의 액세스가 허용될 수 있다. 이어서, 이동 장치 A(713)와 이동 장치 B(715) 중 어느 하나로부터의 데이터 항

목 요청은 무선 커넥터 시스템(744)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742, 752)이 각

각의 이동 장치 사용자마다 운영하고 있을 필요없이 LAN(707)과 이동 장치(713, 715) 사이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무선 커넥터 시스템은 무선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메시지 서버(720)와 연

계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8은 다른 대안적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802), WAN(804), 보안 방화벽(808) 

뒤에 위치한 회사 LAN(809), 액세스 게이트웨이(880), 데이터 저장부(882), 무선 네트워크(884, 886), 및 이동 장치

(888, 890)를 포함한다. LAN(809), 컴퓨터 시스템(802), WAN(804), 보안 방화벽(808), 메시지 서버(820), 데이터 

저장부(817), 메일박스(819),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822), 물리적 연결(824), 인터페이스 또는 커넥터(826) 및 VP

N 라우터(835)는 상술한 대응하는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액세스 게이트웨이(880) 및 데이터 저장부(882

)는 이동 장치(888, 890)에 LAN(809)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항목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도 8에서, 무선 커넥

터 시스템(878)은 메시지 서버(820) 상에서 또는 그와 연계하여 동작하지만, 무선 커넥터 시스템은 그 대신에 LAN(8

09)에 있는 하나 이상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또는 그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다.

무선 커넥터 시스템(878)은 LAN(809)에 저장된 데이터 항목을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888, 890)로 전송한다. 이들 

데이터 항목은 바람직하게는 데이터 저장부(817)에 있는 메일박스(819)에 저장된 e-메일 메시지는 물론 데이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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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817) 또는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부 또는 도면 부호 822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의 지역 데이터 저장부에 저

장되어 있는 다른 항목을 포함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메시지 서버(820) 상에 계정을 갖는 하나 이상의 수신자로 주소 지정되고 메시지 서버(820)

에 의해 수신된 e-메일 메시지(833)는 이러한 수신자 각각의 메일박스(819)로 저장될 수 있다. 도 8의 시스템에서, 

외부 데이터 저장부(882)는 바람직하게는 데이터 저장부(817)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그와 동기화되어 있다. 데이

터 저장부(882)에 저장되어 있는 PIM 정보 또는 데이터는 바람직하게는 독립적으로 호스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PIM 정보 또는 데이터로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의 구성에서, 외부 데이터 저장부(882)에 있는 독립적으로 수정

가능한 정보는 사용자와 관련된 복수의 데이터 저장부(즉, 이동 장치 상의 데이터, 집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상의 데

이터, 회사 LAN에 있는 데이터, 등)의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화는 어떤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 저장부

(817) 내의 엔트리가 부가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하루의 어떤 시간에, 또는 LAN(809)에서 메시지 서버(820) 또는 컴

퓨터 시스템(822)에 의해 개시될 때, 데이터 저장부(882)에서, 또는 액세스 게이트웨이(880)를 통해 이동 장치(888, 

890)에 의해 예를 들면 무선 커넥터 시스템(878)에 의해 데이터 저장부(882)로 전송되는 갱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예를 들면, e-메일 메시지(833)의 경우, e-메일 메시지(833)가 수신되고 얼마 후에 데이터 저장부(882)로 전송되는 

갱신은 그 메시지(833)가 저장부(817) 내의 어떤 메일박스(819)에 저장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e-메일 메시지의 복사

본은 데이터 저장부(882) 내의 해당 저장 영역으로 저장된다. e-메일 메시지(833)가 예를 들면 이동 장치(888, 890)

에 대응하는 메일박스(819)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도 8에서 도면 부호 892와 894로 나타내어져 있는 하나 이상의 e

-메일 메시지의 복사본이 데이터 저장부(882) 내의 해당 저장 영역 또는 메일박스로 보내져 그곳에 저장된다. 도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저장부(817) 내의 저장된 정보의 갱신 또는 복사본은 WAN(804)이나 VPN 라우터(835)로

의 연결을 거쳐 데이터 저장부(882)로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커넥터 시스템(878)은 갱신 또는 저장된 정보

를 HTTP 포스트 요청을 통해 데이터 저장부(882) 내의 자원에 갱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붙일 수 있다. 다른 대안에

서, HTTPS 또는 SSL(Secure Sockets Layer) 등의 보안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그 대신에 LAN(8

09)에 있는 데이터 저 장부 내의 하나 이상의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항목의 단 하나의 복사본이 데이터 저장부

(882)로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데이터 항목의 복사본은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부(882) 내

의 하나 이상의 해당 장소에 저장되거나 단 하나의 복사본이 데이터 저장부(882) 내에 저장될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

터 항목의 포인터 또는 다른 식별자는 데이터 저장부(882) 내의 각각의 해당 장소에 저장된다.

액세스 게이트웨이(880)는 이동 장치(888, 890)에 데이터 저장부(882)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액세스 플랫폼이다. 데이터 저장부(882)는 WAN(804)을 통해 액세스가능한 자원으로서 구성될 수 있으며, 액세스 게

이트웨이(880)는 ISP 시스템 또는 WAP 게이트웨이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 장치(888, 890)는 WAN(804)에 연

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WAP 브라우저 또는 무선 네트워크(884, 886)와 호환되는 다른 브라우저가 데이터 저장부(

817)와 동기화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부(882)에 액세스하여 저장된 데이터 항목을 자동적으로 또는 이동 장치(888, 8

90)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면 부호 896과 898로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저

장부(817)에 저장되어 있던 e-메일 메시지(833)의 복사본은 이동 장치(888, 890)로 전송될 수 있다. 각 이동 장치(8

88, 890) 상의 데이터 저장부(미도시)는 그에 따라 메일박스(819) 등의 회사 LAN(809) 상의 데이터 저장부(817)의 

일부분과 동기화될 수 있다. 이동 장치 데이터 저장부에 대한 변경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저장부(882, 817)에 반영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이 단지 일례로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 대한 많은 

변형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며, 이러한 명백한 변형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본 명세서

에 기술되어 청구항에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한다.

예를 들어, 무선 이동 통신 장치가 도 3 내지 도 5에 도시되고 또한 메시징 클라이언트 중 하나로서 기술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데스크톱 및 랩톱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및 예를 들면 인증서의 공유가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서 관리와 전송이 요망되는 다른 유형의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서 운영되는 것을 포함한 다른

메시징 클라이언트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인증서 관련 정보가 이상에서 기술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메시징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관리 및 전송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CRL, 공개키 및 비밀키도 마찬가지로 관리 및/또는 전송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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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의 전송을 위해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

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인증서를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설정하는 단계는 통신 링크

를 통해 통신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 링크는 물리적 통신 링크와 무선 통신 링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인증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된 리스트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상기 생성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된 리스트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상기 생성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된 리스트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인증서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인증서를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아닌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만 저장되는 인증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인증서를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의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설정 단계 후에,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측에서, 상기 데이터 저장부 내의 기간 경과된, 폐지 또는 무효인 인증서를 검출하기 위하

여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각 인증서의 상태를 체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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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인트측에서, 상기 데이터 저장부 내의 각 검출된 기간 경과된, 폐지 또는 무효인 인증서를 대체

할 새로운 인증서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각각의 새로운 인증서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체크 단계 후에, 기간 경과된, 폐지 또는 무효인 인증서가 검출된 때를 사용자에게 일러주는 단

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검색 및 전송 단계는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에 응답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단계는 공개키 서버(PKS)로부터 새로운 인증서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의 전송을 위해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상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인증서 리스트를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된 

리스트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인증서 리스트를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된 리스트로부터 상

기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의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인증서 리스트를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된 리스트로부터 하나 이상의 인증

서를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상의 상기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상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각각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 랩톱 

컴퓨터 시스템, 및 무선 이동 통신 장치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방법.

청구항 15.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측에서는,

인증서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제1 인증서 저장부를 포함하는 제1 메모리;

상기 제1 인증서 저장부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제1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 및

제1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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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측에서는,

인증서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제2 인증서 저장부를 포함하는 제2 메모리;

상기 제2 인증서 저장부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제2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 및

상기 제1 통신 인터페이스와 호환될 수 있는 제2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통신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메시징 클라

이언트 간에 통신 링크가 설정될 때에, 상기 제1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은 상기 제1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서를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도록 구성된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은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로 전송된 인증서를 상기 제2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하도록 구성된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측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

기 제1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서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구성되고, 상기 선택

된 인증서는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상

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 링크가 설정될 때에, 상기 제2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은 상기 제2 인증서 저장부

에 저장된 인증서를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도록 구성된 인증서 관

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측에서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2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서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구성되고, 상기 선택된 인증서는 상기 제2 메시징 클

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은 상기 제2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된 기간 경과된, 무효 또는 페지

된 인증서를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제2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된 각 인증서의 상태를 체크하도록 구성된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은 상기 제2 인증서 저장부 내의 각 검출된 기간 경과된, 무효 또는 

폐지된 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서를 검색하고, 각 새로운 인증서를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로 상기 통신 링크를 통해 전송하도록 구성된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각각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 랩톱 

컴퓨터 시스템, 및 무선 이동 통신 장치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3.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데이터 통신 장

치, 음성 통신 장치, 데이터 및 음성 통신 기능을 모두 갖춘 2중 모드 통신 장치,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춘 셀룰러 전화

, 무선 통신이 가능한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및 무선 모뎀을 갖춘 랩톱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

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무선 이동 통신 장치인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4.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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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메시징 시스템; 및

제1 통신 서브시스템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측에서는,

제2 메시징 시스템; 및

제2 통신 서브시스템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메시징 시스템은 상기 제1 통신 서브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인증서를 상기 제1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2 메시징 시스템은 상기 제2 통신 서브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인증서를 상기 제2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하도록 구성된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5.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 통신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에 물리적 링크를 설정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 통신 인터페이스는 시리얼 포트와 범용 시리얼 버스(USB) 

포트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 통신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1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메시징 클라이언트 간에 무선 링크를 설정하는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 통신 인터페이스는 적외선 데이터 연합(IrDA) 포트, 블루투

스 모듈, 및 802.11 모듈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인증서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청구항 29.
컴퓨터 시스템과 무선 이동 통신 장치 간의 인증서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시리얼 포트;

상기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며,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이동 장치대; 및

상기 무선 이동 통신 장치와 관련되며, 상기 이동 장치대의 상기 인터페이스와 호환될 수 있는 이동 장치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이동 통신 장치를 상기 이동 장치대에 배치함으로써 상기 컴퓨터 시스템과 상기 무선 이동 통신 장치 간에 

통신 링크가 설정될 때에,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인증서가 상기 무선 이동 통신 장치로 전송되는 인증서 전송 

시스템.

청구항 30.
무선 트랜시버;

상기 무선 트랜시버에 결합된 메시징 시스템;

통신 인터페이스;

인증서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인증서 저장부; 및

상기 인증서 저장부와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에 결합된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메시징 시스템은 상기 무선 트랜시버를 통해 수신된 인증서를 상기 인 증서 저장부에 저장하도록 구성되고, 상

기 인증서 동기화 시스템은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된 인증서를 상기 인증서 저장부에 저장하도록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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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동 통신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시스템은 공개키 서버(PKS)로부터 인증서를 요청하도록 구성된 무선 이동 통신 장치.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는 시리얼 포트, 범용 시리얼 버스(USB) 포트, 적외선 데이터 연합(IrDA) 포

트, 블루투스 모듈, 및 802.11 모듈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무선 이동 통신 장치.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이동 통신 장치는 데이터 통신 장치, 음성 통신 장치, 데이터 및 음성 통신 기능을 모두 

갖춘 2중 모드 통신 장치,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춘 셀룰러 전화, 무선 통신이 가능한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및 무선 모뎀을 갖춘 랩톱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무선 이동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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