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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용 저장 장치를 사용한 전자 통신 억세스 및 이송시스템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USB(Universal Serial Bus) 포트 또는 유사 포트(즉, 파이어와이어)를 경유하여 PC(Personal Computer)에 쉽

게 접속하고 메모리를 구비한 휴대용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것은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POP(Post Office Protocol) 및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정보와 같은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하

기 위해 필요한 이메일 프로그램 및 일정한 정보이다. 이메일을 보고, 송신하고,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상기

휴대용 메모리 장치를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제1 PC에 접속한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는 상기 PC로 하

여금 상기 휴대용 메모리 장치에 존재하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지시한다.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은 상기 PC

상에서 실행하고 운용한다.

대표도

도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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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일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USB(Universal Serial Bus) 커넥터를 통하여 PC(Personal Computer)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상기 단일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구비된 USB 커넥터; 및

상기 저장 장치가 상기 USB 커넥터를 통하여 상기 PC에 접속하고 상기 PC는 원격 서버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을

때, 상기 PC를 통하여 상기 원격 서버에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가지는 메모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이메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서의 비휘발성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

장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그 내부에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

터 저장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그 내부에 POP(Post Office Protocol)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그 내부에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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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그 내부에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8.

단일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USB(Universal Serial Bus) 커넥터를 통하여 PC(Personal Computer)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상기 단일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구비된 USB 커넥터; 및

상기 저장 장치가 상기 USB 커넥터를 통하여 상기 PC에 접속하고 상기 PC는 원격 서버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을

때, 상기 PC를 통하여 상기 원격 서버에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가지는 메모리를 포함하되,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이메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서의 비휘발성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

장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그 내부에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

터 저장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그 내부에 POP(Post Office Protocol)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그 내부에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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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그 내부에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15.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PC(Personal Computer)의 통신포트에 연결함으로써 상기 PC의 USB(Universal Serial Bus)

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존재하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단계와;

상기 PC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이메일 서버와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이메일 서버로 이메일 계정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이메일 서버로부터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메모리로 이메일 메시지를 다운로딩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이메일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 억

세스 및 보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이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메모리에 이메일 메시지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 억세스 및 보는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수신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사용자에 의해 준비된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 억세스 및 보는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이 상기 사용자의 다수 이메일 계정들을 억세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 억세스 및 보

는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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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메일 프로그램이 상기 PC의 인터넷 억세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 억세스 및

보는 방법.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억세스할 수 있는 컴퓨팅 장치에 접

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 억세스 및 보는 방법.

청구항 21.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PC(Personal Computer)가 있는 제2 위치로 사용자가 이동시키는 단계와;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상기 PC의 통신포트에 연결함으로써 상기 PC의 USB(Universal Serial Bus)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PC가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존재하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단계와;

상기 PC가, 상기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된 이메일 메시지를 억세스 및 제

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 억세스 및 보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억세스할 수 있는 컴퓨팅 장치에 접

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 억세스 및 보는 방법.

청구항 23.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 및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상기 원격 서버로부

터의 이메일 메시지들이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상기 메모리로 다운로드 되도록 작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24.

제8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 및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상기 원격 서버로

부터의 이메일 메시지들이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상기 메모리로 다운로드 되도록 작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PC(Personal Computer) 사용자들 간의 전자 통신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사용

한 전자 통신의 보안 검색(Secure Retrieval), 전송, 저장 및 이동(Transportation)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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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종종 "키 체인(Key Chain)" 메모리 장치 또는 썸드라이브즈(ThumbdrivesTM)(TD)(본 발명의 양수인의 상표)로 불리우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들은, 비즈니스, 교육 및 홈 컴퓨팅에서 널리 활용되는 필수 주변 기기가 되고 있는 작은 크기의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이다. 상기 장치들은 PC,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마그네틱 디스크(Magnetic Disk) 또

는 CD(Compact Disk)와 같은 다른 데이터 저장 장치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크기이다. 더구나, "키 체인"으로 명명되는 메

모리 장치는 열쇠(Key)와 크기 면에서 비슷한 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PC와 같은 특정 호

스트 플랫폼(Host Platform)에 반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오히려,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적절한 접속 포트(예를

들어, USB 포트 또는 IEEE 1394("파이어와이어 Firewire")와 같은 직렬 버스 포트)를 구비한 컴퓨터에 편리하게 착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접속되지 않은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저장 매체로서 비휘발성 고체 메모리(Non-volatile Solid-state

Memory)(예를 들어,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억세스하기 위한 이동부(Moving Parts) 또는 기계적

인 드라이브 메커니즘(Drive Mechanism)이 요구되지 않는다.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드라이브 메커니즘 없기

때문에 마그네틱 디스크나 CD와 같은 표면 저장 장치들보다 더 콤팩트(Compact)할 수 있다. 또한, 이동부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판독 및 기록이 마그네틱 디스크나 CD보다 더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256

MByte까지 저장하여, 1.4 MByte용 마그네틱 디스크에 비하여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을 가진다.

이메일(e-mail)에 의한 통신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통신의 보편적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다. 사용자들은 정보를 유포하고,

비즈니스를 처리하고, 가족, 친구들 및 동료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이메일에 의지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기밀 또는 사

적인 중요한 정보를 통신하기 위해서도 이메일에 의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수신하고 송신하기 위해서는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적인 네트워크에

접속된 PC를 필요로 한다. 사용자들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PC 상에서 이메일 메시지들을 작성한 후에, 해당 작성된

이메일을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서버로 전송한다. 상기 이메일 서버는 수신자의 이메일 계정 내에 상기 이메일을

저장한다. 상기 이메일의 수신자는 전송 가능한 PC로서 상기 사용자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PC를 사용하여

상기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한다. 그런 다음에 상기 이메일은 해당 수신자에 의해 볼 수 있거나 저장될 수 있다.

이메일 통신의 유용함이 입증되었지만, 이메일을 억세스하고 보기 위해서 사용자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PC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유용성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억세스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에, PC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PC를 갖고 이동해

야 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부피가 큰 전자 장비를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용자

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사용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PC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억세스하고 보려고 할 때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이메

일을 해당 PC의 메모리에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인 PC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억세스하거나 보는 것

은 사용자를 걱정스럽게 하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PC의 소유자 또는 다음 사용자가 해당

PC의 메모리에 부주의하게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보게 된다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킬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의 부가적인 문제점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Microsoft Outlook?)과 같이 PC 상에서 운용되는 이메일 프로

그램이 특정한 계정(일반적으로, PC 소유자의 계정)으로부터 이메일을 검색하도록 대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다른 계정으로부터 이메일을 억세스하기 위해서, 이메일 프로그램이 PC 소유자의 이메일 계정 대신에 사용자의 이메

일 계정으로부터 이메일을 검색하도록 해당 이메일 프로그램 세팅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해당 이메일 프로그램 세팅을 재

구성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 낭비일 수 있으며,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에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가 거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PC를 사용한 사용자 인터액션(interaction)없이 이메일을 억세

스하고, 보고, 그리고 송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어떤 위치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이메일을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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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 및 그 외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USB 포트 또는 유사 포트(즉, 파이어와이어)를 경

유하여 PC에 쉽게 접속하고 메모리에 쉽게 접속 가능한 휴대용 메모리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에, 이메일 계정(즉,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POP(Post Office Protocol) 및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정보)을 억

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정보 및 이메일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이메일을 보고, 송신하고,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썸드라이브즈 또는 TD)를 인

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제1 PC에 접속한다. 그런 다음에 상기 사용자는 상기 TD에 존재하는 이메일 프로

그램을 실행시키도록 상기 PC에 지시한다. 상기 TD상의 이메일 프로그램은 상기 PC 상에서 실행되어 작동된다. 상기 TD

의 초기 사용 동안에는, 상기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억세스하고자 하는 각 이메일 계정에 대한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 사

용자 이름, SMTP 및 POP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상기 TD 이메일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메일 서버에 존재

하는 상기 사용자의 제1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한다. 상기 이메일 메시지는 상기 제1 PC 상에서 볼 수 있도록 상기 사용자

의 이메일 계정으로부터 상기 TD로 다운로드된다. 그런 후에 상기 사용자는 선택된 이메일 메시지를 상기 TD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상기 TD 이메일 프로그램에 지시한다. 또한, 상기 사용자는 상기 TD 이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이메

일 계정을 통하여 이메일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TD 이메일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제2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하며, 이메일 메시지는 상

기 제1 PC 상에서 볼 수 있도록 상기 TD 메모리로 다운로드된다. 상기 사용자는 상기 TD 이메일로 하여금 상기 TD 메모

리에 선택된 이메일을 저장하도록 한다. 상기 사용자는 상기 TD 이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제2 이메일 계정으로부

터 이메일을 송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이메일 메시지는 상기 TD 메모리에 자동적으로 저장되며, 상기 사용자는 상기 자동 저장되

는 이메일들 중 상기 TD 메모리 내에 저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메일들을 삭제할 수 있다.

모든 이메일 계정들을 억세스한 후에, 상기 사용자는 상기 TD의 접속을 해제하고 제2 PC가 있는 제2 위치로 상기 TD를

이동시킨다. 상기 사용자는 상기 TD를 제2 PC에 접속하고, 상기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저장된 이메일을 볼 수 있도록 하

는 상기 TD 이메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그 결과, 상기 사용자는, 상기 TD를 이동시킬 수 있고 PC가 있는 곳이라면, 인

터넷 또는 유사 네트워크로 억세스 할 수 없는 위치를 포함한 어떤 위치에서도 자신들의 이메일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신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메일 메시지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제공

한다. 본 실시예에서, 이메일이 억세스되고, 볼 수 있고, 전송되고, 그리고 이메일을 상기 TD 메모리에 저장하는 프로세스

를 수행하는 동안에, 상기 TD 이메일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이메일 메세지가 상기 PC 메모리에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

며, 그에 따라 상기 PC의 다음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의 이메일 메시지를 보는 것이 방지된다.

실시예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백해 질

것이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이 보다 상세히 기술될 것이

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언급된 몇 가지의 실시 예로 한정되어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해당 실시 예들은 해당 명세서에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충분히 본 발명의 뜻을 전달하도록 제공된다. 실제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논의된 바와 같

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서 해당 실시 예들의 대안, 변경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하고자 한다. 더구나, 하기할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다수의 구체적 세부 사항은 본 발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

이 이와 같은 구체적 세부 사항 없이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라면 알 수 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잘 알려진 방법, 절차, 구성 및 회로는 본 발명의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을 없애기 위해서 논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도 1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저장 장치의 기능 블록들을 설명하는 블록도 및 그 예시적 구성이다. 도 1A에

는, 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이고 연결선 없이도 USB(Universal Serial Bus) 포트 또는 유사 포트(즉, 파이어와이

어)를 통하여 PC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소형의 핸드 헬드(Handheld) 장치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30)가 도시되어 있

다.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30)는 플래시 메모리(4)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상기 플래시 메모리(4)에는 이메일

프로그램(2)과 각 사용자 이메일 계정을 위한 이메일 계정 데이터(3)(즉,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 사용자 이름, SMTP 및

POP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30)

의 제조업자 또는 전매업자에 의해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30)의 메모리(4) 내에 사전 설치(프리인스톨: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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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되어 있으며, 상기 이메일 계정 데이터(3)는 초기화 프로세스 동안에 사용자에 의해 상기 메모리(4)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이 사용자에 의해 인터넷 또는 CD ROM으로부터 상기 장치(30)의 메

모리(4)로 다운로드된다.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30)의 구조(Architecture)는 2001년 7월 3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898,365호의 "생체 기반 인증 기능(Biometrics-Based Authentication Capabilities)을 가지는 휴대용 장

치"에 설명되어 있다.

TD와 PC 사이의 무선 연결을 제공하는 것 역시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다.

이메일 저장 및 이송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가 도 1B에 도시되어 있다. 도 1B에는, 이메일 프로그램(2), 전자 통신들(즉,

이메일 메시지)(5) 및 이메일 계정 데이터(3)를 저장할 수 있는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30)(썸드라이브즈 또는 TD)

가 도시되어 있다. 또한, 도 1B에는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을 운용하고 통신 매체(20)를 경유하여 이메일 서버(10) 상에

위치된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하는 네트워킹된 PC(25)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PC(25)는 상기 통신 매체(20)에

접속되며, 이메일 서버(10)에서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컴퓨팅 장치로도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통

신 매체(20)는, 인터넷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개인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이메일 서버(10)는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고 인터넷에 접속된 다른 PC들(25)

과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컴퓨터이다. 또한, 상기 이메일 서버(10)는 사용자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사용자로 어드레싱된

이메일 메시지(5)를 저장한다. 이메일 사용자는 상기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PC(25)를 통해 상기 이메일 서버(10)를 억

세스함으로써 상기 이메일 서버(10)로 전송된 이메일을 억세스할 수 있다. 또한, 도 1B에는 상기 TD(30) 상에서 상기 이

메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상기 TD(30) 상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이메일 메시지(5)를 볼 수 있는 네트워킹되지 않은

제2 PC(35)가 도시되어 있다. 네트워킹되지 않은 제2 PC는 네트워킹된 PC와는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PC들을

포함한다.

도 2는, 사용자가 상기 TD(30)를 상기 PC(25)에 접속하며(단계 100),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을 실행시키며(단계 105),

상기 통신 매체(인터넷)(20)에 접속하는(단계 110 ~ 125)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하기 위해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 TD(30)를 상기 PC(25)에 접속시킨다(단계 100). 그런 다음에 사용자는 상기 PC(25)로 하여금 상기

TD(30)의 메모리에 존재하는 이메일 프로그램(2)을 실행시키도록 한다(단계 10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상

기 단계 105는 자동적으로 발생된다. 그런 후에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상기 PC(25)가 상기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지를 판단한다(단계 110). 만약 상기 PC(25)가 상기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상기 PC

(25)로 하여금 어스링크(Earthlink) 또는 AOL과 같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접속되도록 인터넷 억세스 프로

그램을 실행시켜 준다(단계 115). 다음으로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상기 ISP를 억세스하기 위해 요구되는 패스워드

및 사용자 이름을 상기 인터넷 억세스 프로그램에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한다(단계 12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패스워드 및 사용자 이름이 상기 TD(30)의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고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에 의해 상기

인터넷 억세스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상기 PC(25)는 상기 인터넷에 접속한다(단계 125).

도 3은,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하고 이메일 메시지(5)를 볼 수 있고

상기 TD(30)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 210에 있어서, 상기 PC(25)가 상기 인터

넷에 접속한 후에,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이메일 서버(10)를 억세스하며,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이 상기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에 억세스 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기 이메일 계정 데이터(3)(상기 TD(30)의 초기화 시에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데이터)를 상기 이메일 서버(10)로 전송한다(단계 210). 상기 사용자는 자신의 이메일 메시지(5)를 보며, 사용자가 추후에

볼 수 있도록 저장하고자 하는 이메일 메시지(5)를 선택한다(단계 220).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상기 TD 메모리에 상

기 선택된 이메일 메시지(5)를 저장한다(단계 225).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사용자가 억세스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메

일 계정을 지정하였는지를 판단한다(단계 230). 만약, 상기 사용자가 억세스 할 추가 이메일 계정을 지정했다면, 상기 이메

일 프로그램(2)은 상기 추가적인 이메일 계정을 호스팅(Hosting)하고 있는 상기 이메일 서버(10)를 억세스한다(단계 210)

. 그런 후에 사용자는 추가 계정에서 상기 이메일 메시지(5)를 보며, 상기 TD 메모리에 저장할 이메일 메시지(5)를 선택한

다(단계 22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이메일 메시지(5)는 상기 TD 메모리에 자동적으로 저장되며, 사용자는

상기 TD 메모리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데이터 중 상기 TD 메모리에 저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메일 메시지(5)를 삭제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상기 TD 메모리에 상기 이메일 메시지(5)를 저장한다(단계 225). 반면

에, 추가 이메일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사용자가 이메일 메시지(5)를 전송하기를 바라는

지를 판단한다(단계 235). 만일 이메일 메시지(5)를 전송하기를 바라면, 사용자는 도 4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메일 메시지

(5)를 전송한다. 그러나, 이메일 메시지(5)를 전송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사용자 세션을 종료

하며, 상기 PC(25)의 메모리에 저장된 이메일을 삭제한다(단계 24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2001년 7월 3일 "생체 기반 인증 기능을 가지는 휴대용 장치"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출원

제09/898,365호에 설명되어 있는 생체 인증 보안 방법 및 시스템이 본 발명에 사용된다. 상기 미국 특허출원 제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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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365호에서 설명된 생체 인증 보안 시스템은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부당한 억세스로부터 보호해

준다. 상기 생체 인증 보안 시스템을 본 발명에 사용하게 되면, 단지 생체 인증이 있을 경우에만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

상기 이메일 계정 데이터(3)(즉, 사용자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 사용자 이름, POP 및 SMTP 정보) 및 사용자 이메일에 억

세스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당한 사용에 대하여, 이메일 억세스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이메일 메시지(5)가 전송되는 과정과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 310

에 있어서, 사용자는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 동작 환경에서 상기 이메일 메시지(5)를 기록한다. 단계 315에 있어서, 사용

자는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으로 하여금 상기 이메일 메시지(5)를 수신자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한다. 상기 이메일 프로그

램(2)은 상기 TD 메모리에 저장된 SMTP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이메일 서버(10)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상기 이메일 메시지(5)를 전송한다(단계 320). 상기 이메일 서버(10)는 제2 이메일 서버 상의 수신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상기 이메일 메시지(5)를 전송한다(단계 325).

도 5는 본 발명에서, 상기 TD 메모리에 저장된 이메일이 제2 PC(35)로 이동되어 보여지게 되는 과정 및 시스템의 일 실시

예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 410에 있어서, 사용자는 상기 TD(30)를 제2 PC(35)가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 상기 사용자는 상

기 TD(30)를 상기 제2 PC(35)에 접속한다(단계 415). 상기 사용자는 이메일 프로그램(2)을 실행시킨다(단계 420).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할 것인지 또는 상기 TD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메시지(5)를 억세스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한다(단계 425). 만약, 사용자가 상기 TD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

메일 메시지(5)를 억세스할 것이라고 선택하였다면,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2)은 상기 TD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메시지(5)를 억세스하며(단계 435),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이메일 메시지(5)를 볼 수 있도록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단계 440). 반면에, 사용자가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할 것이라고 선택하였다면, 상기 이메

일 프로그램(2)은 도 3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을 억세스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내용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일 뿐임을 잘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 발명의 범주 내에서 다양하게 다른 구조로 발명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술된

청구범위에 언급된 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저장 장치의 기능 블록들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및 상기 휴대용 저장 장치의

예시적 구성이다.

도 1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두 개의 PC(Personal Computer) 시스템 간의 이메일을 보고, 송신하고, 저장하며, 그

리고 이메일을 이송(Transportation)하기 위한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가지는 네트워킹되지 않은 PC 시스템과, 네트

워킹된 PC 이메일 통신 시스템 및 그 예시적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네트워킹된 PC 시스템을 경유하여 인터넷을 어떻게 억세스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네트워킹된 PC 시스템을 경유하여 이메일 계정을 어떻게 억

세스하는지와, 상기 이메일을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네트워크에 접속된 PC에 접속되어 있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상에 존재하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어떻게 이메일을 송신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및 그 예시적 구성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네트워킹되지 않은 PC 시스템에 어떻게 이송되고 접속되는

지와, 사용자가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메모리 내에 저장된 이메일을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및 그 예

시적 구성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 : 이메일 프로그램 3 : 이메일 계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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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플래시 메모리 5 : 이메일 메시지

10 : 이메일 서버 20 : 통신 매체

25 : 네트워킹된 PC 30 :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35 : 제2 PC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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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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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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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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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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