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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단말기의 범 한 사용과 더불어 모바일 단말기 자체의 Computing 성능도 지속 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에 메일
과 같은 기존의 PC에서만 진행되던 웹 서비스들이 하나하나씩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서비스 가능하게 되고 있다. 재 모바일 
메일 서비스는 이미 상용화되어 지 않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들을 보면 특정된 모바일 단말기
에만 가능하거나 기능상 제한된 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다. 를 들면 첨부 일 보기, 실시간 메일 알람과 같은 서비스를 하려
면 특정된 모바일 단말기에만 가능하고 사용자의 단말기에 메일용 소 트웨어를 설치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가능하게 서비스 할 수 없는 단 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서 서비스 가능하고 문서형
식 첨부 일과 HTML형식 메일 원문 확인, 실시간 메일 알람 기능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식의 모바일 메일 시스템을 구 하
다. File Converting 기술을 용하여 메일 콘텐츠들을 시스템의 자료구조로 사용되는 MPEG-21의 DIDL로 구성하여 HTML형식 

메일과 문서형식 첨부 일을 볼 수 있게 하 다. 메일을 첨부하여 SMS로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실시간 메일 알림 기능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바로 메일함에 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본 논문은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서비스함으로서 모든 사용자
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 단에서 특별한 소 트웨어 설치 없이 HTML형식 메일 원문과 문서형식 첨부 일을 읽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메일 알람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한 서비스 기능들에 을 두었다.

ABSTRACT

As the computing power of the mobile devices is improving rapidly, many kinds of web services are also available in mobile 

devices just as Email service. Mobile Mail Service began early, but this service is mostly limited in some specified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 That is a limitation that users have to purchase specified phone to be benefited from Mobile Mail Service. 

In this thesis, it developed new kind of Mobile Mail System named Smart Mobile Mail System based MPEG21-DIDL Markup, and 

solved above problem. DIDL could be converted to other Markup types which are displayed in mobile devices by Mobile Gate 

Server. By transforming PC Web Mail contents including attachment document to DIDL Markup through Mobile Gate Server, the 

Mobile Mail Service could be available for all kinds of mobile device. The Smart Mobile Mail System also performs real time 

alarming service for new Email using Callback URL SMS. When there is new Email arriving, the Mail System sends a Call back 

URL SMS to user. User could directly check Email through Callback URL SMS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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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 메일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인터넷의 

범 한 사용으로 말미암아 재는 사람들 생활

에 없어서는 안 될 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 본 연구는 산학연 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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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량의 요한 정보들이 메일을 통하여 

달되고 있으며 일반 우편보다 신속하고 편리하다

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메일 서비스들이 

오늘날 휴 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가능

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메일 서비스는 이미 상용화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의 모바일 서비스들을 보면 각각의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 인 SYNC Mail[1]

은 문서형식 첨부 일 확인 기능을 지원하고 실

시간 메일 알람 서비스도 가능 하지만 스마트 폰

이라는 특정된 모바일 단말기에 한하여 서비스 

하고 한 사용자가 별도의 메일용 소 트웨어를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하는 불편함이 있다. 사용자

가 메일 서비스를 받으려면 특정된 모바일 단말

기를 구매해야 하고 모바일 단말기에 특정 메일

용 소 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 들이 있는 

것이다. 즉 SYNC Mail은 모바일에서의 메일 서비

스 기능은 강력하지만 서비스 상의 폭은 상

으로 아주 좁은 단 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표 인 모바일 메일 서비스로는 Crinity Mail[2]

을 로 들 수 있다. Crinity Mail은 SYNC Mail에 

비해 특정 모바일 단말기라는 제한을 벗어나 모

든 모바일 단말기에 서비스 가능한 모바일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SYNC Mail처럼 

모바일 단말기에 특정 메일용 소 트웨어를 설치

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다. 하지만 Crinity Mail은 

문서형식 첨부 일 확인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

고 있으며 실시간 메일 알람 서비스도 지원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모바일 단

말기로 쉽게 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웹 메일의 요한 서비스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즉 서비스 상의 폭은 넓지만 서비스의 기

능이 취약한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서비

스 모두 HTML형식의 메일 본문 내용에 해서는 

텍스트 형식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3,4]. 

결론 으로 사용자가 기존의 PC로 확인하던 메

일 서비스를 어떠한 모바일 단말기로도 쉽고 간편

하게 PC에서 처럼 확인 가능한 새롭고 강력한 모

바일 서비스가 필요하다. 모바일 단말기에 특정 

메일용 소 트웨어 설치 없이 첨부 일을 포함한 

메일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HTML형식 메일 본문 

내용을 텍스트 뿐 아니라 원본 내용 그 로 보여

주는 모바일 메일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제기된 단 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존의 서비스보다 새롭고 더욱 강력한 

형식의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서비스 가능한 

Smart Mobile Mail System을 구 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 은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서

비스 가능한 모바일 메일 시스템을 연구개발 하

는 것 이다. 즉 모든 사용자가 구든지 쉽게 사

용 가능한 모바일 메일 서비스이다. 두 번째 목

은 HTML형식 메일 원문과 문서형식 첨부 일 

보기가 가능한 모바일 메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다. 사용자 단에서 모바일 단말기에 아무런 

소 트웨어 설치 없이 HTML원문과 문서형식 첨

부 일을 확인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 이다. 세 

번째 목 은 실시간으로 메일 알람이 가능한 모

바일 메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메

일이 도착하 을 때 실시간으로 사용자한테 알람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가 바로 속하여 메일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한 모바일 메일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2. 연구방향  해결해야 할 문제

2.1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 구 하려고 하는 Smart Mobile 

Mail System에는 목 에서 명시한 기능들을 지원 

가능하게 작동하는 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엔진

을 본 논문에서는 Smart Mobile Mail Agent라고 

명명하 다. Smart Mobile Mail Agent는 Smart 

Mobile Mail System의 핵심 엔진으로서 기존의 모

바일 메일 서비스보다 새롭고 강력한 기능을 지

원할 수 있다. 본 Agent는 MPEG21의 DIDL과 모

바일 변환 서버를 기반으로 운 되고 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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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L은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서비스할 수 있는 

간 언어이고 모바일 변환 서버는 이러한 DIDL

을 속 모바일 단말기에 합한 마크업으로 변

환하는 모바일 웹 서버이다.

Smart Mobile Mail Agent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

과 같다. 

•주기 으로 POP3 메일 서버에 속하여 메

일 콘텐츠들을 가져온다. 

Smart Mobile Mail Agent는 주기 으로 POP3 

메일 서버에 속하여 새로운 메일을 체크하여 

새로 업데이트 된 메일 콘텐츠들을 가져와서 

장한다.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지원 가능한 모바일 

페이지를 구성한다.

Smart Mobile Mail Agent는 장된 메일 콘텐츠

를 재구성한다. 모바일 변환 서버인 Mobile Gate

에서 변환 가능한 형태인 MPEG21의 DIDL 일

로 메일 콘텐츠들을 재구성한다. 

•새 메일 도착 시 실시간으로 사용자한테 알

람 메시지를 보낸다.

Smart Mobile Mail Agent는 DIDL 일로 메일 

콘텐츠 재구성을 마친 후 사용자한테 새로 도착한 

메일 콘텐츠를 첨부하여 알람 메시지를 보낸다.

2.2 Smart Mobile Mail System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   

Smart Mobile Mail System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단 을 채워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즉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서비스 

할 수 있으며 기능도 강력한 새로운 형식의 모바

일 메일 서비스 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해결

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 들이 존재하고 있다

2.2.1 HTML형식의 메일 확인 

포털사이트나 웹에서 메일 쓰기를 하면 사용자

가 텍스트 모드를 선택하지 않은 이상 쓰기 서식

이 Default로 HTML 모드로 되어 있는 메일이 

부분이다. 를 들면 한 메일(@hanmail.net) 이나 

네이버 메일(@naver.com)과 같은 메일들이다[7]. 

그 이유는 HTML모드에서 텍스트 사이즈나 폰트

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삽입하고 링크 설

정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메일 서비스들을 보면 HTML형식 메일

에 한 특별한 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텍스트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보내고 받

는 메일  부분의 메일 내용이 텍스트로만 구

성 되었다. 하지만 메일을 쓰는 사용자가 메일 내

용을 꾸미고 싶고 텍스트 사이즈나 폰트를 설정

하거나 이미지를 삽입하여 메일을 작성할 수 있

다. 이러한 HTML형식 메일 본문을 텍스트로만 

보여 다면 원본 내용이 많이 손실되어 달된다. 

즉 메일 내용을 100퍼센트 달하지 못하는 문제

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HTML형식 메일

도 원본 내용 그 로 달하는 새로운 형식의 서

비스 방법이 필요하다[8].

2.2.2 문서형식의 첨부 일 확인 

메일에서 첨부 일은 요한 구성 부분이며 

요한 역할을 한다. 메일 용량이 무제한으로 커

짐으로 인하여 다양한 첨부 일들을 제한 없이 

첨부하여 보낼 수 있는 메일 환경이 마련되었다. 

첨부 일 종류도 다양한바 문서, 이미지, 오디오 

심지어 비디오도 가능하다. 첨부 일  문서형식 

첨부 일이 부분이며 요한 내용은 첨부 

일 형태로 추가된다[9]. 

기존의 서비스를 보면 SYNC Mail에서 문서형

식 첨부 일 지원이 가능하다. 첨부 문서를 모바

일 단말기에 다운받고 확인하고 수정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단말기에서 이와 

같은 문서지원기능이 가능한 것은 강력한 장 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 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한된 단말기에서만 지원 가능하다. SYNC 

Mail에서 지원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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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으며 SCH-M620, SCH-M470, 

BM-500, BM-150R 과 같은 몇 가지 스마트폰

과 PDA폰에만 한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

다. 즉 한정된 모바일 단말기에서만 첨부 

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사용자

가 첨부 일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지원 가

능한 특정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여야하는 

문제 이 존재하고 있다[10].

•특정 메일 용 소 트웨어를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SYNC Mail 서비스를 사용

하려면 에서 제기한 특정 모바일 단말기에 

메일 서비스용 소 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

다. MS Office와 같은 문서형식 첨부 일도 

확인  수정 가능하지만 사용자 단에서 

Viewer Application을 설치하여야만 확인 가

능한 것이다. 즉 사용자 첨부 문서를 확인하

려면 모바일 단말기에 소 트웨어를 다운받

고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2.2.3 실시간 메일 알람 

우리가 주고받는 메일  긴 하고 요한 메일

이 있고 요하지 않은 메일도 있으며 스팸 메일

과 같은 불필요한 메일들도 있다. 아무 때나 확인 

하여도 무 하거나 스팸 메일과 같은 불필요한 메

일 확인 시에는 실시간 확인이 의미가 없다. 하지

만 요한 비즈니스 메일이거나 통지서와 같은 긴

메일들에 한해서는 실시간성이 꼭 필요하다.

SYNC Mail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받듯이 실시

간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즉 서버에 

메일이 도착하는 즉시 특정 모바일 단말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첨부 일 기능과 같

이 스마트폰이나 PDA폰과 같은 몇 가지 한정된 

모바일 단말기에서만 가능하고 사용자단에서 특

정 소 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과 제한들

이 존재하고 있다[11].

실시간 메일 서비스가 특정된 모바일 단말기가 

아니고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서 가능하고 사용자 

단 모바일 단말기에 특정 소 트웨어 설치가 필

요 없이 가능한 모바일 메일 서비스가 필요한 것 

이다. 즉 모든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로 실시간 

메일 알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메시지를 통하

여 바로 해당 메일에 속하여 내용 확인 가능한 

모바일 메일 서비스인 것이다[12].

3. PC Web Mail로부터 Mobile Web 

Mail로의 변환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제기한 Smart Mobile Mail 

System을 구축하기 한 문제  해결 방안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mart Mobile Mail System을 구축함에 

있어서 모든 모바일 단말기로 사용자 단 소 트

웨어 설치 없이 HTML형식 메일과 문서형식 첨부 

일을 지원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지원 가능한 MPEG-21 

의 DIDL과 모바일 변환 서버를 기반으로 메일 시

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즉 메일 콘텐츠들을 특

정 모바일 단말기용 소 트웨어를 통하여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서 소

트웨어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한 Mobile Mail 

System을 구축함으로 Client to Server의 형식으로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로 Mobile Mail System에 

속하게 한다.

본 장에서는 메일 콘텐츠를 DIDL 페이지로 재

구성하여 모바일 변환 서버인 Mobile Gate를 통하

여 서비스 하는 방법으로 에서 제기한 HTML형

식 메일과 문서형식 첨부 일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HTML형식의 메일과 첨부 문서를 

데이터 손실 없이 원본 형식 그 로 보여주는 것

이 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장에

서는 File Converting기술을 이용하여 HTML형식

의 메일과 문서들을 Full Browsing 가능한 형태의 

DIDL 페이지로 변환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

기에서 방향키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며 내

용들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 다. Smart 

Mobile Mail System에서 File Converting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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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Web Mail 콘텐츠를 Mobile Web Mail로 변환

하는 핵심 이며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Smart Mobile Mail System은 기존의 PC Web 

Mail 콘텐츠들은 DIDL 페이지로 재구성하여 모바

일 변환 서버를 통하여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서비

스 가능한 모바일 메일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File Converting 기술을 이용하여 

HTML형식 메일과 문서형식 첨부 일들을 DIDL

로 재구성하여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가능하게 

지원함으로 기존에 제한 이고 어려웠던 서비스

들을 가능하게 지원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의 File 

Converting 기술은 PC Web Mail을 모바일 단말기

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기

술을 말한다. 

3.2 텍스트 형식 메일 본문 처리 

메일에는 텍스트 형식의 메일과 HTML형식으

로 된 메일이 있다. 부분의 메일 본문은 텍스트

로만 구성되어 있다. 메일 본문은 발신자 이름, 메

일 제목, 회신주소, 날자, 본문 내용  첨부 일

이 있을 시 첨부 일 리스트 등 콘텐츠들로 구성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형식의 메일 본문

을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하여 DIDL 페이지

로 변환하 다. 그림 1은 텍스트 형식 메일 본문

을  DIDL 페이지로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1) 텍스트 형식 메일 본문 변환 알고리즘

3.3 HTML 형식 메일 본문 처리 

메일 에는 HTML형식으로 된 메일들도 지 

않게 있다. HTML형식의 메일을 텍스트 형식으로 

모바일 단말기에서 지원하면 원본 데이터를 잃게 

되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HTML형식 메일 본문내용을 원본 데이터 그 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모바일 단말기에 서비스 하려

한다.

HTML 형식의 메일은 텍스트 형식의 메일과 다

르게 본문 내용이 HTML 태그로 구성 되었다. 그

림 2에서처럼 본문 내용을 제외한 기타 메일 콘텐

츠들을 처리하는 과정은 텍스트 형식 메일 본문

과 동일하다. HTML로 된 본문 내용은 사용자한

테 옵션을 주어 텍스트와 이미지 형식 두 가지 방

식으로 모두 지원하려고 한다. HTML내용을 

HTML로부터 이미지로의 변환 과정을 거치어 

DIDL 페이지의 이미지 오 젝트로 표 한다. 결

과 으로 HTML 본문 내용을 원본 그 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이다.

(그림 2) HTML 형식 메일 본문 변환 알고리즘 

3.4 문서 형식 첨부 일 처리  

본 논문에서는 메일 콘텐츠뿐만 아니라 첨부

일도 서비스 가능하게 하려한다. 첨부 일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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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L 페이지로 변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지라는 간 일을 사용하여 첨부 일을 DIDL 

페이지로 재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즉 

첨부 일을 하나의 이미지로 캡쳐하여 캡쳐된 

이미지로 DIDL 페이지를 구성하 다. 한 캡쳐

된 이미지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모바일 단말기

에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몇 개의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나눠서 서비스

하 다. 

그림 3은 문서형식 첨부 일을 DIDL 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 다. 첨부 문서를 직  

DIDL 일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환된 이미

지로 서비스할 DIDL 페이지를 구성한다. 

(그림 3) 문서형식 첨부 일 변환 알고리즘 

변환된 이미지를 바로 DIDL 페이지로 구성하여

서는 안 된다. 이미지에 하여 선 처리 작업이 필

요하다. 작은 모바일 단말기 화면으로 체 문서

를 한 번에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모바일 단말기에서 Mobile Web Page를 

확인 시 가로 스크롤바는 없고 세로 스크롤바만 

생성된다. 때문에 큰 이미지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확인할 수 없다. 결과 으로 문서내용을 확인하려

면 문서 이미지를 모바일 단말기에 읽기 가능하게 

분할하여야 한다. 분할한 매 블록을 다시 Full 

Browsing 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취해야만 한다.

그림 4에서는 사다리 식 분할 방법을 가시 으

로 제시하 다. 사다리 식 자르기란 이미지를 그

림에서처럼 블록 단 로 가로 자르는 방식이다. 

블록의 사이즈를 정함에 있어서 세로 사이즈를 

반드시 240pixel 단 로 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일반 모바일 단말기의 가로 사이즈를 맞추기 

해서이다. 이미지 블록의 가로 사이즈는 원본 이

미지 사이즈 그 로 자른다. 

(그림 4) Image Full Browsing을 한 이미지 분할 방법

분할된 이미지 블록을 순 시침 방향으로 90도 

회 하여 새로운 DIDL 페이지를 구성한다. 다음 

모바일 단말기로 Full Browsing하여 문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미지를 회 한 이유는 모바일 

단말기의 세로 스크롤바를 사용하기 해서이다. 

회 한 이미지를 그림 5에서처럼 Full Browsing을 

통하여 스크롤바를 이동하면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다리 식 이미지 분할 기법을 

사용하면 문서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서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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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크롤바를 이용한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문서 확인 방법

4. Smart Mobile Mail System을 

통한 메일 확인 

3장에서는 Smart Mobile Mail System을 구축함

에 있어서 존재하는 HTML형식 메일 처리와 문서

형식 첨부 일 처리 시 문제 들에 한 구체

인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본 장에서는 Smart 

Mobile Mail System을 통한 메일 확인 방법에 

하여 구체 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바 Smart Mobile Mail 

System에서 실질 으로 작동하는 엔진은 Smart 

Mobile Mail Agent라는 Automatic한 Agent이다. 그

림 6에서처럼 Agent는 메일 콘텐츠를 가져오고 

DIDL 페이지를 구성하고 사용자한테 알리는 실

질 인 동작들을 수행한다. 그림 6은 Agent를 통

한 체 인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Smart Mobile Mail System의 구성도 

4.1 사용자 등록  

Smart Mobile Mail System을 사용하려면 우선 

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사용자 등록

은 PC 웹 사이트와 모바일 웹 사이트에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 

Smart Mobile Mail System에서 메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서비스 받으려는 사용자 메일주소 등록, 

를 들면 testmail@nate.com하고 등록한다.

•해당 메일의 패스워드도 등록한다.

•메일 시스템은 의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메일의 POP3 메일 서버에 속하여 모

바일 메일 서비스를 진행한다.

4.2 Smart Mobile Mail Agent를 통한 

Mobile Web Mail 생성  

사용자 등록 과정이 끝나면 사용자는 Smart 

Mobile Mail System에서 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mart Mobile Mail System은 시스템의 핵심 

엔진인 Smart Mobile Mail Agent를 통하여 사용자

한테 메일 서비스를 진행한다. 시스템에서 Mobile 

Web Mail을 생성하는 과정은 Agent를 통하여 이

루어진다.

Smart Mobile Mail Agent는 사용자의 등록 정보

에 근거하여 주기 으로 POP3 메일 서버에 속

하여 해당 메일 주소의 받은 메일 콘텐츠들을 가

져온 다음 장소에 장하고 장된 내용들로 

Mobile Web Page 즉 DIDL 페이지를 구성하여 서

비스한다. 구성된 메일용 DIDL 페이지는 Mobile 

Gate를 통하여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기에 서비스

된다.

4.2.1 주기 인 메일 체크  메일 콘텐츠 가져오기

Smart Mobile Mail Agent는 사용자의 메일주소

와 패스워드 정보로 주기 으로 POP3서버에 

근하여 해당 메일에서 새로 수신한 메일의 콘텐

츠들을 가져온다. Agent가 가져올 메일 콘테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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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메일의 발신 메일 주소, 수신 메일 주소, 제

목, 날짜, 메일 본문 내용 그리고 첨부 일 등이 

있다. HTML형식 메일일 경우에는 메일 본문 내

용이 텍스트와 HTML로 구성되었음으로 두 가지 

포맷의 본문 내용을 모두 가져온다.

4.2.2 메일 콘텐츠 Parsing  장 

메일 서버에서 가져온 Raw Mail Data를 그 로 

사용할 수 없는바 Smart Mobile Mail Agent를 거

쳐 이를 Parsing하여 내용 별로 장하여야 한다. 

POP3 Raw Mail Data를 보면 체 으로 헤더, 본

문, 첨부내용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헤더에는 

발신자 메일 주소, 수신자 메일 주소, 제목, 날짜 

등 정보들이 있다. Agent는 이 헤더 내용을 

Parsing하여 발신자 주소, 수신자 주소, 제목, 날짜 

등 정보들을 추출한다. 본문 내용은 헤더 아랫부

분에 치하여 있다. 텍스트 형식 메일의 본문 내

용은 텍스트 포맷으로만 장하면 된다. HTML형

식 메일일 경우에는 메일 본문은 텍스트 본문 내

용과 HTML 본문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이런 경

우 텍스트와 HTML 포맷으로 본문 내용을 각각 

장한다. Parsing, 장  변환 작업이 끝나면 내

용들을 Data base에 장하여야 한다. 메일 본문과 

첨부 일  변환된 이미지들은 장된 경로를 

Data base에 장한다. 

4.2.3 메일용 DIDL 구성 

메일 콘텐츠들을 Data base에 장하는 단계를 

마치면 Smart Mobile Mail Agent는 메일 콘텐츠들

로 Mobile Web Page 즉 DIDL 페이지를 구성한다. 

DIDL을 구성할 내용들로는 발신자 메일 주소, 수

신자 메일 주소, 제목, 날짜, 본문, 첨부 일이다. 

HTML형식 메일일 경우 사용자한테 텍스트와 

HTML원문 보기가 모두 가능하게 서비스 한다. 

첨부 일은 문서형식의 일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일 본문을 한 DIDL 일과 메일의 

첨부 문서를 한 DIDL 페이지를 구성하여야 한

다. 구체 으로 DIDL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과 

과정은 3장에서 설명하 다. 

그림 7은 실제 모바일 단말기에서 보여  가

상의 메일 확인 화면이다. 회신 주소를 클릭하면 

간단한 회신이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HTML

형식 메일 시 [HTML 원문 보기]를 선택하면 본문  

내용을 원본 그 로 확인 가능하며 첨부 일을 

선택하면 첨부 일 확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7) 모바일 단말기에서 보여  메일 확인 화면 

5. Smart Mobile Mail System을 

통한 실시간 알람 서비스  

메일에는 실시간으로 체크하여야 할 한 메일

들이 있다. 요하고 한 메일이 있는가 하면 반

면에 요하지 않거나 스팸과 같은 불필요한 메

일도 있다. 본 논문의 Smart Mobile Mail System에

서는 사용자의 조건 설정을 거쳐 실시간 모바일 

메일 서비스가 가능하게 구 하려고 한다. 메일 

시스템은 새로운 메일이 도착 시 실시간 설정 조

건에 해당되는 메일이면 사용자한테 실시간으로 

알람 서비스를 한다. 사용자는 알람 메시지를 통

하여 모바일 단말기로 바로 해당 메일 내용으로 

속하여 확인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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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용자 설정   

실시간 서비스를 받기 한 설정은 다음과 같

이 한다. 발신자 메일주소 설정, 기간 설정, 키워

드 설정 세 가지 방식으로 실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세 가지 설정  임의로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 설정이 없으면 

Smart Mobile Mail System은 새로운 메일을 POP3 

메일 서버에서 가져 오지만 실시간으로 알리지는 

않는다.

•발신자 메일주소 설정

실시간 서비스를 받고 싶은 발신자 메일주소를 

설정할 수 있다. 를 들면 test@nate.com라고 설

정하면 test@nate.com로부터 받은 메일에 한해서

는 실시간으로 알람 서비스를 진행한다. 발신자 

메일주소를 하나 혹은 여러 개로 설정할 수 있다. 

혹은 불 필요시 본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간 설정 

설정한 기간 동안 실시간 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간을 변경 할 수도 있다. 본 설정도 불 

필요시 하지 않아도 된다.

•키워드 설정 

제목과 본문 내용에 특정된 키워드가 들어간 

메일에만 한해서 실시간 서비스를 받고 싶을 시 

본 설정을 사용 할 수 있다. 를 들면 “긴 ”이란 

키워드를 설정하여 이 단어가 들어간 메일을 실

시간으로 모바일 단말기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키워드는 하나뿐 아니라 여러 개로 설정할 수 있

다[13,14].

5.2 메일 콘텐츠를 첨부한 실시간 알람용 

SMS 보내기   

사용자가 실시간 알람 서비스를 받기 한 조

건 설정을 하 으면 Smart Mobile Mail System은 

조건에 해당된 메일 도착 시 사용자한테 알람 메

시지를 보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메일이 첨부

된 Call back URL SMS를 발송하려고 한다. Call 

back URL SMS는 모바일 웹 사이트 주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서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연

결 버튼을 클릭하면 모바일 웹 사이트로 이동하

여 첨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Smart Mobile 

Mail System은 설정 조건에 맞는 새 메일이 사용

자의 메일함에 도착하 을 때마다 Call back URL 

SMS를 사용자한테 발송함으로 사용자가 실시간

으로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6. 실험  결과  

6.1 실험 환경    

본 시스템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운 체제: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SP2

•CPU: Intel Pentium 4. 3.0 GHz

•Memory: 1GB

•개발도구: Visual Studio C# .NET 2005

 

본 시스템의 서버 환경은 다음과 같다. 

•운 체제: Microsoft Windows 2003 Standard 

Edition SP1

•CPU: Intel Xeon 2.40GHz

•Memory: 3GB

•인터넷 서비스: Microsoft IIS ASP.net 2.0

 

실험에 사용한 모바일의 환경은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에 사용한 모바일 환경 

통신사 핸드폰 기종 라우  종류

SK Telecom 모토로라(PEBL-VU20) NateM 라우

KTF Telecom Anycall(SPH-W4700) KUN 2.0 라우

LG Telecom SKY (IM-S250L) Lion 라우  

6.2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해서 다음

과 같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텍스트 형식 메일의 본문을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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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로 본 결과 화면이다. 메일을 확인하는 과

정은 우선 모바일 메일 사이트에 속하여 메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자 메일함으로 이동하여 

최종 으로 메일을 확인하게 된다. 

 

(그림 8) 텍스트 형식 메일 본문 확인 

그림 9는 HTML형식 메일 확인 시 텍스트뿐만 

아니라 원본 그 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서비스 

한다. 그림 9에서 원문보기를 선택하여 HTML원

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림에서처럼 메일 내용

에 이미지가 있을 경우 원본 내용을 그 로 보여

 수 있다.

그림 10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는 모습이다. 

Smart Mobile Mail System에서는 사용자단 설치 없

이 모든 모바일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보

기는 Image Full Browsing기법을 사용하여 체보

기와 상세보기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림 9) HTML 형식 메일 본문 확인 

그림 10은 제로 워드문서로 된 첨부 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 다. 우선 문서의 체 인 

내용을 한 에 볼 수 있고 부분 내용을 선택하여 

구체 으로 확인한다.

그림 11은 PowerPoint 첨부 일을 모바일 단말

기로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PowerPoint

문서는 슬라이드 단 로 나뉘어 보여주고 있다. 

MS Word문서와  같은 방법으로 Image Full 

Browsing 방법으로 우선 슬라이드를 체 으로 

볼 수 있고 다음 특정 슬라이드를 선택하여 각각

의 내용을 모바일 단말기 상에서 확 하여 구체

으로 읽을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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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S Word 첨부 일 확인 

(그림 11) MS PowerPoint 형식의 첨부 일 확인 

그림 12는 사용자가 알람 받기로 설정된 메일에 

한 알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모습이다. 새로운 

메일이 사용자 메일함에 도착하면 시스템에서는 

도착한 메일 주소가 첨부된 SMS를 사용자한테 보

내어 바로 메일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2) 실시간 메일 확인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구 한 Smart Mobile Mail 

System은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가능하고 사용자

단 모바일 단말기에 별도의 소 트웨어 설치가 

없이 실시간 메일확인이 가능하며 HTML형식 메

일과 문서형식 첨부 일이 지원 가능한 새로운 

형식의 모바일 메일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세 가

지 목 을 동시에 달성하 다. 첫 번째로는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가능한 모바일 메일 서비스이다. 

특정된 모바일 단말기에만 가능한 메일 서비스는 

많은 제한 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한테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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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다 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단 모바일 단

말기에 별도의 소 트웨어 설치가 없는 HTML형

식 메일과 문서형식 첨부 일 확인이다. 기존의 

서비스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 다. 

File Converting기술을 이용하여 HTML과 첨부문

서를 모바일 웹 페이지로 변환함으로서 사용자단 

소 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이 HTML과 첨부문서

를 확인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링크주소가 있는 

SMS를 이용한 실시간 메일 서비스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실시간 메일 서비

스로서 서비스 방식 상 특별한 의미가 있다.   

Smart Mobile Mail System은 Smart Mobile Mail 

Agent를 통하여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재는 하

나의 Agent가 실시간으로 메일 체크를 진행하고 

메일 콘텐츠들을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사용자한

테 알리는 작동을 한다. 만약 Agent가 체크하여야 

할 메일 주소 수가 방 하게 많아지고 처리하여

야 할 메일 콘텐츠의 데이터 량이 많다면 Agent의 

처리시간이 오래되고 실시간성도 떨어지는 경향

이 있다. 본 연구의 향후과제는 Multi Smart 

Mobile Mail Agent를 구 하는 것 이다. Multi 

Agent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작업을 나 어 처리

함으로서 메일 서비스를 더욱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목 에 도달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08년 12월 숭실 학교 석사학  

논문을 요약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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