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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 메일 설정

1. 시작
※ Mac 메일 설정을 위해서 계정을 생성
해야 됩니다.

1

독(Dock)을 확인하여
아이콘을 클릭합니

1

다.
2

상단의 Mail 버튼을 클릭
합니다.창이 하단에 생
성되면, 환경설정을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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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계정 세팅
1

계정 창에서
클릭합니다.

2

Mail 계정 제공업체 선택
…창에서 ‘다른 Mail 계정’
선택합니다.

3

버튼을

‘계속’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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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예시

이름 : 메일 발송 시 이름

2. 메일 계정 세팅

작성 방법 예시

이메일 주소 : 메일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한
메일 계정
작성 방법 예시

1

2
3

4

암호 : 메일 계정의 패스워드

Mail 계정 추가 창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암호를 입력합니
다.
Mail 계정 정보 입력 완료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
인 합니다.

2

3

작성 방법 예시

이메일 주소 : 메일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한 메일 계정

계정 추가 정보 입력 창에서
“사용자이름, 계정유형, 수신/
발신메일서버” 정보를 입력합
니다.

작성 방법 예시

사용자 이름 : 자동으로 설정
작성 방법 예시

암호 : 메일 계정의 패스워드
계정 유형 : POP 선택

계정 설정 추가 정보 입력 완료
후 ‘로그인’ 버튼 클릭해 로그
인합니다.

※ 메일나라 도메인은 로그인 시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1,2번 과정은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의 도메인은 MAC에서 추가
정보 없이 로그인이 되지만, 그 외 도메인은 추가정보 창에서

메일 서버를 입력해야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예시

수신 메일 서버 : Mail.사용 도메인
(예 : mail.mailnara.co.kr)
작성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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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메일 서버 : Mail.사용 도메인
(예 : mailn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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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 계정 설정
2

1

계정 정보 탭에서 ‘이 계
정 활성화’를 체크를 합
니다.

2

‘메시지 수신 후에 서버
에서 본사본 제거’를 체
크 해제 합니다.

3

메일상자 동작 탭을 선
택 후 ‘삭제된 메시지를
휴지통 메일상자로 이동’
을 체크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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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 계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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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버튼 클릭 시 : 저장 버튼이 사라지며,
서버 설정 확인 중 로딩 창이 생성됩니다.
성공하는 경우 로딩 창이 닫히며, 실패하는
경우 실패에 대한 안내 창이 표시됩니다.
mailnara.co.kr

1

서버 설정 탭을 선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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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메일 서버(POP)’와
‘발신 메일 서버(SMTP)’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서버 설정 정보 입력 완
료 후 저장 버튼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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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메일 서버(POP)

✓ 발신 메일 서버(SMTP)

사용자 이름 : 메일 관리자에게 받은 계정

계정 : MAC계정 이름

암호 : 메일 계정 패스워드
호스트 이름 : Mail.사용 도메인
자동으로 연결 설정 관리 : 체크 해제
포트 : 995

사용자 이름 : 메일 관리자에게 받은 계정
암호 : 메일 계정 패스워드
호스트 이름 : Mail.사용 도메인
자동으로 연결 설정 관리 : 체크 해제
포트 : 465

TLS/SSL 사용 : 체크

TLS/SSL 사용 : 체크

인증 : 암호

인증 :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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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정설정테스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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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설정을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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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을 닫습니다.
2

메일로 이동하여 계정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계정 추가에 실패한 경우
메일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 계정 정보 > ‘이 계정
활성화’ 버튼을 체크를 하였는지 확인 하시거나, 메일
을 종료 후 재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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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결에 실패한 경우
Q1

!

로그인 실패와 편지함에

아이콘이 표시 되는 경우

Q2 ! 계정 오류가 표시가 되는 경우

1차시도
온라인 연결시도

클릭

2차시도
연결해결사열기
에서 계정확인

아이콘의 경우 연결이 끊겨서 오프라인 ! 계정 오류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 및 계정 환경설정에
잘못 입력하거나, 연결된 서버의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 로그인 실패와

그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림과 같이 ! 로그인 실패 버튼 또는

1. ‘모든 계정을 온라인으로 이동’ 을 클릭하여 온라인상태로

아이콘을 클릭

하면 암호 입력 창이 생성됩니다.
2. 계정의 암호를 입력하고 ‘승인’ 버튼을 눌러 온라인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을 시도합니다.
2. 1번 방법으로 되지않는 경우 ‘연결 해결사 열기‘을 클릭합니다.
3. ‘메일 연결 해결사‘ 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계정을 확인 후
계정 설정에서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그 외 기타 오류
Mail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메일 송수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 중인 PC 설정 오류나 기타 다른 문제가 원인입니다. 이럴 경우, 먼저 웹 메일을 통해 메일
송수신이 정상인지 확인해 봅니다. 웹 메일이 정상으로 발송될 경우, 고객님 Mail 설정이나 바이러스 감염, 악성코드 감염 등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혹
도메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도메인 사용기간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30만 기업고객의 선택! 메일나라

www.mailnar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