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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웹 메일 시작하기
메일나라 서비스 신청 완료 시 신청하실 때 등록한 도메인으로 메일 서비스가 설정되고, 해당 도
메인으로 메일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웹 메일 접속은 “http://mail.고객 도메인”으로 접속합니다

다음은 로그인 화면의 기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① 회사의 로고가 표시됩니다.
② 로그인 타이틀이 표시됩니다.
③ 회사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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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자 로그인 또는 관리자 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로그인: 관리자가 만든 E-mail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관리자 모드에서 먼저 계정을 생성하여
야 합니다.) 메일확인, 메일발송 등 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
면 @부터 메일 도메인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관리자 로그인: 메일서비스를 사용할 E-mail 생성/삭제/변경, 스킨/로고변경, 게시판 등 메일에 관련
된 전반적인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⑤ 아웃룩의 버전 별로 설정 방법을 새 창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⑥ 아웃룩 자동 세팅은 설치 파일(EXE)을 받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아웃룩을 자동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의 Copyrigh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관리자 계정 이용 시 주의할 점


관리자 계정을 신청하실 경우 아이디 설정 시 admin, webmaster 등의 흔한 아이디보다는 회사
에 맞는 특별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스팸 차단 및 보안에 좀 더 안전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경우 메일 사용상의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보
다 소수의 관리자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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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메일 홈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처음 보이는 화면으로 메일수신, 발송, 색상, 언어선택, 사용량 및
로그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로고: 회사로고가 표시되며 클릭시 메일 홈으로 이동됩니다.
② 로그인 계정 :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을 확인하고,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메뉴 바: 웹메일의 주요메뉴가 표시되며 왼쪽에 고정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④ UI설정 : 배경색상변경 및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메일 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⑤ 공지사항 / 게시판: 최근 올라온 공지사항과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나의일정 / 로그인 이력조회 / 스팸 설정 : 오늘 일정 현황, 로그인 이력 현황을 확인 하고,
스팸 설정 할 수 있습니다.
⑦ 최근수신메일 / 최근발송메일 / 최근 SMS메일 : 최근 수신/발송 메일 현황 및 SMS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⑧ 하단 바 :모든 화면의 하단에 고정되어 표시되며, 메일의 사용량 현황과 기본버전으로 이동,
반응형버전으로 이동, 환경설정, 도움말 버튼이 있습니다.

7

C. 메일
메일 메뉴는 메일 쓰기, 메일함 등 메일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메일쓰기, 내게쓰기: 메일을 쓸 수 있도록 메일쓰기 창으로 이동되며 내게쓰기 시 사용자가
받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메일쓰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접기 버튼
을 눌러 메일함 영역을 확대 할 수 있습니다.

②

메일함 :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메일함들을 제공합니다.


받은 메일함 : 스팸을 제외한 받은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낸 메일함 : 발송한 메일을 확인 가능하며, 발송한 메일의 수신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일 보관함 : 메일쓰기 중 ‘저장 메일’ 기능을 통해 저장한 메일 및 메일 리스트의 ‘보호’를 통해
저장한 메일의 내용을 보관합니다.



스팸 메일함 : 스팸으로 설정된 메일이 보관됩니다.



지운 메일함 : 삭제한 메일을 보관하고 비우기 버튼을 통해 메일함에 있는 메일을 영구적으로 삭
제합니다.



개인 메일함 : 개인이 사용할 메일함을 만들어 메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승인메일의 경우 승인받을 메일함, 승인된 메일함 자동 생성됩니다.)



수신 확인 : 수신자가 메일을 확인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일함 관리 : 전체 메일함 백업 및 삭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 메일함은 바로 삭제 가능
합니다. 단 삭제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전체백업: mydirect.co.kr > A/S요청> 백업요청> 24시간 내 메일 발송)



외부 메일 수신 : pop3를 통해서 수신된 메일을 가져올 수 있으며, 외부메일수신함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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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메일 검색 : 현재 메일 함의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④

메일 관리 버튼 : 메일 선택, 삭제, 스팸 신고, 답장, 전체 답장, 전달, 메일 이동, 추가 기능
등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⑤

목록 설정 : 메일을 한 페이지에 몇 줄을 표시할지 선택 버튼과 이미지의 표시 여부를 변경
버튼이 있으며, 메일 화면 모드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⑥

메일 화면 : 메일 내역을 아이콘, 보낸 사람, 제목, 받은 날짜, 크기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C-1. 메일 쓰기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왼쪽 메뉴 상단에 위치한 ‘메일쓰기’를 클릭합니다. ‘내게쓰기’ 기능은
자기 자신한테 메일을 보내는 것 외에 메일쓰기와 방법이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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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단 버튼: 메일을 작성완료 후 메일발송 시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메일 발송 전 작성 내
용 확인을 하고 싶으면 ‘미리보기’를 눌러 확인하고, ‘메일저장’은 작성한 메일을 ‘메일 보관함’
저장합니다. ‘취소’를 클릭하면 쓰기 창이 닫힙니다.
② 보낸 사람: 메일쓰기 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개인 메일 주소’가 보낸 사람에 입력됩니다.
단, 사용자가 메일 그룹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메일 그룹이 ‘발신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메일을 작성할 때 개인계정과 그룹계정 중에서 발송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메일 수신 정보 : 메일을 받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받는 사람: 메일 수신자 이메일 계정을 직접 입력하거나 ‘주소록’에서 그룹, 개인별로 추가할 수 있
으며 주소를 여러 개 입력하려면 콤마(,)나 엔터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에 입력된 주소
가 ‘처음으로 발송하는 주소’인 경우 보안을 위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내게쓰기: ‘내게쓰기’ 체크 시 메일을 받는 사람에 내 계정이 표시되며 다른 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내게 쓴 메일은 ‘내게 쓴 메일 함’으로 저장됩니다.



개인 별 : 받는 사람에 여러 계정을 입력한 후 메일을 발송한 경우 메일 수신자의 메일에 ‘함께 메
일을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모두 표시됩니다. 이 경우 ‘개인별’을 체크한 후 메일을 발송하면 1
통의 메일을 발송했지만 ‘받는 사람’에 입력된 주소에 각각 개별 발송되는 것처럼 메일이 발송됩니
다. 따라서 받는 사람에 여러 메일 주소를 입력해도 메일 수신자는 받는 사람에 본인의 메일 주소
만 표시됩니다. 개인별 기능을 활용하면 외부의 여러 사람에게 단체 메일을 발송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단체 메일로 발송됐다는 사실도 감출 수 있습니다. 만일 참조에 메일 주소를 입
력하고 ‘개인별’로 발송하는 경우 참조에 입력된 계정은 ‘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메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메일 발송 시에는 참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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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메일 보안 설정


메일 보안 설정 ’일반메일’은 보안 설정 옵션이 없는 일반적인 메일을 말합니다.



메일 보안 설정 ‘내부메일’은 회사 메일로(동일 도메인)만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며 외부로 메일 발
송이 불가능합니다. 내부메일 옵션에서 ‘회신/전달 금지’를 선택하면 메일을 받는 사람이 메일을 회
신 및 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메일 발송 시 유효기간을 1일/1주/1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메일 보안 설정 ‘기밀메일’은 메일 발송 시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밀메일로 발송된 메일은
메일 내용이 첨부파일로 발송되며 수신자는 암호를 입력해야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밀메일
발송 시 유효기간을 1일/1주/1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 의해 승인메일 설정에 등록된 사용자는 메일 발송 시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메일 설정에 등록된 사용자의 메일 발송 과정>


내부메일: 내부메일(회신/전달 금지 체크) 선택 후 보내기 버튼 클릭 → 승인대기/개인메일함(승
인받을 메일함)으로 자동 이동 → 승인 관리자가 메일 승인 → 승인 처리와 동시에 메일 발송



기밀메일: 기밀메일(암호설정) 선택 후 보내기 버튼 클릭 → 승인대기/개인메일함(승인받을 메일
함)으로 자동 이동 → 승인관리자가 메일 승인 → 승인처리와 동시에 수신자에게 메일 발송(수
신자에게 암호화된 메일이 첨부파일 형태로 발송되며 암호는 별도로 전달해야 함)



일반메일: 일반메일 선택 후 보내기 버튼 클릭 → 승인대기/개인메일함(승인받을 메일함)으로 자
동 이동 → 승인 관리자가 메일 승인 → 승인처리와 동시에 메일 발송

⑤ 참조 : 참조로 받을 사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숨겨진 ‘숨은 참조’가 표시되
며 ‘숨은 참조’에 입력된 주소는 받는 사람과 참조에 입력된 수신자에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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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목: 전송할 메일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중요’ 체크 시 수신자 메일 제목 앞에 느낌표(!)가
표시됩니다.


약속 잡기: ‘약속 잡기’ 버튼 클릭 시 약속 시간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약속 장소를 입력하여 발송
할 수 있습니다

⑦ 메일 내용 : 전송할 메일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HTML 편집기: 글꼴의 크기, 변경, 그림 첨부 등이 가능한 편집기입니다.



TEXT 편집기: 단순히 텍스트만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보낸 메일함에 저장 : 선택 시 발송한 메일은 보낸 메일함에 저장됩니다.

⑧ 파일 첨부: 일반 첨부는 물론, 대용량 파일 첨부를 통해 용량이 큰 첨부파일도 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파일 첨부는 50MB까지 가능하며 50MB 초과시 대용량 파일 첨부로 전환
됩니다. 대용량 파일 첨부는 최대 5GB(단일 2GB)까지 가능하며 50개 파일까지 첨부할 수 있
습니다. 대용량 파일 첨부로 발송된 파일은 7일간 보관되며 총 100회까지 다운받을 수 있습
니다.
⑨ 전송 옵션: 메일 발송에 대한 옵션과 인코딩을 설정합니다.


즉시 발송: 작성한 메일을 즉시 발송합니다.



예약 발송: 메일 발송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인코딩: 전송할 메일 내용의 Charset을 지정합니다. 유니코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지원합니다.



서명: 미리 등록해둔 서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서명을 변경하면 작성된 메일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자동 저장 : 설정 시 10초/20초/30초/1분/2분/3분/5분 마다 작성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⑩ 하단 버튼: 1번 상단 버튼과 내용 동일
※ 메일 작성 중 메일을 저장하지 않고 창이 닫힌 경우, 다시 ‘메일쓰기’에 들어가면 이전에
작성한 메일 내용을 불러올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가 상단에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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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메일의 관리
메일의 답장, 전달, 삭제, 스팸 신고, 추가 기능에 대한 등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①

선택 : 목록에서 메일을 전체 선택/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삭제 : 메일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종 삭제 여부를 묻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메일은 최종적으로 삭제됩
니다.



삭제메일 설정 방법: 삭제메일 설정은 ‘환경설정 > 메일 설정 > 삭제 설정’에서 지운 메일함으
로 이동할 지 아니면 영구 삭제 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운 메일함으로 이동 설정 시]


삭제된 메일은 휴지통으로 이동됩니다. 휴지통에서 삭제된 메일은 영구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
습니다.

[영구히 삭제 설정 시]


삭제된 메일은 휴지통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삭제됩니다. 영구 삭제된 메일은 복구할 수 없으니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기간]


지운 메일함으로 이동한 메일의 저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이 지날 경우 영
구 삭제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스팸 신고 : ‘스팸 신고’ 선택 시 메일을 스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팸 처리된 메
일은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됩니다.



스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선택 메일을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할지 묻는 창이 생성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선택 메일은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됩니다.

 스팸메일 해제방법: 스팸메일함에서 스팸 해제할 메일을 선택 후 ”정상 메일” 버튼을 누르면
스팸처리에서 해제되며 원래 저장되었던 메일함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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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메일 답장/전체 답장


‘답장’은 현재 읽고 있는 메일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답장’을 클릭하면 메일 쓰기
화면으로 이동하며 보낸 사람의 주소가 ‘받는 사람’에 자동 입력되고 메일 제목 앞에 “Re:”가 붙
어 답장 임을 표시해 줍니다. 받은 메일의 내용이 메일 내용 하단에 표시되며, 이전 메일에 있
던 첨부파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체 답장’은 보낸 사람과 참조 및 숨은 참조에 포함된 수신인 전체에게 답장을 하는 경우 사
용하는 기능입니다. 답장을 보낼 때와 동일하게 메일 제목 앞에 “Re:”가 붙어 답장 임을 표시해
줍니다. 받은 메일의 내용이 메일 내용 하단에 표시되며, 이전 메일에 있던 첨부파일은 포함되
지 않습니다.

⑤

메일 전달: 메일 원문과 첨부파일을 모두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
는 기능입니다. 전달 버튼을 클릭하면 메일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며 제목 앞에 “Fw:”가
붙습니다.

⑥

‘이동’은 선택한 메일을 다른 메일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⑦

추가 기능 : 메일을 선택하여 추가 기능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보호 설정 : ‘보호 설정’ 선택 시 선택한 메일은 ‘메일 보관함’으로 이동되며, 삭제 버튼을 눌러
도 삭제 되지 않습니다.



보호 해제 : 보호 처리된 메일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백업하기 : ‘백업 하기’는 메일을 eml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다운로드 된 파일은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Zip파일 압축을 해제하면 eml 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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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음 표시 : 선택한 메일을 읽음으로 전환합니다.



안 읽음 표시 : 선택한 메일을 안 읽음 표시로 전환합니다. 안 읽음 메일의 경우 메일함 오른
쪽에 안 읽은 메일의 숫자가 표시되며, 메일함 목록에서는 아이콘 표시와 더불어 메일 제목이
굵게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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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받은 메일함
받은 메일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받은 메일함 하단의 버튼들은 Tip 메일의 관리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①

본문 추가 버튼 : 메일의 본문 이동 시 생성되는 버튼입니다.


헤더 보기 : ‘헤더 보기’를 선택 하면 메일 제목 위에 창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창에서는 메일의
원문과 헤더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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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보기 : ‘새창 보기’는 메일 본문 내용을 팝업 형식으로 새로운 창을 띄웁니다.



인쇄 하기 : ‘인쇄 하기’를 버튼을 눌러 새로운 창에서 인쇄 설정을 한 후 메일의 내용을 프린터
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본문 제목 :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 메일 제목, 보낸 날짜, 받는 사람의 메일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소 추가 : 버튼을 클릭 시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주소록에 등록할 수 있는 창이
생성 됩니다



수신 차단 : 버튼 클릭 시 :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를 수신 차단합니다. 차단된 메일은 [스팸 메
일함]으로 이동합니다.

③

본문 내용 :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장을 보낸 경우 원본 글이 내용
입력란 하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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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메일 보관함
보호 처리된 메일이나 작성 중이던 메일을 저장했을 때 메일 보관함에 저장됩니다. 저장한 메일
의 제목을 클릭하면 메일 쓰기 화면으로 이동하여 메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4. 스팸 메일함
‘환경설정’ 스팸 센터’에서 설정한 스팸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스팸 처리된 메일과 받은 메일함에
수신된 메일 중 사용자가 ‘스팸’ 버튼을 클릭하여 스팸으로 분류한 메일이 보관되는 메일함입니
다. 메일 제목에 스팸으로 분류된 사유가 표시되며, 메일을 클릭하면 스팸으로 분류된 사유가 좀
더 자세히 표시됩니다.



스팸 메일함에 분류된 메일이 스팸이 아닌 경우, 메일을 선택한 후 ‘정상 메일’ 버튼을 클릭하면 받은
메일함 또는 이전에 메일이 보관되던 메일함으로 이동합니다.

18

C-5. 지운 메일함
삭제된 메일이 보관되는 메일함입니다. ‘환경설정>메일환경설정>기본설정>삭제설정’에서 ‘지운 메
일함으로 이동’으로 체크했을 때 이 메일함으로 이동되며 설정된 저장 기간에 맞춰 저장 기간이
지나면 메일함에 있는 메일들은 영구 삭제됩니다. 이 메일함에서 삭제된 메일들은 복구할수 없으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6. 개인 메일함
사용자가 자유롭게 개인 메일함을 추가하여 메일을 구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인메일
의 대상자 이거나 승인자인 경우, 승인메일 송수신시 개인 메일함에 ‘승인 받을 메일함’ 또는 ‘승
인된 메일함’이 생성됩니다.



개인 메일함 등록 : 개인 메일함 우측 상단 “+”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버튼 클릭
시 개인 메일함 하단에 메일함 이름 입력하여 등록하거나, 오른쪽 옆에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등록
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메일함 이름은 한글8자, 영문은 최대 16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
록 후 개인 메일함이 있는 경우 맨 밑에 등록됩니다. 등록된 개인 메일함을 클릭하면 클릭한 개인 메일
함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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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수신 확인
메일을 발송 후 상대방이 메일을 확인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읽지 않
음’ 상태이며, 확인 한 경우 확인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메일 회수 :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발송된 메일은 수신자가 메일을 읽지 않은
경우 ‘메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일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회수한 메일은 수신 확인 리
스트에서는 삭제되며 보낸 메일함에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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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 메일함 관리
‘메일함 관리’에서는 메일함을 추가/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메일함의 메일 수, 읽지
않은 메일 수, 용량 등을 확인하고 ‘비우기’를 통해 메일함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의 백업이 필요하실 경우 Mydirect.co.kr사이트의 A/S접수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메일함 관리 버튼


메일함 추가 : 버튼 클릭 시 새로운 개인 메일함을 만들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한글 8자, 영문
16자 이내 생성)



메일함 순서 변경 버튼 : 버튼 클릭 시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개인 메일함만
가능)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메일함을 마우스를 클릭하여 메일함 위에 올리면 상위 단계로 아래로
내리면 하위 단계로 순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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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일함 관리 목록



비우기 버튼: 클릭 시 해당 메일함의 메일을 모두 삭제합니다. (삭제된 메일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백업 하기 버튼: 클릭 시 백업에 관한 안내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메일의 백업 신청은

Mydirect.co.kr사이트의 A/S접수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함 수정 버튼: 클릭 시 메일함의 제목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개인 메일함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일함 삭제 버튼: 클릭 시 개인 메일함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시 저장된 모든
메일이 삭제되므로 중요한 메일은 다른 메일함으로 이동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9 외부 메일 수신
‘외부 메일 수신 설정’ 기능은 ‘환경설정>메일 설정>외부 메일 수신’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2-9.외부 메일 수신>에서 사용법을 자세히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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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캘린더
개인 및 회사의 업무 일정을 카테고리/주제/내용 별로 지정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3.5(클라우드 버전)에서 작성한 캘린더는 3.0(기본버전) 일정관리와 4.0(반응형버전) 캘린더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① 상단 메뉴 : 로고 표시, 메뉴 펼치기/접기 버튼, 메일쓰기, 내게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② 오늘의 일정 : 현재 날짜(오늘)을 기준으로 등록한 일정이 보여집니다.
③ 내 캘린더: 기본 캘린더가 공통적으로 제공되며, +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캘린더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캘린더 표시 형식 :월(월간 단위), 주(주간 단위) ,목록(리스트)로 보기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⑤ 월 표시 : 기본으로 현재 월이 표시되며, ‘<’, ‘>’은 월 단위 이동, ‘<<’, ‘>>’은 연 단위 이동을
의미합니다.
⑥ 바로 가기 : ‘오늘’ 버튼은 오늘이 속한 월이 표시하며 ’캘린더’ 버튼은 내 캘린더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인쇄’ 버튼은 해당 월의 캘린더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⑦ 카테고리 : 일정 등록 시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 항목입니다. 일정 등록 시 카테고리를 선
택하고 등록할 경우 일정 앞에 해당 카테고리의 색상이 표시됩니다.
⑧ 일정 내역 : 캘린더 표시 형식에 따라 일정 내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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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일정 등록/반복 지정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일정 등록 팝업이 생성 됩니다.

①

이벤트 제목 : 이벤트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②

카테고리 : 해당되는 카테고리 지정이 가능합니다.

③

일정 : 내 캘린더에 추가한 캘린더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④

일정시간 지정 : 종일 이벤트일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종일 이벤트가 아닌 경우 시작/종
료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반복 지정 : 반복되는 일정의 경우 반복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⑥

주소/메모 : 프로젝트 주소 및 URL입력이 가능하며, 해당 일정에 대해 메모가 가능합니다.

⑦

저장 : 입력한 모든 사항을 저장하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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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일정 공유
일정을 클릭 시 이벤트 팝업 창이 생성되며, 일정 편집/삭제 및 메일로 공유 할 수 있습니다.

①

메일 보내기 : 작성한 일정이 메일로 공유됩니다. 메일 보내기 버튼 클릭 시 메일 쓰기 창이
생성되며, 공유한 일정은 약속 영역에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정 메일 수신자 : 메일로 공유 받은 일정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일정 추가 버튼
을 통해 일정을 등록 시킬 수 있습니다.

②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일정을 파일로(확장자 ics)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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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내 캘린더
기본 캘린더 외 사용자가 캘린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캘린더 :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캘린더입니다.
② 캘린더 체크박스 :

체크 박스 선택 시 캘린더에 해당 캘린더 내용이 표시됩니다.

③ 추가 캘린더 : 사용자가 추가한 캘린더가 표시됩니다.
④ URL
⑤ 다운로드

: 해당 캘린더를 공유할 수 있는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캘린더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⑥ 편집

: 캘린더 색상과 이름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⑦ 삭제

: 내 캘린더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⑧ 새로운 캘린더 만들기 : 내 캘린더에 표시할 새로운 캘린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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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주소록
자주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개인 주소록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조직내 다른 사용자의 메일 주소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소록, 부서 주소록, 직급 주소록, 그룹 주소록, 공유 주소록이 있
으며 이 주소록들은 기본으로 주어진 주소록으로 이름의 수정이나 삭제 등이 불가능합니다.

E-1. 주소록 목록
공통으로 제공되는 “부서 주소록”, “직급 주소록”과 개별 사용자가 등록하는 “개인 주소록”, 다른
사용자의 주소록을 공유 받거나, 공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유 주소록”, 소속에 맞게 관리
자가 지정해주는 “그룹 주소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록, 그룹 추가: ‘주소록 추가’를 클릭하면 개인 주소록에 이매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
다. ‘그룹 추가’를 클릭하면 개인 주소록에 신규 주소록 그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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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주소 추가 및 그룹 추가
‘주소 추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주소를 등록할 주소록 그룹을 선택하고 이름, 이메일, 휴대폰을 입력합니다. 주소 추가
는 개인 주소록과 개인 주소록 하위의 주소록 그룹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회사 이름, 주소 등 부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룹 추가’ 클릭 시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룹 정보 탭’과 ‘그룹 및 서브 그룹 생성’으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룹 정보’는 그룹(주소록)의 정보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그룹인 ‘개인 주소
록’ 하위에 주소록을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개인 주소록’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룹 추가 및 서브 그룹 등록’은 그룹(주소록)의 정보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 리스트에서 하위에 추가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 주소록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상위그룹
이름’에 주소록 이름이 출력됩니다. 선택한 주소록 하위의 들어갈 ‘생성그룹이름’과 그 외 정보들
을 입력하여 확인을 누르시면 선택한 상위 주소록 하위에 주소록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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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그룹은 최상위 그룹 기준 하위 3단계까지 생성이 가능하며 3단계 이후로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② 주소록 메뉴 : 주소록의 하위 메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③ 주소록 검색 : 주소록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④ 빠른 주소 추가 : 그룹을 선택하고 메일 이름 및 메일주소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그룹에 주소록이 추가됩니다.
⑤ 주소록 목록


개인 주소록: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록으로 하위 주소록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그룹명은 ‘개인 주소록’이며 이 ‘개인 주소록’ 은 삭제 또는 이름 변경이 불가하지
만 하위 폴더로 다중의 개인 주소록 폴더를 생성하여 수정, 삭제 등이 가능합니다.



부서 주소록: 웹 메일 관리자에서 등록된 회사 부서별 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주소
록의 수정/삭제는 웹 메일 관리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직급 주소록: 웹 메일 관리자가 등록한 직급별 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급 주소록의 수
정/삭제는 웹 메일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룹 주소록: 그룹 메일 주소와 소속된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 그룹 등록 시 메일 그룹
표시를 ‘전체’로 선택한 경우 전체 사용자의 그룹 주소록에 그룹 주소가 표시되고, 메일 그룹 표시
를 ‘대상자’로 선택한 경우 그룹에 속한 대상자의 주소록에만 표시됩니다. 그룹 주소록에 대한 정보
나 주소 추가는 관리자만이 가능합니다.



공유 주소록: 다른 사용자로부터 공유 받은 주소록이 표시됩니다. 공유 받은 주소록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⑥ 빠른 주소 찾기 : 자음 순이나 알파벳 순으로 주소록에 등록된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⑦ 주소 리스트: 해당 주소록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리스트의 화면은 주소
록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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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2. 개인 주소록 주소록 추가, 수정, 삭제
①

주소록 추가
개인 주소록 옆의 +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주소록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입력 창이 나오
게 됩니다. 입력 창에 원하는 주소록 이름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르게 되면 개인 주
소록 하위에 주소록이 추가됩니다.

②

주소록 수정
추가한 주소록 옆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름변경, 그룹수정, 그룹삭제가 표
시됩니다.

 ‘이름 변경’ 클릭 시 해당 주소록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록의 이름이 입력 창으로 변
경됩니다. 변경하고 싶은 이름으로 변경 후 [Enter] 키를 누르면 주소록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그룹 수정’은 해당 주소록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소록의 이름을 비롯하여 기
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삭제’는 해당 주소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릭 시 최종 삭제 여부를 묻는 새 창
이 생성되며 확인을 누를 경우 주소록은 최종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삭제된 주소록의 안에 있는 주소들은 복구가 불가능하니 중요 주소는 별도 저장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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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3. 주소록 별 주소 리스트 화면 및 기능
주소록 별 주소 리스트 화면 및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①

개인 주소록



개인주소록에 등록된 주소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연락처 수정 페이
지로 이동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주소는 바로 삭제 됩니다.



주소를 선택하고 그룹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주소록에 있는 다른 그룹으로 주소를 이동시
킬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서 한 명만 메일을 발송 할 경우 편지 주소의 계정을 클릭하면 메일 쓰기 창이 생성되
며, 현재 페이지에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일 경우 복수의 주소를 선택하고 ‘메일 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되는 메일 쓰기 창으
로 편리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②

‘연락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연락처 추가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소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부서 주소록 / 직급 주소록



부서 주소록과 직급 주소록은 웹 메일 관리자에서 등록된 부서 및 직급으로 표시되는 주소록으
로 사용자가 그룹을 수정하거나 그룹 이동 및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메일 쓰기 기능은 개인주소록과 동일합니다.



여러 계정을 선택한 후 “메일 쓰기” 버튼 클릭 시 새 창으로 메일 쓰기 화면이 나타나며 선택한
계정의 메일 주소가 받는 사람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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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룹 주소록



그룹 주소록의 그룹 계정은 그룹 계정 등록 시 “전체 메일 사용자에게 모두 표시”로 설정한 그
룹 계정과 내가 그룹 대상자로 속한 그룹 계정만 표시됩니다.



그룹 주소록에서 그룹 주소을 클릭하면 메일 쓰기 페이지로 이동하며 받는 사람의 영역에 그룹
주소록이 자동 입력됩니다.



그룹에 속한 사용자는 그룹 주소록 페이지에서 계정수를 클릭하거나 그룹 주소록 메뉴 하단에
그룹명을 클릭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④



그룹 주소록은 그룹명 수정, 사용자 수정, 그룹 이동, 주소록 추가 등이 불가능합니다.



문자발송, 메일쓰기 기능은 개인주소록과 동일합니다.

공유 주소록



공유 주소록은 다른 사용자로부터 공유 받은 주소록이 표시됩니다.



공유 주소록 리스트에서 사용자의 메일 주소를 클릭하면 메일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며 선택한
사용자의 메일 주소가 받는 사람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러 계정을 선택한 후 “메일쓰기” 버튼 클릭 시 새창으로 메일쓰기 화면이 나타나며 선택한 계
정의 메일 주소가 받는 사람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공유 주소록은 그룹명 수정, 사용자 수정, 그룹 이동, 주소록 추가 등이 불가능합니다.



문자발송, 메일쓰기 기능은 개인주소록과 동일합니다.

E-2. 그룹 관리
그룹 관리 기능은 <E-1. 주소록 목록>에서 설명한 ‘그룹 추가’와 동일합니다. ‘그룹 추가’ 기능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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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공유 관리
공유 관리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 주소록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해준 주
소록을 확인하고 공유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공유 받은 주소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공유 설정 관리
주소록 공유는 ‘부서’ 단위로 공유할 대상 그룹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소록 리
스트에서 공유할 주소록 그룹을 선택한 후 우측에서 공유할 대상 그룹을 선택합니다.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부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위 그룹 선택 시 하위 그룹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선택한 공유할 대상 그룹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공유 중인 그룹”에 추가된 그
룹을 더블 클릭하여 제거하거나 ‘공유 해제’버튼을 눌러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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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공유 수정 및 해제 방법
①

공유 수정
이미 ‘공유’한 주소록 그룹은 [공유 관리→공유 설정]에서 주소록 그룹 선택 시 ‘공유
중인 그룹’에 표시됩니다. 공유할 대상 그룹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공유할 대상 그룹
에서 다른 그룹을 선택하면 공유 중인 그룹에 추가됩니다. 수정 후 ‘공유’ 버튼을 클릭
하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상위 그룹 공유 : 부서 조직도가 상위, 하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위 그룹을 선
택하면 하위 그룹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공유 시에는 상위그룹명만 표시되지만 하위 그룹
이에도 모두 공유되어 있습니다.

②

공유 해제
이미 ‘공유’한 주소록 그룹은 [공유 관리→공유 설정]에서 주소록 그룹 선택 시 ‘공유
중인 그룹’에 표시됩니다. 주소록 공유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공유중인 그룹’에 있는
그룹을 더블클릭 하는 방법과 ‘공유해제’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룹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그룹만 공유가 취소되고, 공유 해제 버튼 클릭 시 공유 중인 모
든 그룹이 공유가 해제됩니다. (공유 해제는 “공유 해준 주소록” 탭에서도 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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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 해준 주소록
공유한 대상 주소록, 공유한 부서, 공유 해제 버튼이 리스트로 표시되며 해제 버튼을 클릭 시
공유된 주소록이 해제됩니다.

③

공유 받은 주소록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 받은 주소록이 표시됩니다. 공유한 사람, 공유 주소록, 공유 부서 등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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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주소록 가져오기
외부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던 주소 또는 등록을 원하는 메일주소를 CSV형식으로 저장해
‘주소 가져오기’로 개인주소록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①

CSV 파일 선택: 로컬 PC에 저장 되어있는 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CSV 파일 작성 방법은
옆에 ‘샘플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CSV 언어 형식 선택: 불러올 CSV 파일의 언어 형식을 선택합니다.

③

CSV 메일 클라이언트 버전: 불러올 CSV 파일의 메일 클라이언트 버전을 선택합니다. 아웃룩
주소록일 경우는 아웃룩의 버전을 선택합니다. 아웃룩 버전을 모르는 경우 자동 검사를 선택
합니다.

④

중복 주소 처리: 불러올 CSV 파일을 주소록에 저장할 때 주소록에 이미 중복된 주소가 있을
시 덮어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하고 건너뛰기를 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⑤

주소록을 저장할 그룹: 파일로 업로드하는 주소록은 개인 주소록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
소록을 저장할 그룹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록 가져오기가 실행됩니다.

36

Tip. CSV 작성 요령
①

CSV는 아래 사진과 같이 Excel에 각 항목들을 유효성에 맞게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유효
성에 맞지 않게 데이터를 넣고 CSV로 추출하게 되면 데이터가 삽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Excel 작성 예시]

②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가져올 CSV 파일을 찾아 첨부합니다.

③

주소록을 선택하여 가져온 CSV 파일을 어느 주소록에 저장할지 지정한 후, ‘주소록 가져오
기’ 버튼을 누릅니다.

④

주소록에 주소가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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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주소록 내보내기
‘주소록 가져오기’와는 반대로 웹 메일에 저장된 주소록을 CSV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소록 선택 : 내보내기를 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②

CSV 언어 형식: 추출할 CSV 파일의 언어 형식을 선택합니다.

③

CSV 메일 클라이언트 버전: 추출한 CSV 파일을 외부 클라이언트에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할
외부 클라이언트의 버전을 선택합니다. 아웃룩 주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할 아웃룩의
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록이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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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MS
80 byte 이하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보낸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발송하거나 주소록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선택하여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F-1. 새 메시지 보내기
즉시 발송 및 예약발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① 메시지 입력 창: 휴대폰 이미지 화면에 문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80 byte까지 작성
가능하며, 80 byte를 넘게 작성한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한 경우 2건으로 나누어 발송할 것인
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② 발신번호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항에 의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해 인증을 통해
등록된 발신 번호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ARS 인증/서류 인증 중 원
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 후 발신번호를 등록합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발신번호가 등
록되며,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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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내는 사람: 인증을 통해 등록한 발신 번호 중 발송하고자 하는 번호를 선택합니다.
또한 발송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예약 발송 선택 시 예약한 시간에 맞춰 문자가 발송됩
니다.
④ 받는 사람: 직접 번호를 입력하거나, 주소록에 있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으
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텍스트 파일에 수신 번호를 입력하여 파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접입력: 수신 번호를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합니다.



주소록: 등록된 주소록에서 수신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그룹 목록”에서 휴대폰 번호가 있
는 주소 그룹을 선택하면 오른쪽 주소 선택 하단 영역에 이름과 번호가 등록됩니다. 이 중에서 문
자를 보내고자 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받는 사람’ 박스에 번호가 등록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받는 사람에 추가한 번호가 등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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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보낸 SMS 확인
문자 발송 시간, 문자 내용, 수신 번호, 발송 상태에 대한 발송 문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3. 예약 내역 확인
예약 발송한 문자 내역을 확인하고 예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SMS발송 예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예
약 문자는 발송이 완료되면 <보낸 SMS 확인> 메뉴에서 발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 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관리자가 생성한 게시판이 표시됩니다. 게시판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게시판을 읽고,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게시글만 작성할 수 있었던 게시판과 게시글 작성시 첨부파일 업로드가 가능했던 자료
실을 ‘게시판’으로 통합하고 게시판에서 게시글 작성시 첨부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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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전체 게시판
등록된 전체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게시판 이름: 게시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게시판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게시판의 이름을 클릭하면 ‘게시판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② 관리자: 게시판의 관리자 이름과 메일 아이디가 표시됩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메일 관리자가
게시판 등록 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판에 ‘공지’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
다.

③ 부서: 게시판의 주 관리 또는 주 사용 부서가 표시됩니다.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게시판은 ‘전
체’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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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량: 게시글, 첨부파일의 용량을 합산한 게시판의 사용량이 표시됩니다.
⑤ 권한 정보: 게시판의 권한이 표시됩니다. 게시판의 권한은 메일 서비스 관리자만 설정할 수
있으며 게시판 관리자, 부서, 사용자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 게시글 읽기, 쓰기를 비롯하여 자신이 작성한 글 이외에 다른 게시글의 수정 및 삭제
등 게시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읽기+쓰기: 게시글 읽기 및 게시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읽기: 게시글 작성은 불가하고 게시글 읽기만 가능합니다.



권한 없음: 게시판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로 게시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⑥ 읽기/쓰기: 각 게시판에 대한 사용자 본인의 권한이 표시됩니다. “읽기/글쓰기”로 표시된 게
시판은 읽기, 글쓰기 권한이 부여된 게시판이고 “읽기”만 표시된 게시판은 읽기만 가능한 게
시판, “권한 없음”으로 표시된 게시판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읽기”와 “글쓰기”는 버튼으로
제공되며 읽기 버튼 클릭 시 게시판으로 이동, 글쓰기 버튼 클릭 시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합
니다.

Tip. 권한 자세히 알기
①

권한 계정


관리자: 게시판의 관리자로 유일하게 모든 기능을 권한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웹 메일 관
리자가 아닙니다.)



부서: 게시판 주 사용 및 관리 부서로 지정된 부서입니다.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게시판은
전체 부서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 게시판의 관리자와 부서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입니다.

권한 정보


모든 기능: 해당 게시판의 게시글 읽기, 쓰기를 포함하여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읽기+쓰기: 게시글을 읽고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한
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③



읽기: 게시판에 대해 읽기 권한만 있습니다.



권한 없음: 게시판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예제
<게시판에 부서를 지정한 경우>
관리자=모든기능, 부서=읽기+쓰기, 사용자=권한 없음


관리자는 게시글 읽기, 쓰기를 포함하여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부서는 게시글을 읽고,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부서외 사용자는 게시
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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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모든기능, 부서=읽기+쓰기, 사용자=읽기


관리자는 게시글 읽기, 쓰기를 포함하여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부서는 게시글을 읽고,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부서외 사용자는 게시
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게시판에 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게시판 등록 시 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지정된 권한에 따라 전체 사용자가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모든기능, 사용자=읽기+쓰기


관리자는 게시글 읽기, 쓰기를 포함하여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는 게시글을 읽고,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모든기능, 사용자=읽기


전체 사용자는 게시글 읽기만 가능하며 게시글 작성은 관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모든기능, 사용자= 권한없음


전체 사용자는 게시판에 접근할 수 없으며 관리자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G-2. 공지 사항 게시판(기본 게시판)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이름 및 권한 설정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구조 및 이용 방법은 다른 게시판과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G-3. 게시판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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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게시판
관리자가 생성한 게시판이 표시됩니다. 전체 게시판 선택 후 게시판 이름을 선택하거나, 왼쪽 메
뉴에서 게시판 이름을 클릭하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읽기만
가능한 게시판, 읽고/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이 있으며 접근이 불가능한 게시판도 있습니다. 글쓰기
권한이 있는 게시판은 우측 상단에 ‘글쓰기’ 버튼이 표시됩니다.

① 게시글: 등록된 게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로 등록된 게시 글은 게시판 최상단에 위
치하며,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② 검색: 제목, 작성자, 본문 중 검색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③ 목록 수: 한 페이지에 표시할 게시글 목록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글쓰기: 사용자에게 글쓰기 권한이 부여된 게시판에는 우측 상단에 글쓰기 버튼이 표시됩니
다. 글쓰기 버튼 클릭 시 게시글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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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목록/추천:


목록: 게시글 목록으로 되돌아갑니다.



추천: 해당 게시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추천수가 올라갑니다. 추천은 한 게시물에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② 인쇄/삭제/답글/수정


인쇄: 인쇄 버튼 클릭 시 해당 게시글의 본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삭제: 게시글 작성자 및 게시판 관리자만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 시 첨부파일, 댓글
이 모두 삭제되며 삭제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답글: 해당 게시글에 답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답글 등록 시 해당 게시글 아래에 답글이 등록됩니다.



수정 :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만 버튼이 노출됩니다. 수정 버튼 클릭 시 :
작성한 게시글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글 정보: 게시글 작성자,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이 표시됩니다.
④ 첨부파일: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⑤ 댓글: 사용자들이 등록한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댓글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댓
글 삭제는 작성자 본인 및 게시판 관리자만 가능하며, 삭제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⑥ 댓글 달기: 댓글이 허용된 게시판의 경우 댓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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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게시글 등록, 편집, 삭제
1-1. 게시글 등록: 세부 게시판에서 글쓰기(글쓰기 권한이 있는 일반사용자)
세부 게시판에서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글을 쓸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제목과 내용
을 작성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① 제목: 게시글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② 내용: 게시글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메일 작성 에디터와 동일한 환경으로 쉽게 글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③

첨부파일: 게시글 등록 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드래그&드롭으로 첨부파일 박스에 옮겨서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은 최대 10개, 50MB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취소/확인: 글작성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글 목록으로 이동합
니다. 게시글 작성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1-2. 게시글 등록: 세부 게시판에서 글쓰기(게시판 관리자)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할 때 일반 게시글 이외에 ‘공지’ 글도 작성할 수 있습
니다. 일반 사용자와 달리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판에서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자를 ‘관
리자’로 표시할지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공지’ 글과 ‘일반 게시글’ 중
작성글의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공지글로 등록할 시에는 작성자를 ‘관리
자’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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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글 인쇄/삭제/답글/수정



인쇄, 삭제, 답글, 수정 : 게시글의 인쇄와 삭제, 답글, 수정 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기
능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게시글 관리자 권한을 받은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시글을 삭제할 시 글을 삭제할 것인지를 묻는 알림창 이 출력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게시글
은 삭제되며 삭제 후에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글쓰기 권한이 있는 게시판에서는 게시글에 답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선택 후 ‘답글’을
클릭하면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하고 내용을 입력하는 영역에 원문이 표시됩니다. 답글을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글 하위에 답글이 작성됩니다. 답글의 제목은 기본적으로 원 게시글의
제목으로 설정되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 달기: 관리자가 게시판 생성시 ‘댓글’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허용된 게시판
에서는 게시글에 댓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입력하면 작성자에 메일 아이디와 이름이 표
시됩니다. 댓글 입력 후에는 수정은 불가하며 본인이 작성한 댓글에 한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삭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댓글 입력 시 작성자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할지 ‘관리자’로 표시할지 선
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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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환경설정
사용자 설정, 메일 설정, 스팸 설정 등 메일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H-1. 사용자 설정
사용자의 개인정보, 비밀번호 변경, 언어 선택, 로그인 유지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프로필 설정



이름: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름은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생일: 사용자의 생일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주소: 사용자의 집 주소나 사무실 주소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사용자 본인의 연락처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설정합니다.



홈페이지: 사용자의 대표 홈페이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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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번호 변경
사용자 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정 보안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은 자주 하는 것
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규칙을 모두 충족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 환경 설정: 언어, 색상, 메일 화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메뉴들은 선택 시 바로
변경됩니다.



언어 선택: 메일나라 3.5 클라우드 버전은 ‘한국어’, ‘영어’,를 지원합니다. ‘언어 선택’ 항목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메일나라 3.5 클라우드의 언어가 선택한 언어로 바로 변경됩니다.



로그인 유지: 로그인 유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4, 16, 24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션이 자동으로 종료되어 로그아웃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웹메일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좌측 옵션 메뉴 표시 여부: 대량 메일, 세금계산서 메뉴를 화면에서 추가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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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메일 설정
H-2-1. 읽기 설정



메일 개수 기본 표시줄: 메일에 기본적으로 보일 메일 리스트 수를 설정합니다.
10/15/20/25/30/35/40/45/50/100/200/300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XSS 필터 사용: 정보의 노출, 쿠키 도난, 계정 및 신원 유출 방지를 위한 XSS 필터를 사용할 것인지 설
정 가능합니다.



이미지 표시: 받은 메일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미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메일 보기 방식 : 메일 보기 방식을 설정합니다.



개인메일함 설정: 개인 메일함의 펼침 여부를 설정합니다.



보낸메일함 읽음 표시: 보낸메일함에 있는 메일의 읽음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메일리스트 자동갱신: 자동갱신의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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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 삭제 설정



삭제 방법 : 지운 메일함으로 이동할지, 영구히 삭제 할 것인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간 : 지운 메일함의 저장 기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저장기간을 초과하면 지운 메일함에 있
는 메일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삭제된 메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H-2-3. 전달 설정
메일 전달 기능을 사용여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사용 여부 : 메일 전달 사용 여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수신 메일 삭제 여부 : 수신 메일 삭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주소 : 전달할 메일 주소를 최대 5개 까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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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4. 자동 분류

① 필터 목록: ‘자동 분류 필터 추가’에서 추가한 조건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 항목
의 위,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조건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고,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필터 조건의 정보가 리스트로 펼쳐집니다. 수정하고 싶은 정보를 다시 설정
하고 저장을 누르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자동 분류 필터가 삭제됩니다.

② 자동 분류 필터 추가


제목: 메일 제목으로 메일을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목에 조건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메일 제목
에 ‘견적서’가 포함된 메일을 분류하고 싶은 경우 제목에 ‘견적서’를 입력합니다. 여러 조건을 입력하
고 싶은 경우 ‘견적서; 견적 요청; 미팅 요청’과 같이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보낸 사람 이름: 보낸 사람 이름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 메일 주소: 보낸 사람 메일주소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참조 메일 주소: 받는 사람 및 참조에 입력된 메일 주소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메일함: 위 조건들에 부합하였을 때 메일을 어디로 이동시킬 지 설정합니다. ‘바로 삭제’ 선택
시 메일이 삭제되며, ‘새 메일함 만들기’로 할 경우 위 조건의 메일이 왔을 때 새 메일함이 생성되어
메일이 저장됩니다.

53

H-2-5. 직급 자동 완성
메일 작성 시 자동완성 메일 주소에 직급을 표시 여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H-2-6. 부재 중 응답
부재 기간에 메일이 수신될 경우 자동으로 발송되는 부재 중 응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응답 사용 여부: 부재중 응답 기능을 사용할 지 설정합니다.



부재중 메일 수신 여부: 부재 기간 중에 부재중 메일 수신 여부를 설정합니다.



부재 기간: 부재 기간을 설정합니다. 부재 중 응답을 ‘사용’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메일 수신
시 부재중 메일이 발송됩니다.



내용: 부재중 메일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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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7. 메일 쓰기 설정
메일 작성 시 사용하는 편집기, 자동 저장 기능, 언어, 저장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편집기 : 메일 작성 시 사용할 편집기를 선택하고 기본 글꼴과 폰트 크기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 : 메일 작성 시 자동 저장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일 쓰기 언어 : 메일 작성 언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보낸 메일함에 저장 : 메일 발송 시 보낸 메일 보관함에 저장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H-2-8. 서명 관리
메일 작성 시 사용하는 서명을 추가, 수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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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서명 추가, 수정, 삭제
1. 서명 추가 : 추가 버튼 클릭 시 서명을 추가 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①

제목 : 서명의 제목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 서명으로 사용 : 사용 상태 일 경우 메일 작성 하단에 서명이 표시됩니다.

③

편집 방법 : HTML 편집기 또는 텍스트 편집기로 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④

내용 : 서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메일 작성 에디터와 동일한 환경으로 쉽게 내용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취소 : 서명을 등록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서명 삭제 : 서명을 선택 후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3. 서명 수정 : 수정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작성한 서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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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9. 외부 메일 수신
외부 메일을 등록하여 원하는 메일함에 지속적으로 메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①

외부 메일 등록 리스트 : ‘외부 메일 등록’에서 설정한 외부 메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가져오기’를 누르면 외부 메일 서버의 저장된 메일을 설정한 ‘저장 메일함’으로 가져올 수 있
습니다. 메일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총 몇 개의 메일을 가져왔는지 상단에 표시됩니다. 가져올 메일이
많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는 외부 메일 수신 등록 후 처음 한번만 실행하면
되며,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외부 메일이 설정한 메일함으로 수신됩니다.



수정: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등록된 외부 메일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설정한 외부 메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외부 메일 등록


POP 3 서버명: 외부 메일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아이디: 외부 메일 서버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외부 메일 서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포트: 외부 메일 서버 연결 포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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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사용 여부: SSL 인증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복사본 저장: 외부 메일 서버에 메일의 복사본 저장 여부를 설정합니다.



자동 분류 사용 : 자동분류사용 여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메일함: 외부메일을 어떤 메일함에 저장할지 설정합니다. 새 메일함을 생성하여 새로 생성된 메일
함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Tip. G메일을 등록했는데, 메일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
① 구글(www.google.com)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②

로그인 후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액세스
(https://myaccount.google.com/lesssecureapps)로 이동하여 “사용 안 함”에서 “사
용”으로 변경합니다.

③

Google 계정에 대한 액세스 허용
(https://accounts.google.com/b/0/DisplayUnlockCaptcha)으로 이동하여 “계속” 버튼
을 눌러 액세스 권한을 설정 후, 다시 한번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확인 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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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0. EML 가져오기
외부에서 백업 받은 EML파일을 불러와 기존 또는 새 메일함에 메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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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스팸 센터
스팸 메일의 차단 수준과 스팸메일 삭제 설정 방법을 설정하고 수신 허용 설정 및 수신 거부 설
정을 할 수 있습니다.

H-3-1. 스팸메일 차단

① 스팸메일 차단 처리 순서: 스팸메일 차단은 총 4단계로 걸쳐 처리됩니다. 1단계로 수신 허용
목록에 등록된 계정 및 도메인은 스팸 필터 상세 설정과 관계없이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
다. 2단계로 수신거부 목록에 등록된 계정 및 도메인은 자동으로 스팸메일로 차단됩니다. 그
다음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설정한 스팸 상세 설정에 따라 스팸메일이 차단됩니다.
② 간편 설정/상세설정: 스팸메일 차단 설정은 설정 값에 따라 총 4가지 옵션으로 간편 설정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가 스팸메일 차
단 상세 설정을 지정한 경우 간편 설정의 옵션이 ‘관리자 설정’으로 선택됩니다.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은 상세 설정에 아무런 옵션 값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용 안 함’
선택 시 스팸 메일은 수신거부 목록만 차단됩니다.



기본 설정: 기본 설정 선택 시 상세 설정에서 S3까지 선택된 상태로 적용됩니다.



관리자 설정: 관리자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한 스팸 상세 설정 내역이 적용 됩니다.



사용자 설정: 스팸 상세 설정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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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 스팸메일 삭제



스팸처리: 스팸메일 처리 시 스팸메일함으로 이동/바로 삭제(휴지통 이동)/ 수신거부 목록에 추가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바로 삭제로 휴지통에서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된 메일은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



스팸메일 자동 삭제 기간: 스팸 메일로 분류 시 자동 삭제 기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스팸메일 이미지/링크 표시: 스팸메일에 대하여 이미지를 표시할지 아니면 숨길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H-3-3. 수신 허용
수신 허용 목록에 있는 메일 주소가 보낸 메일은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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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신 허용 설정: 수신 허용할 도메인이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입력시 ‘test.com’
과 같이 입력해야 하며 메일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ID@Domain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도메인이나 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수신 허용 목록’에 입력한 메일
주소가 생성됩니다.

② 수신 허용 목록: ‘수신 허용 설정’에 추가된 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이 표시됩니다.


메일 관리자가 수신 허용으로 등록한 도메인 또는 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 ‘관리자 수신 허용 목록’
에 표시됩니다.



수신 허용 목록에서 메일 주소 옆에 ‘삭제’를 클릭하면 수신 허용 목록에서 삭제 됩니다. 관리자가
등록한 수신 허용 정보는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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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4. 수신 거부
특정 메일 주소 또는 특정 도메인에서 발송되는 메일을 차단합니다.

①

수신 거부 설정: 수신 거부할 도메인이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입력시 ‘test.com’과
같이 입력해야 하며 메일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ID@Domain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②

수신 거부 목록: ‘수신 거부 설정’에 설정된 메일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메일 관리자가 수신 거부로 등록한 도메인 또는 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 ‘관리자 수신 거부 목록’에 표
시됩니다.



수신 거부 목록에서 메일 주소 옆에 ‘삭제’를 클릭하면 수신 거부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관리자가 등록
한 수신 거부 정보는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③

삭제 설정: 수신 거부 설정에 등록한 도메인 또는 메일 주소에서 발송된 메일의 삭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IP! 수신 거부와 허용이 중복된 등록된 경우 우선순위
수신 거부와 수신 허용 모두에 도메인 또는 아이디가 중복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수신 허용
이 우선 순위를 갖기 때문에 수신허용으로 간주되어 받은 메일함으로 수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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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량메일(부가서비스)
웹 메일 외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DirectSend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대량메일 서비스 이용 권한이 없는 경우 대량메일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대량 발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irectSend >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량메일 발송 사이트 다이렉트센드(https://directse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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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세금계산서(부가서비스)
웹 메일 외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다이렉트 빌 서비스가 신청된 경우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
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메일나라 > 부가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다이렉트 빌(https://v3.directbill.co.kr/newadmin/Htdocs/Log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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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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