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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세대 전자메일 개요 및 구성 

▣ 전자메일 개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 Office365(메일 서비스 및 온라인 문서편집, 메신저, 화상회

의) 시스템 구축 
 

급변하는 IT트랜드에 적합하고, 교직원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에게 안정된 메일 서비스 제공 

- 교내 웹 메일 서비스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도 낮음 

- 교내 메일 용량 제한 문제 (현행 200MB) 

-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되어 최신 시스템에서 오류 

- 메일 송수신이 안 되는 문제 발생 (사업 계획서 등 중요 문서 누락 가능) 

- 용량 확대 및 사용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Ⅰ. 시스템 소개 및 기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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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세대 전자메일 개요 및 구성 

▣ 전자 메일 구성

Ⅰ. 시스템 소개 및 기본화면 

구 분  기 능 설 명

교직원 및 학생용 메일 

- 대학대표도메인(ID@chu.ac.kr)이름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메일 시스템 제공 

･교직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모두 이용 가능한 시스템 (라이센스포함) 제공 

- 사용자당 50GB 메일 저장 공간 제공 

- 팀 프로젝트등 학업의 보조 도구로 유용한 기능을 갖춘 메신저 기능제공 

･학생간, 교수/학생간 대화가 가능하게 계정 연동 

･학생 포탈에서 사용 가능한 연결 API 제공 

스팸 차단 

멜웨어 차단 기능 

- 학내 SPAM 장치 활용 

- 클라우드에서 호스트된 학생용 메일 스팸 방지 기능 제공 

- 학생용 맬웨어(바이러스등) 차단기능 제공 

통합계정 저장소 구축 
- 원활한 사용자 인증을 위해 디렉토리(AD) 서버 구축 

- 학생정보와 연계하여 디렉토리(AD)서버 동기화 기능 제공 

모바일 메일 지원(멀티 디바이스

)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아이패드, 갤럭시탭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메일 사용 

안정성 및 보안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및 99.9% 가동시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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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접속(Login 화면)

▣ Login 화면은 좌측 Metro UI로 구성된 기능 설명과 우측의 Login 기능으로 구성 

 - URL : https://mail.chu.ac.kr 

Ⅰ. 시스템 소개 및 기본화면 

[화면 설명] 
①  메인 메뉴 

- HOME : 로그인 화면 
- 제주한라대학교 : 대학 홈페이지 

- 도움말 : 온라인 도움말 

②  Member Login 

- ID 및 비밀번호 입력후 LOGIN 버튼 클
릭 

③  비밀번호 변경 

- 메일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 
- 최초 로그인시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 

④  기능 소개 
- 차세대 메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설명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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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접속(메일 비밀번호 변경) Ⅰ. 시스템 소개 및 기본화면 

▣ 처음 로그인시 또는 비밀번호 변경시 화면 

[화면 설명] 
①  메인 메뉴 

- 이름 : 이름 입력 
- 메일주소 : 메일 ID 입력 

- 이전 비밀번호 :  #wpwngksfk$#@!    
   è ( #제주한라$#@! 입력하면 됨 ) 

- 새 비밀번호 : 7자 이상 비밀번호 입력 
- 새 비밀번호 확인 : 새 비밀번호와 같은
 비밀 번호 입력 

②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변경 완
료후 변경된 비밀번호로 로그인 ① 

② 

! 처음 계정 생성시 패스워드가 초기화 
되었으므로 처음 로그인시에는 반드시
 패스워드 변경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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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접속(시간대 선택) Ⅰ. 시스템 소개 및 기본화면 

▣ 처음 로그인시 언어 및 표준 시간대 선택 화면 

[화면 설명] 
①  표준 시간대 선택  

- (UTC+09:00) 서울 선택 

②  저장 버튼 클릭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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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n UI

▣ 메일, 일정, 주소록, 문서 라이브러리, 게시판, 등 주요 기능 제공  

- 메일도움말 : http://office.microsoft.com/client/15/help/home?

Shownav=true&lcid=1042&ns=OLWAO365E&ver=15&v=15.0.934.0&mode=Desktop&helpid=ms.exch.owap.Mail&services=SHAREPOINTWAC_

EDU%2cMCOSTANDARD%2cSHAREPOINTSTANDARD_EDU%2cEXCHANGE_S_STANDARD 

Ⅰ. 시스템 소개 및 기본화면 

[화면 설명] 
①  버튼 클릭 : 새 메시지 작성 

② 폴더 목록 

③ 검색창 

④ 메시지 목록, 현재 페이지의 메시지 목록 

⑤ 읽기 창에서 받은 메시지에 응답하는 방법 :

 도움말 참조 
- 읽기 창에는     회신      전체회신     전
달을 클릭하여 메일 메시지에 응답 

 

① ③ ⑤ 

④ 

② 

! 자세한 기능은    버튼을 클릭하여 각 
화면에 해당하는 자세한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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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①  Outlook : 메일 확인 및 작성 화면 이

동  

②  일정관리 화면 이동 

③  주소록 관리 화면 이동 

④  뉴스피드 화면 이동 

⑤  웹하드 화면으로 이동 

⑥  직원 게시판 화면으로 이동 

⑦  사용자 명 및 로그인 여부 확인 

⑧  각 화면에 해당되는 사용자 매뉴얼 
화면으로 이동 

4. Main Menu Ⅰ. 시스템 소개 및 기본화면 

① 

▣ 메일, 일정, 주소록, 문서 라이브러리, 게시판, 등 주요 기능 제공  

② ③ ① ④ ⑤ ⑥ ⑦ ⑧ 

! 각 화면별 자세한 기능은  해당 기능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각 화면
에 해당하는 자세한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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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설명] 
①  메인메뉴에서 사이트 버튼을 클릭 

②  사이트 화면에서 직원게시판 클릭 

③  게시판 리스트에서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및 새 공지사항 만들기를 
클릭하여 공지사항 등록 

5. 직원 게시판 Ⅰ. 시스템 소개 및 기본화면 

② 

③ 

① 

! 각 화면별 자세한 기능은  해당 기능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 
 

! 공지사항 사용 권한이 없을 경우 권한 
신청 화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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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look을 이용한 백업방법 Ⅴ. FAQ 

▣ Outlook에서 기존 메일을 세팅하여 개별 PC로 메일 저장 
 - Outlook " 파일 메뉴 " 계정정보 " 계정추가 " 수동 설정 또는 추가 서버 유형 선택 "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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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look을 이용한 백업방법 Ⅴ. FAQ 

▣ Outlook에서 기존 메일을 세팅하여 개별 PC로 메일 저장 
 - POP 또는 IMAP(P) 선택 " 다음 클릭 " 사용자 정보 및 서버 정보 입력(아래 화면 참조) "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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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look을 이용한 백업방법 Ⅴ. FAQ 

▣ Outlook에서 기존 메일을 세팅하여 개별 PC로 메일 저장 
 - 계정 테스트 성공 후 닫기 클릭 " 마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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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look을 이용한 백업방법 Ⅴ. FAQ 

▣ Outlook에서 기존 메일을 세팅하여 개별 PC로 메일 저장 
 - Outlook화면 하단에 화면과 같이 메시지 받는중에서 모든 메시지를 다 받으면 백업 완료 

 - 이전 메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때 Outlook 화면에서 메일 확인  



For a better tomorrow 
국제화를 향한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