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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구)웹메일 시스템은지난 2004년 서비스 오픈 후 현재까지사용하고있으나, 

이메일저장 용량의제한 및 파일첨부 등에 불편함이있습니다.

특히 저장공간증설(디스크 추가)을 위하여 많은비용과 투자가발생합니다.

이에 무제한용량을제공하며, 기존 이메일계정을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HUFS 메일로

2021년 1월 4일전환하게 되었습니다.

HUFS 메일은구글 Gmail 기반의이메일로보안성이매우 우수하며, 

특히 갈 수록 늘어나는스팸/피싱메일에 대한 차단기능이 탁월합니다.

HUFS 메일은충분한용량의 메일및 구글 드라이브저장공간을제공하며, 

구글 캘린더, Meet, Classroom 등의 온라인협업 플랫폼을제공합니다.

이러한협업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시대 뿐 아니라, 코로나19로점차 늘어난비대면 교육 환경에서도적극 활용될것으로 기대됩니다.

( Gsuite에서는 용량이무제한이었지만최근Workspace 로 리브랜딩되면서 학교 전체 100TByte 로 한정 됩니다. )

HUFS 메일이 1월 4일 오픈한 이후에는 (구)웹메일은발송이 제한됩니다. 

(구)웹메일은 2021년 2월 28일 까지만지원되기때문에, 그 전에 메일 전환을완료 해 주시기바라며,

기존 보관 중인이메일을 옮기셔야하는 분은제공되는가이드에따라서이메일은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보통신팀 : 031) 330-4515, 4548 , webmaster@hufs.ac.kr

목차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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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tes.google.com/d/1VuMLJ9w26hPqXeib0g7hr95beOBeXeaC/p/12djBUxRaw_6e09cgQu_95VAzeuz63u8F/edit


• 이메일 저장 용량의 제한

• 피싱메일 및 계정해킹의 빈번한 발생

• 브라우저 호환성 부족
(2021년부터 크롬에서파일 첨부 불가,
2021년 8월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 스토리지 부족 (단종된 스토리지로추가
불가)

• 매년 유지보수비 발생

AS-IS (기존 메일)

• 메일 주소 그대로 충분한 저장공간 제공

• 뛰어난 보안성으로 피싱/랜섬웨어 사고 발
생률 감소

• 다양한 협업 솔루션 제공 (구글 드라이브, 
행아웃 미트, 클래스룸 등 )

• 유지보수 및 스토리지 증설 비용 절감

• 교내 조직 정보 동기화

TO-BE (구글 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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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메일 HUFS 메일(구글 Gmail)

서비스 용량 교직원: 1GB / 학생: 300MB 학교 전체 합계(100 TB)

스팸/바이러스필터 별도솔루션으로 제공 제공(최고 수준)

캘린더 제공(공유불가) 제공(공유가능)

관리자 이메일 백업 가능(복구는 비용발생) 불가능

조직 메일(그룹스) 미제공 제공

온라인 문서도구
(협업도구) 미제공 제공

수신확인 전 메일 삭제 제공(학교 수신계정) 미제공

메일 용량(스토리지) 확대 불가 무상제공

브라우저 호환성
호환성 부족,

(크롬에서 2021년부터파일첨부 불가
2021년 8월 익스플로러 지원종료)

크롬 최적화, 
HTML5 규약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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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일사이트에접속 : https://mail.hufs.ac.kr

2. 기존에사용하던웹메일과비밀번호를입력한후 [로그인]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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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https://mail.hufs.ac.kr/


3. 아이디와비밀번호가정상일경우 “웹메일전환&비밀번호변경“ 화면으로이동

4. 종합정보시스템아이디, 비밀번호, 기존웹메일비밀번호, 새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을입력한후 [확인]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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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계정시작을위한 [동의]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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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UFS메일(Gmail 형식) 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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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웹메일에저장되어있는이메일데이터를 HUFS메일로이관하는방법입
니다. (선택사항)

- 몇가지이관방법이있지만, 구글에서제공하는 GWMMO (Google
Workspace Migration for Micorsoft Outlook) 으로안내드립니다. 

- GWMMO 는모든편지함의이관이가능합니다. 

- 윈도우OS의 Outlook 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 맥 or 리눅스사용자는썬더버드프로그램을통한이관을추천드립니다. 

- 소요시간이상당히오래걸립니다. (1기가에 10시간정도소요)

- 구글정책에위반되는메일이옮겨지지않을수있습니다. (스팸메일등)

* 이관에관한 3가지방법과상세한내용은별도가이드를참조해주십시오. 

12

목차로이동



13

■ 이관 준비 사항
1. (구)(신) 메일 계정 비밀번호
2. MS Office Outlook 프로그램
3. GWMMO (Google Workspace Migration for MS Office) 프로그램

■ 작업 순서
1. MS Office Outlook 설치 및 실행
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 설정
3. Pst 파일 추출
4. GWMMO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5. GWMMO 에서 (신)메일 로그인
6. 이관 설정
7. 이관 ( 1기가당 10시간 정도 소요 )
8. 이관 완료 후, HUFS 메일에서 이관된 메일 확인



14

- MS Outlook 설치 방법
• 한국외대 홈페이지 상단 [대학생활] 에마우스 올린 후, 우측 하단의 [Office365] 클릭
• Office365 회원 가입 후 Office 설치. Outlook 포함하여 설치
• Office365는 재학생 및 전임교원과 재직직원만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시에는 종합정보시스템 ID/PW 를활용하여 가입합니다.

• 가입 후 ID@o365.hufs.ac.kr 계정이 생성되며 로그인 후설치 가능합니다.

1. MS Outlook설치및실행
- MS Outlook 이이미설치되어있으신분은다음페이지로넘어가시면됩니다. 

mailto:ID@o365.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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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설정
(1) 아웃룩 실행 후 좌측 상단의 파일 -> 계정설정 -> 계정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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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설정
(2) 계정 추가 : [새로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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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설정
(3-1) imap 으로 추가 (Office 365 기준)

• 메일주소(hufs.ac.kr)입력 후 내 계정 수동으로 설정 체크
• IMAP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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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설정
(3-2) imap 으로 추가 (Office 2016 기준)

• 전자 메일 계정 선택
• 수동 설정 또는 추가 서버 유형 선택
• POP 또는 IMAP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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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설정
(4-1) imap 계정 설정 (Office 365 기준)

• 받는 메일 및 보내는 메일 설정 후 [다음] 클릭
• 암호 입력하고 [연결] 클릭

받는메일서버 : webmail.hufs.ac.kr

받는메일포트 : 143

암호화방법 : 자동또는사용안함
보내는메일서버 : webmail.hufs.ac.kr

보내는메일포트 : 2173

암호화방법 : 자동또는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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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설정
(4-2) imap 계정 설정 (Office 2016 기준)

• 계정 추가 화면에서 사용자이름 및 전자메일 주소 입력 합니다.
• 받는 메일 서버 webmail.hufs.ac.kr  보내는 메일 서버 webmail.hufs.ac.kr
• 로그온 정보에 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 입력
• 기타 설정 클릭 하셔서 [보내는 메일서버 (SMTP)인증필요]에 체크
• 받는메일서버 143, 보내는 메일 서버 2173 포트 확인

webmail.hufs.ac.kr
webmail.hufs.ac.kr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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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설정
(5) 설정 완료 후, 연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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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설정
(6) 보내기/받기 클릭하여 Outlook 으로 메일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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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T 파일추출하기
(1) 좌측 상단 파일 클릭 -> 열기 및내보내기 -> 가져오기/내보내기 클릭
(2) 내보내기 – 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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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T 파일추출하기
(3) Outlook 데이터 파일 (.pst) 선택
(4) 내보낼 계정 선택 후다음 클릭
(5) 적당한 위치에 파일명.pst 를입력 후마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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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WMMO 설치및실행
(1) https://tools.google.com/dlpage/gsmmo 로가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
(2) 윈도우 bit 에맞춰 설치 합니다. 

( bit 확인 법 : 윈도우의 내컴퓨터 실행 -> 내PC 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속성] 클릭 )

https://tools.google.com/dlpage/gs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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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WMMO 설치및실행
(3) GWMMO 프로그램을 실행 합니다. 

윈도우 좌측 하단의 검색 기능에서 Google Workspace 를 검색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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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WMMO 에서 (신)메일로그인
(1) 구글 로그인 창이 뜨면 메일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계정 엑세스를 허용 합니다.



28

6. 이관설정
(1) 2단계 중 1단계 : 사용자 프로필
(2) PST 파일에서… 를선택 후, 3번 단계에서 미리 추출한 pst 파일을 선택합니다. 

(3) 모든 데이터 이전을 선택한 뒤, 다음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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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관설정
(4) 2단계 중 2단계 : 이전 설정
(5) 캘린더, 주소록, 이메일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6) 메일 이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스팸메일 및휴지통은 체크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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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관
(1) GWMMO 를 활용한 방법은 이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1 기가에 10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2) 이관 중에는 PC 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3) 구글의 정책에 따라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 정책 상 스팸메일 또는 이메일이 규약이 맞지 않은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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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관완료후 HUFS 메일에서확인
(1) 이관 된메일은 HUFS 메일에 pst 파일명으로 된라벨 아래에서 보실 수있습니다.



기존메일에서사용하시던주소록을옮기는방법입니다.

주소록은그룹별로만옮길수있습니다.

1. 기존메일의주소록임시저장
-주소록메뉴에서 [가져오기/내보내기] 버튼을클릭합니다.

-팝업에서 [내려받기] 탭을선택한뒤, 다운받은주소록을선택합니다.

- Outlook Express 를선택한뒤, 다운로드를클릭하시면 [주소록명.csv] 파일이다운로드됩니다.

32

목차로이동



2. HUFS 메일에로그인한뒤, 우측상단의메뉴를클릭하여 [주소록]을선택합니다.

33

목차로이동



3. 주소록의좌측메뉴에서 [가져오기] 클릭후, 

[파일선택]에서 1번에서다운받은주소록명.CSV 파일을선택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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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록가져오기가완료되면좌측에등록한날짜로라벨이생성됩니다. 

[연필아이콘]을클릭하시어라벨이름을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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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웹메일이없으셨던분은새로회원가입을진행하시면됩니다. 
( 기존에 웹메일이 있으셨던 분은 2.1 메일 전환방법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1. 메일사이트에접속 : https://mail.hufs.ac.kr

2. [신규아이디신청]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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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메일계정등록의각약관에동의하신후 [동의]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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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정보시스템아이디, 비밀번호입력후, [확인] 버튼클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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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이메일입력, 종합정보시스템비밀번호와동일하게설정할지체크후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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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UFS 메일등록확인및구글동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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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FS 메일은구글 Gmail 기반의메일시스템입니다.

• 메일우측상단에한국외대마크가있으면 HUFS 메일에로그인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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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좌측의편지쓰기버튼을클릭합니다.

2. 받는사람과 제목을입력합니다. 

받는 사람또는 참조, 숨은참조는 공용연락처, 

개인연락처를기준으로자동 완성을지원하여
빠르게이메일 주소를입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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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 작성
하단의서식지정기능(A) 버튼을 이용하여본문작성이서식을지정할수있습니다. 순서대로폰트, 

글자크기, 두껍게, 기울임, 밑줄, 글자색, 목록, 서식제거기능을제공합니다

이미지또는파일을첨부하는기능을제공합니다. 

하단의클립모양아이콘에마우스를올리면추가첨부기능

아이콘들이펼쳐집니다. 로컬PC의파일을첨부하는기능, 

구글드라이브의파일첨부, 사진삽입기능, 링크, 이모티콘, 

초대장삽입기능을제공합니다.

4. 보내기
메일을다작성하고나면, 좌측하단의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메일이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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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처리를사용하면받은편지함의메일을전체보관함라벨로이동하여메일을삭제하지않고도 깨끗하
게 정리할수있습니다.

- 특정메일을휴지통에넣는대신안전하게서류정리용캐비닛에옮기는것과같습니다.

- 보관처리한메일은 Gmail 페이지왼쪽의 '전체보관함' 라벨을클릭하면모두표시됩니다.

• 메일 보관방법

1. 메일목록에서보관을원하는메일을선택합니다.

메일을선택하면상단의기능버튼이표시됩니다.

2. 상단의 [보관처리] 버튼을클릭합니다.

전체대화목록을삭제하거나대화에서특정메일한개를삭제할수있습니다.

휴지통에있는항목은약 30일 동안보관된후자동으로비워지며영구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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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삭제방법

1. 메일목록에서보관을원하는메일을선택합니다.

메일을선택하면상단의기능버튼이표시됩니다.

2. 상단의 [삭제] 버튼을클릭합니다.

메일을영구삭제하기위해서는휴지통에서메일을선택하고

[완전삭제] 버튼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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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ail에서는 폴더(편지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보다 효과적인 메일 관리를 위해 Gmail은 폴더 대신 라벨을 사용
합니다.

• 라벨을 사용하면 메일을 업무, 가족, 할 일, 나중에 읽기, 농담, 요리법 등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라벨은 일반적으로 폴더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 기능으로 하나의 메일에 여러 개의 라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 본인만 라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신자는 메일에 '가장 친한 친구' 또는 '나중에 읽기'라고 표시한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라벨에는 Gmail 에서 이미 정의된 수정 불가능한 시스템 라벨과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라벨로 나
눌 수 있습니다.

1.라벨목록가장아래에있는 [새
라벨만들기] 링크를클릭합니다.

2. 새라벨추가화면이표시되면라
벨이름을입력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라벨이생성되면우측의 아이콘
을클릭하여라벨색상을선택합니다

4. 라벨을삭제하거나 IMAP 비활성, 

활성등세부적인라벨관리를위해
서는 [라벨관리]를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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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은 보내는 모든 메일 하단에 자동으로 삽입되는 일종의 맞춤식 문구(연락처 정보나 좋아하는 인용구 등)입니다.

• 다중 서명 및 추가 도움말은 아래 URL을 참고해 주세요.

• https://support.google.com/mail/answer/8395?hl=ko

1. 오른쪽상단의톱니바
퀴 아이콘을클릭한다음설
정을선택합니다.

2. 기본설정 > 서명에사용안함에선택되어있
다면아래에선택을하고서명 내용 입력합니다.

3. 서명내용을모두입력하
고 나서하단의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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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를사용하면자동으로메일에라벨을지정하고보관처리, 삭제, 별표표시및전달할수있으며

스팸으로인식되지않도록할수도있습니다.

1.검색창에서아래쪽화살표
를클릭합니다. 검색기준을
지정할수있는창이표시됩니

다.

2. 기본설정 > 서명에사용안함에선택되어있
다면아래에선택을하고서명내용입력합니
다.

3. 검색창하단의이검색기준으로필터만
들기를클릭합니다. 검색결과를확인해야
할경우 x를클릭하면필터옵션이접힙니다. 

아래화살표를다시클릭하면입력했던검색
기준을포함하는창이다시열립니다.

4. 필터에서적용할작업을선택하세요.

5. 필터만들기버튼을클릭합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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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ail 액세스권한을위임하면다른사람이나를대신하여메일을읽고보내며삭제할수있습니다.

• 예를들어이메일권한을조직의관리자에게위임하거나가족에게위임할수있습니다.

• 대리인은주소록링크를클릭하여위임자의연락처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 또한편지쓰기창의받는사람, 참조또는숨은참조링크를클릭하여연락처를불러올수있습니다.

1.오른쪽상단의톱니바퀴아
이콘을클릭한다음설정을선
택합니다.

2.계정및가져오기탭을선택
합니다

3. '계정사용권한을부여할사용자목록'에서다른
계정추가링크를클릭합니다.

4. 내계정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할사람의이메일
주소를입력하고다음단계를클릭합니다. 학교메일주
소(@hufs.ac.kr)만입력할수있습니다

5. 확인메시지가표시됩니다. 확실한경우사용권한
을부여하는이메일보내기를클릭합니다.

6. 대리인은액세스권한을부여받았다는설명이첨
부된확인이메일을받게됩니다. 대리인이요청을확
인한뒤작업이완료되는데최대 30분정도걸릴수있
습니다. 대리인이사용자계정에대한액세스를확인했
는지보려면환경설정의계정탭을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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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사용자가받은편지함, 주소록또는채팅목록에서내이름위에마우스를가져갈때마다또는

• 내공개 Google 프로필을볼때선택한사진이표시되도록할수있습니다

1. 우측상단의톱니바퀴클릭후,

아래모든설정보기메뉴를클릭합니다.

2. 기본설정탭에서내사진의사진선택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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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프로필에서프로필사진을클릭합니다. 4. 프로필사진을추가합니다. 5. 추가한사진의사이즈를적당히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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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측상단의톱니바퀴클릭후, 

아래모든설정보기메뉴를클릭합니다.
2. 계정탭을선택합니다. 

3. 다른주소에서메일보내기의 [정보수정]을클릭합니다.

4. 보내는메일에표시할이름을입력한후, [변경
사항저장]을클립합니다.

• HUFS 메일은학사DB 와연계하여재직/퇴직및재학/졸업등상태와소속이반영되어계정명에적용되어있습니다. 

• 기본계정명을사용하지않고, 메일의보내는사람이름을수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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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일발송시우측하단의더보기메뉴클릭후
"수신확인요청"을선택합니다. 

수신확인 방법
- Gmail 기본수신확인방법

* Gmail 에서메일발송할때, "수신확인요청" 버튼을선택하여발송을해야합니다.

* 수신자가승인을해주어야확인이가능합니다.

* 수신자의메일종류에따라 "수신확인요청" 창이뜨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 Google 에서는수신확인도 Privacy 침해를한다고생각하여, 번거롭지만이러한절차를거쳐야하는점양해부탁드립니다. 

* 좀더편리한수신확인을위해영리를목적으로개발한업체의부가기능설치를활용할수도있습니다. ( 예) mailtrack ) 

2. 메일을수신한수신인은메일확인후, 수
신확인 Alert 창이뜹니다. '수신확인보내기'

를클릭하여야확인이가능합니다. 

수신메일의시스템에따라, 해당창이뜨지
않아수신확인이불가한경우도있습니다. 

3. 메일발송자에게수신확인메일이
발송됩니다. 

하단에수신확인시간을포함한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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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화면에들어갑니다.

발송취소 방법
보낸메일함에서는발송취소가불가능합니다. 

설정을통해발송전 대기상태에서최대 30초이내에만취소가가능합니다. 

2. 기본설정탭에서보내기취소의시간을선택한후하
단의 "변경사항저장"을클릭합니다.

3. 메일발송후에하단에설정한시간만큼
실행취소가능메세지가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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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메일로 들어오는 이메일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 이메일 주소로
자동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1. HUFS 메일에 로그인 한 후, '설정'화면에 들어갑니다.

2. [전달 및 POP/IMAP]을 선택한 뒤, 전달주소추가를 클릭하고 전달받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55

목차로이동



3. 전달 주소가 추가되면 전달주소를 확인한 뒤, 전달 받을 주소에 확인 코드가 전송됩니다.

4. 전달받을 주소에 메일이 도착하면 확인코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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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코드를 설정화면에서 입력합니다.

6. [한국외국어대학교 메일 사본을 받은편지함에 보관하기]를 권장합니다.
설정 후, 하단에 변경사항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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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은 Outlook 2019 이상 버전을 추천합니다.  
Outlook 2019는 Office365 를 통해 설치 가능합니다. 
Office 365 설치 안내 : https://office.hufs.ac.kr/ASP2/Default.aspx
안전한 구글 계정 보안을 위해, 2단계 인증 보안을 권장합니다.

1. Google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Google 계정관리를 클릭합니다.
- 좌측 보안메뉴 선택 후, 2단계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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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증 시작하기 -> 휴대전화번호 입력 -> 확인코드 발송 후 확인코드 입력
-> 2단계 인증 사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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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gle 계정 앱 비밀번호 설정
- 다시 Google 계정의 [보안] 메뉴로 돌아온 뒤, 앱 비밀번호를 클릭 합니다.
- 앱 비밀번호 생성하기에서 [메일] 및 [Windows컴퓨터] 를 선택한 뒤 생성버튼을 클릭 합니다. 
- 생성된 앱 비밀번호는 복사하여 기억해 둡니다. (Outlook 설정시 비밀번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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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utlook 설정
- Outlook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파일] -> 계정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 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고급옵션에서 [내 계정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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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아이콘을 클릭하면 암호 입력칸이 나옵니다.  
(2번에서 생성된 [앱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 Outlook 프로그램 안에서 구글 로그인 창이 뜨면 계정 및 Gmail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Google IMAP 은 기본으로 설정값이 세팅 되지만, 잘 안된다면 다음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 받는 메일 서버 imap.google.com  포트 993  암호화방법 SSL/TLS
* 보내는 메일 서버 smtp.google.com  포트 465  암호화방법 SSL/T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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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look 프로그램 안에서 구글 로그인 창이 뜨면 계정 및 Gmail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2단계 인증으로 인하여 휴대전화로 SMS 를 발송한뒤, 확인코드를 입력하십시오.
- Google 인증이 완료되면, 동의 절차를 거쳐 설정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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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에서기본적으로설치되어있는 Gmail 앱 기준으로안내드립니다.

1. 설정화면에서 Google 메뉴클릭. (Google 메뉴가없다면계정메뉴선택 후계정추가에서 Google 선택)

2. 기본 Gmail 옆의화살표클릭한뒤, 다른계정추가선택

3. 계정에 HUFS 메일입력후 비밀번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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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완료후 동의버튼클릭

5. 다시설정의 Google 메뉴로들어가서기본계정은기존에사용하던계정을선택하는것이좋습니다.

6. Gmail 앱실행

65

목차로이동



7. Gmail 앱의우측상단에계정클릭

8. 추가한 HUFS 메일계정선택

9. HUFS 메일추가가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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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은기본으로설치된메일앱기준으로안내드립니다.

1. 아이폰설정메뉴에서 [Mail] 을선택합니다.

2. [계정추가]를선택합니다.

3. [Google ]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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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정이메일을입력합니다.

5. 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6. Mail 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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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ail 앱을실행합니다.

8. 메일상자에 Gmail 이 포함됨을확인합니다.  여러 Email 이 연동되어있다면 Gmail 을 확인합니다.

9. 메일이잘들어왔는지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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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메일을 사용 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템플릿 사용으로 쉽게 이메일을보낼 수 있습니다. 

- 학교의 공식 레터 서식을 사용하고자할 때

- 크리스마스나 새해 인사를 이메일 카드 형식으로보내고자 할 때

- 자주 받는 질문이 포함된 메일을 받을 때, 같은 내용의 답장을 입력 하는 경우 등

1. 템플릿 사용 허용하기

-우측상단의설정버튼클릭 후, [모든설정모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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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탭에서 템플릿사용으로설정한후, 변경사항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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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템플릿복사하기

-사용자가이드매뉴얼사이트에접속 : https://sites.google.com/hufs.ac.kr/guide/

- HUFS메일사용법 -템플릿사용메뉴에서원하는템플릿선택

-내용 부분에서마우스로드래그한뒤, 마우스우측버튼을클릭하여복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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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템플릿 만들기

- Gmail 로 들어가서 메일 쓰기 클릭

- 2번 단계에서복사한 내용을 메일 내용 안에사 붙여 넣기 (2번에서 복사한 화면과 같은 서식 화면이 메일 안에 들어
가야 합니다. )

- 우측 하단의 ... 버튼을 클릭한 후, [템플릿] -> [템플릿으로 임시보관메일 저장] -> [새 템플릿으로저장] 클릭

- 새 템플릿 이름 입력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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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템플릿 사용하기

- Gmail 에서 메일 쓰기 클릭

- 우측 하단의 ... 버튼 클릭을 클릭한 후,  [템플릿] ->  3번단계에서 입력한 템플릿 명칭 선택

- 저장된 템플릿이 메일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 입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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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계정은이번에학교에서@hufs.ac.kr 도메인을 Google 계정으로가입하기전에, 

사용자가직접 Google 서비스에@hufs.ac.kr 계정으로가입하신경우발생합니다. 

중복계정정보 Google 도움말 :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062710?hl=ko

1. G Suite 계정과개인 Google 계정분리.

-계정 2개가충돌이날 경우, 기존에개인이만든 Google 계
정을백업한후 삭제해야합니다.

-계정자료백업 방법(기존계정 -> 임의 Gmail 로 자료 옮기
기)

-아이디%hufs.ac.kr@gtempaccount.com  를 아이디로
하여 Google 에서 로그인합니다. 

-비밀번호는기존 개인 Google 계정의비밀번호입니다.

-로그인이완료되면, 기존계정에있던데이터를본인의
Gmail 로 전환 절차를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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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메일은학과또는 부서메일과같이개인메일이아닌공용으로사용하는메일을말합니다. 

2. 아래 URL 로 접속합니다

- https://mail.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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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와비밀번호가정상일 경우 "웹메일전환 & 비밀번호변경" 화면으로이동됩니다.

4. 계정명, 부서명을입력한후, 기존웹메일비밀번호와새비밀번호를확인한뒤 [확인] 버튼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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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계정 시작을위한 [동의] 버튼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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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메일은학과또는부서메일과같이개인메일이아닌공용으로사용하는메일을말합니다. 

2. 공용메일신청은전자결재를통해진행되며, 부서장의결재가필요합니다. 

3. 전자결재시스템에로그인하신후, 상단결재매뉴선택 -> 좌측의정보통신팀선택 -> Email 계정신청서를선택하
여 주십시오.     

79

목차로이동



4. 기안기에서신청자정보(사번,성명,연락처,신청자Email)을입력하시고, 희망계정정보를입력해주십시오

5. 결재정보창에서문서정보(기록물철), 결재선, 수신자(정보통신팀글로벌)을선택하여추가하시고결재후발송하여주
십시오. 기록물철이없는경우, 아래 6번단계와같이기록물철을먼저생성해주셔야합니다.

6.  위 5번단계에서문서함이없는경우는아래이미지처럼문서함을먼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 문서함 -> 관리 -> 비공식문서기록물철 -> 추가 -> 문서함명입력하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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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검색 창에서 Chrome 웹 스토어를검색하여들어갑니다.

2. 좌측상단의검색창에 streak로검색후 Streak CRM for Gmail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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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rome에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 후 alert창에서확장프로그램추가버튼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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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UFS 메일로 로그인한브라우저에서 gmail로 들어갑니다.

6. Streak 안내페이지가뜨면중간의 Google로로그인버튼을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가뜨지않을경우 우측강아지이미지하단의 Google로로그인 버튼을클릭하시면됩니다.)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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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하는 HUFS 메일 계정을선택합니다.

8. streak에서해당계정에엑세스할 수있도록 허용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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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팀에 Streak를 사용하십니까?” 라는물음에는 “아니, 나만” 을클릭합니다.

10. 다음으로 “나는여기에 있다. 만이메일 추적용”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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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정 완료후메일을송신하게되면 보낸편지함에서보낸메일우측에회색눈동자그림이표시됩니다.

12. 수신자가메일을확인했을경우, 녹색눈동자로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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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내에서는 Gmail 접속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HUFS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우회하여 사용 하셔야 합니다

1. 메일 자동 전달 기능을 활용한 메일 확인

- 메일 자동 전달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사용가능한 Email 로 자동전달하는방법입니다. 

- 메일 자동 전달 세팅방법 (가이드 3.10 참조)

2. VPN 을 활용한 방법
- VPN 은 인터넷 접속 트래픽을 암호화 하여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접속하는지숨기는 기술입니다. 
- 중국에서는이러한 VPN 을 통해 Gmail 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VPN 은 대부분 유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색을 통해 무료 사이트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참조 URL : 중국용 VPN 사용 관련 블로그

87

목차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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