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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웹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데이터를 HUFS 메일로 이관하는 방법입
니다. (예전 메일을 확인 하셔야 하는 경우만 이관 하시면 됩니다. )

2

목차로이동

이관방법 1. 받은 편지함만 이관 2. 모든 편지함 이관
(GWMMO)

3. 모든 편지함 이관(썬더
버드)

추천 대상 (구)웹메일 중 받은 편지함
만 옮기셔도 되는 분

Outlook 프로그램 사용자
모든 편지함 이관 가능

모든 편지함 이관 가능
메일 사용량이 적은 분

준비 사항 (구)(신)메일 계정정보
POP 설정 정보

(구)(신) 메일 계정 정보
IMAP 설정 정보, 
GWMMO 프로그램

(구)(신) 메일 계정 정보
IMAP 설정 정보, 
G-suite 보안설정 변경,
썬더버드 프로그램

이관 가능
항목

‘받은 편지함‘ 만 모든 메일 함, 캘린더 모든 메일 함

장점 제일 쉬움. 제일 빠름. 모든 편지함 이관 가능, 
안정적임

모든 편지함 이관 가능, 
2번 방법 보다는 빠름, 

단점 ‘받은 편지함‘ 만 윈도우만 가능
많은 시간이 소요됨

1일 당 옮길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음



1. 받은 편지함만 옮기셔도 되는 분 : 방법 1

2. Outlook 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 : 방법 2

3. 용량이 많고, 안정적으로 모든 편지함을 옮기셔야 하는 분 : 방법 2
- GWMMO 프로그램 사용시 1 기가에 10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그동안 PC 를 켜 두셔야 합니다. 

4. 용량이 적고, 모든 편지함을 옮기셔야 하는 분 : 방법 3
- 용량은 1일 대역폭 한도가 500메가 입니다. 

- 방법 3의 경우 며칠 간 여러 번 나누어 이동해도 됩니다.

5. 빠르게 모든 편지함을 옮기시고 싶으신 분 : 방법1 + 방법 3
- 방법 1을 통해서 받은 편지함을 모두 옮깁니다. 

- 방법 3을 통해서 나머지 다른 편지함을 옮길 수 있습니다. 

3

목차로이동



1. 설정(우측상단 톱니바퀴->모든 설정 보기)을 클릭한 후, 

[계정 및 가져오기] 선택 후 [메일 및 주소록 가져오기]를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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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2. 계정을 입력한 후 [계속]버튼을 클릭 합니다. 

비밀번호에는 (구)웹메일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5

목차로이동



3. POP 서비스 정보 입력
- POP 사용자 이름 : 아이디
- POP 서버 : webmail.hufs.ac.kr  

- 포트 : 110번
- SSL : 체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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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4. 가져오기 옵션을 다음과 같이 체크하여 주십시오.

- 메일 가져오기 (필수체크)

- 가져온 메일의 사본을 서버에 남겨 둡니다. (필수체크) 
(체크하지 않으면 기존 메일에서 삭제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위 2개만 체크하면 그대로 받은 편지함으로 이관 됩니다. 

- 따로 라벨처리 하시려면 Gmail에서 라벨을 만드신 후, 체크박스4개다 체크합니다.

5. [확인]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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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6.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 합니다.

메일이 들어오면 읽지 않음 상태 입니다. 

… 버튼을 클릭 하여 페이지마다 읽은 상태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목차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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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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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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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Outlook 설치 방법
• 한국외대 홈페이지 상단 [대학생활] 에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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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활용하여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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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S Outlook 설치 및 실행
- MS Outlook 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mailto:ID@o365.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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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 설정
(1) 아웃룩 실행 후 좌측 상단의 파일 -> 계정설정 -> 계정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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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 설정
(2) 계정 추가 : [새로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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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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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설정
(3-2) imap 으로 추가 (Office 2016 기준)

• 전자 메일 계정 선택
• 수동 설정 또는 추가 서버 유형 선택
• POP 또는 IMAP 선택



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 설정
(4-1) imap 계정 설정 (Office 36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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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메일 서버 : webmail.hufs.ac.kr

받는 메일 포트 : 143

암호화 방법 : 자동 또는 사용 안함
보내는 메일 서버 : webmail.hufs.ac.kr

보내는 메일 포트 : 2173

암호화 방법 : 자동 또는 사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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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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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설정
(5) 설정 완료 후, 연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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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에서 (구) 메일을 imap 으로 설정
(6) 보내기/받기 클릭하여 Outlook 으로 메일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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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T 파일 추출하기
(1) 좌측 상단 파일 클릭 -> 열기 및 내보내기 -> 가져오기/내보내기 클릭
(2) 내보내기 – 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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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T 파일 추출하기
(3) Outlook 데이터 파일 (.pst) 선택
(4) 내보낼 계정 선택 후 다음 클릭
(5) 적당한 위치에 파일명.pst 를 입력 후 마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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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WMMO 설치 및 실행
(1) https://tools.google.com/dlpage/gsmmo 로 가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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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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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후 계정 엑세스를 허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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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관 설정
(1) 2단계 중 1단계 : 사용자 프로필
(2) PST 파일에서… 를 선택 후, 3번 단계에서 미리 추출한 pst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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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메일 이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스팸메일 및 휴지통은 체크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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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완료 후 HUFS 메일에서 확인
(1) 이관 된 메일은 HUFS 메일에 pst 파일명으로 된 라벨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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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준비 사항
1. (구)(신) 메일 계정 비밀번호
2. (신) 메일계정의 보안 설정
3. 썬더버드 프로그램

■ 작업 순서
1. 썬더버드 프로그램이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설정
2. IMAP 사용 허용
3. 썬더버드 설치 및 실행
4. (구)메일 설정
5. (신)메일 설정
6. 받은 편지함 및 보낸 편지함 이관
7. 개인 편지함 이관
8. 이관 완료 후 확인



썬더버드(Mozilla 사의 Thunderbird)는 메일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썬더버드를 활용하여 메일을 이관하면 약간은 복잡하긴 하지만, 

보낸편지함 및 구분된 편지함에 있는 메일들을 편지함별로 라벨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이관 소요 시간은 용량 및 네트워크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G 정도에 4시간정도 소요됩니다.

1. 썬더버드 프로그램이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설정
(1) 우측 상단의 Google 계정관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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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1. 썬더버드 프로그램이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설정
(2) 좌측의 보안메뉴 클릭 -> 보안수준이 낮은 앱의 엑세스에서 [엑세스사용설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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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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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1. 썬더버드 프로그램이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설정
(3) 보안 수준이 낮은 앱 허용 : 사용



2. IMAP 사용 허용
: IMAP은 계정의 메타정보를 활용하여 편지함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토콜 서비스입니다.

(1) Gmail 의 우측상단 설정 아이콘 클릭 후, 모든 설정 보기를 선택합니다. 

(2) [전달 및 POP/IMAP] 메뉴 선택 후, IMAP 사용을 체크한 뒤, [변경사항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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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3. 썬더버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 다운로드 주소 : https://www.thunderbird.net/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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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4. (구) 메일 설정
(1) 썬더버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이름은 구분을 해 줄 수 있는 명칭으로 작성합니다.

- 메일 주소 : 계정을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 (구)웹메일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하단의 [수동으로 구성]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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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35

목차로이동

4. (구) 메일 설정
(3) 수 발신 정보는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 수신 서버 : webmail.hufs.ac.kr

- 수신 포트 : 143

- 수신 SSL : 암호화 안함
- 발신 서버 : webmail.hufs.ac.kr

- 발신 포트 : 2173

- 발신 SSL : 암호화 안함

webmail.hufs.ac.kr

2173

암호화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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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4. (구) 메일 설정
(4) 설정 완료 후 테스트를 클릭 합니다. 

녹색으로 연결 성공을 확인 합니다. 

webmail.hufs.ac.kr

2173

암호화 안함



37

목차로이동

4. (구) 메일 설정
(5) 설정 완료 후 주의 팝업이 뜨면, 

하단에 체크한 후, 완료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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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4. (구) 메일 설정
(6) 편지함이 썬더버드에서 잘 보이는 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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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5.  (신) 메일 설정
(1) (신) 메일계정을 추가하기 위해 [개인폴더]에서 [이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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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5.  (신) 메일 설정
(2) (신)메일의 이름 입력 후 메일 주소와 (신)메일의 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3) [계속] 버튼을 클릭 합니다. (1월 4일 오픈 전에는 ‘수동으로구성＇을 클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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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5.  (신) 메일 설정
(4) Google 서버 정보를 자동으로 찾게 되면 녹색 V 표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신 서버 : imap.gmail.com , 

수신 포트 : 993

수신 SSL :  SSL/TLS 사용
수신 인증방법 : 평문 비밀번호
발신 서버 : smtp.gmail.com 

발신 포트 : 465

발신 SSL : SSL/TLS 사용
발신 인증 방법 : 평문 비밀번호

설정 진행 후,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녹색 V 표시로 서버가 찾아지면, 

[완료]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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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5.  (신) 메일 설정
(5) 만약 Gmail 정보가 자동으로 검색되지 않으면 상세 설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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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이동

5.  (신) 메일 설정
(6) 신규 메일에서도 설정이 완료 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좌측에 같은 이메일 주소로

2개의 계정이 연결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규메일(HUFS메일)은 편지 아이콘에 자물쇠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6. 받은 편지함 및 보낸 편지함 이관
(1) (구)웹메일의 [받은편지함]을 선택합니다. 

(2) 우측 메일 영역에서 Ctrl + A 를 눌러 전체를 선택 합니다. (선택 후 하늘색으로 표시됨)

(3)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를 선택 합니다. 

(4) (신)HUFS 메일 (자물쇠아이콘포함) 을 선택합니다. 

(5) [받은 편지함]을 선택 합니다. 

* 복사는 메일 용량 및 네트워크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 1Gbyte 에 1~2시간 정도 소요 )

* [받은 편지함]과 같은 방법으로 [보낸 편지함]도 이관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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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 편지함 이관
(1) (신)HUFS메일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여 [새폴더]를 선택 합니다.
(2) 새 폴더 창에서 편지함 이름을 입력하여 폴더를 생성합니다.

45

목차로이동



46

목차로이동

7. 개인 편지함 이관
(3) (구)웹메일에서 옮길 폴더를 선택 합니다. 

(4) 우측 메일 영역에서 Ctrl + A 를 클릭 하여 전체 선택 합니다. 
(5)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복사를 선택합니다.
(6) (신)HUFS메일 계정 ([열쇠] 아이콘이 있는 계정)을 선택 합니다. 
(7) 앞서 만들었던 이관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8. 이관 완료 후 확인
(1) 썬더버드의 신규 메일의 옮긴 폴더에 메일이 잘 이관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2) HUFS 메일에 로그인 한 후에 메일이 잘 이관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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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메일에서 사용하시던 주소록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주소록은 그룹별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1. 기존 메일의 주소록 임시 저장
- 주소록 메뉴에서 [가져오기/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팝업에서 [내려받기] 탭을 선택한 뒤, 다운 받은 주소록을 선택합니다.

- Outlook Express 를 선택한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주소록명.csv]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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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FS 메일에 로그인 한 뒤, 우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여 [주소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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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록의 좌측 메뉴에서 [가져오기] 클릭 후, 

[파일선택]에서 1번에서 다운받은 주소록명.CSV 파일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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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록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좌측에 등록한 날짜로 라벨이 생성됩니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시어 라벨 이름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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