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워프 메일서버
효과적인 메일 통신 및 협업 기능을 직원들에게

메일서버 v11-v12 제품 소개

(주)소프트메일
http://www.icewarp.co.kr

업무용 메일 서버
& 협업 서버 솔루션

회사에서 필요한 메일 솔루션은?
효율성
•
•
•

업체별 모델로 유연한 구축 비용 설계
사용자 당 또는 서버 당 가격 제안
숨겨진 별도 투자비 없음

단순성
•
•
•

•

대규모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채택
중앙 집중식 관리
직관적인 관리도구 – HTML5 기반의 웹
관리자
윈도우 및 리눅스에서 동작한 멀티 플랫폼
솔루션

성능
•
•
•
•

강력한 HTML 5 웹클라이언트 및
웹관리자
완벽한 API 지원 그리고 커맨드라인 도구
오프라인 클라이언트 및 모바일 동기화
풍부한 기능 들

보안
•
•
•

통합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및 안티스팸 기술
내부 직원간 메신저 및 VoIP 사용시 암호화
모든 데이터 및 통신은 암호화 처리

유연성
•
•
•

•

기업 성장에 따른 유연한 확장
한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
설정 페이지에서 3,000개의 옵션으로 회사에 맞는
인터페이스 선택
특정 모듈만 선택 사용 가능

안정성
•
•

2002년부터 메일서버 공급
전세계 2십만 고객 사가 선택하고 5천만 유저가
매일 사용

MS 익스체인지 및 리눅스 메일서버를 대체할 전세계 탑클래스 메일서버

효율성
장기적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
MS 익스체인지 서버의 1/4 TCO
•
더 낮은 하드웨어 사양으로 장비 비용 절감
•
리눅스와 같은 대안 운영체제 호환
•
MS SQL 라이선스 불필요
•
하이브리드 Active Directory 사용 – 모든 사용자에 대한
CAL 불필요 (모든 도메인이 AD의 부분이 필요 없음)
•
하이브리드 익스체인지 사용 – 일부 사용자는
아이스워프 서버를 그리고 일부는 MS Exchange
사용이 가능
•
추가 라이선스 비용이 없이 한 서버 상에서 선형적인
확장 가능 (유저 라이선스 별도)

•
•
•
•

개별 대규모 기업에 따른 기능 개발 가능
사전 분석 – 도입 전에 기업에 맞는 요구 기능
분석
고객을 위한 완벽한 고객지원
더 높은 보안

종합성
하나의 통합 인터페이스로 최적화된 모든 기능을 사용

•별도의 탭이나 윈도우 창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페이지 단일 인터페이스
•모듈 구조로 기업 성장에 따른 증설 가능
•시스코 인프라(음성메일, 시스코 전화 등) 통합 지원
•안티바이러스 및 안티스팸 통합

•
•
•
•
•

단순한 오픈 소스의 통합이 아니 정교한 기능의
결합
모듈 구조로 기업 성장에 따른 증설 가능
개인 설정에 의한 화면 설정 및 기능 확장
완벽한 그룹웨어 및 쉬운 공유 기능
모바일 동기화, Exchange ActiveSync

단순성
쉬운 채택 및 관리 – 설치에서 운영까지 5분이면 완료

표준 형식으로 모든 데이터 저장 – index
파일 불필요 (PST파일 및 Microsoft
Exchange 데이터 파일)
•
중단 없는 백업 – 별도의 백업 도구 없이도
쉽게 모든 데이터 저장
•
기술적 고급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운영
가능
•

•
•

•

특별한 요구사항 없이 바로 설치 (SMTP 센드메일
설정, IMAP 설정, 백신 설정)
직관적인 관리자 페이지, 로그를 통한 쉬운 오류
대처
멀티-플랫폼 – 운영체제간 쉬운 마이그레이션

아이스위프 서버 PR

아이스위프 글로벌 Company

•
•
•
•

15년이 넘는 이메일 전문 개발 경험
전세계 50개 국 이상의 협업 채널
200,000 고객사와 5천만 사용자
국내 3천 고객사

아이스워프 메일 서버 v11-v12 개요
IceWarp 메일 서버는 Windows & 리눅스 플랫폼을 지원하며 듀얼 안티스팸 엔진, 어베스트 바이러스 백신,
그룹웨어 서버, 메신저 서버, 통합된 웹 클라이언트, 스마트폰용 이메일 등을 포함한 프리머엄 서버
제품으로 국내 3천개 이상의 업체에서 사용중인 완전한 이메일 서버 제품입니다.

완전한 이메일 서버

이메일 전용의 완전한 메일서버로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이메일, 음성,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을 제공. 웹메일, 데스크탑, 태블릿 인터페이스 제공
온라인 협업
사용자는 연락처, 일정, 파일, 작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
또한 쉽게 미팅을 예약하고 회사 자원을 공유.
온라인 문서관리, 일정 및 예약, 공용/개인/공유 주소록
보안
멀티 레이어 보호기능은 20개 이상의 증명된 기술과 컴터치사의 실시간 RPD 스팸차단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카스퍼스키 또는 어베스트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로 부터
이메일을 보호. 안티바이러스 및 안티스팸 내장, 실시간 송수신 메일 감시

모바일 싱크
ActiveSync나 SyncML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메일서버 사이에서 이메일, PIM
데이터를 상호 동기화. 기기 분실시 RemoteWipe 기능으로 원격에서 스마트폰 초기화.
윈도우폰, iOS (아이폰/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기기

채팅 및 비디오 통화

웹메일 상에서 직원간의 메신저 기능을 통한 보안 메시징 기능을 제공. 오디오 및 비디오
통화, 오디오 컨퍼런싱, 완벽한 보안 VoIP 제공
구축형 및 클라우드 서비스
사내 구축형 메일서버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형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환경을 지원, SOAP API, 멀티플랫폼(윈도우, 레드햇, 우분투, 데비안 리눅스),
대규모 설치를 위한 클러스터링 이중화…

사용자 환경
윈도우 PC

•
•
•
•

윈도우 PC에서 아웃룩과 통합 또는 자체 웹메일을 통한 메일 사용.
아웃룩싱크 : 원격 프로비저닝, ACL 권한, iMIP 미팅 초청, 서버 규칙 통합 사용
HTML5 웹클라이언트 및 웹관리자
보안 SMTP/IMAP/POP3

MAC 환경

•
•
•

Native OS X 어플리케이션 지원
앱스토어 상에서 OS X 환경설정
메일, 메시지, 일정, 연락처와 쉽게 연동

모바일 환경

Exchange ActiveSync
(모바일싱크)
•
•
•
•
•

•
•

Exchange ActiveSync 공식 라이선싱
윈도우폰, iOS, 안드로이드 기기 지원

버전 2.5, 12.0, 12.1, 14.0, 14.1
메일, 연락처, 일정, 작업, 메모 등
기기 관리
ABQ (Allow/Block/Quarantine) 규칙
소프트 초기화 - 원격초기화

메일서버 기능
대용량메일 첨부 기능(SmartAttach)
IceWarp 대용량메일(SmartAttach ™)는 대용량 메일을 첨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일을 발송한 이후에도 첨부된
메일을 삭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 탑재
•
•
•
•
•
•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메일 발송시 로드를 절감
IceWarp 그룹웨어 저장공간에서 유연하게 관리
대용량 메일을 메일링 리스트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발송할 때에 매우 쉽게 사용
사용량을 크게 절감
메일을 외부로 발송할 때 큰 첨부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다운로드 링크만 발송

강력한 보안 이메일 서버
• SMTP, POP3, IMAP4 표준을 준수하며 모든 알려진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서버들과 호환
• 모든 서비스는 SSL/TLS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음
• 하나의 단일 서버 부터 클러스터링 및 로드밸런싱을 통한 서버 구성 지원

E-mail 아카이빙
•
•
•
•

자동화된 IMAP 통합 기능으로 별도의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 도입 불 필요
모든 송수신 메일을 아카이빙(보관)할 수 Sarbanes-Oxley(SARBOX) 법을 준수 함
모든 이메일은 트리 구조로 폴더에 저장하여
각 사용자의 IMAP 폴더에 간단히 드래그하여 저장, 이동, 관리

간편하고 다양한 서버 관리
• 윈도우와 리눅스 버전을 모두 제공
• 서버 관리는 웹 기반의 관리자 인터페이스나 윈도우용 관리자 콘솔을 사용하여 서버 관리
• 커맨드라인 명령어를 통해 서버를 관리

액티브 디렉터리 / LDAP 지원
• IceWarp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디렉터리 서비스와 문제없이 동기화 됨
• AD 서버에서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IceWarp 서버에 반영 됨

서버에서의 필터와 규칙
•
•
•
•

강력한 서버 상의 필터와 규칙을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 일부 사용자, 그룹, 도메인에 따라 필터를 적용 가능
서버 규칙을 사용하여 특정 메시지를 특정한 폴더로 이동, 복사 및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
첨부파일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특정 폴더에 보관할 수도 있음
이메일의 헤더나 푸터 수정 가능.

시스템 모니터
• IceWarp 서버는 자체 시스템 성능이나 서버 중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 및 정지된 서비스 시작 기능
• 자체 시스템 및 외부 시스템의 성능, 장애 여부 체크 가능
• 관리자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를 사용하여 시스템 상태에 관한 보고서 제출 기능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 서버에 내장된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수동, 반 자동, 자동으로 다른 메일서버로 부터 POP3, IMAP4 메시지
이전 가능(인증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이전 가능)
• 스마트 프록시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캡쳐하여 서버 상의 계정으로 메일 데이터 이전 가능

채팅 및 오디오/비디오 통화
메신저 서버 및 VoIP 서버를 통해 직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WebRTC 기술을
사용하여 직원들과 오디오/비디오 통화가 가능합니다.

• 오디오 및 비디오 통화
• 채팅 및 파일 전송
• 오디오 컨퍼런싱 및 화면 공유

통합된 아카이빙 기능 및 기록 검색
•
•
•
•

연락처 목록에서 자동 도메인 및 사용자 추가
메신저는 자동으로 모든 개인, 공유 통신에 대하여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아카이빙 기능을 제공
Sarbanes-Oxley 규정을 준수 함
사용자들은 IceWarp 웹메신저 검색 기록을 통해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색하고 접속할 수 있음

중앙화된 공유 메신저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 Jabber 및 XMPP 지원
• SOCKS 파일 전송 플록시
• 야후, MSN, AIM 게이트웨이

컨퍼런싱
•
•
•
•
•
•

WebRTC 오디오 컨퍼런싱
화면 공유
웹브라우저에서 WebRTC 클라이언트 사용
최대 25명까지 참여, 15명 동시 호출
서버 파일 폴더로 오디오 녹취
SIP SIMPLE 그룹 채팅

그룹웨어 기능
아이스워프 그룹웨어 서버는 사용자간, 그룹간, 기업간에 효과적으로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서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들은 파일, 작업, 연락처, 일정, 메모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업무
공유에 꼭 필요한 필수 옵션입니다.
그룹웨어
•
•
•
•
•
•
•

일정 접속 (CalDAV, OS X 지원)
연락처 접속 (CalDAV, OS X 지원)
파일 공유 (GroupDAV 및 WebDAV)
웹 폴더 (윈도우, 리눅스, Mac)
이벤트 및 리소스 예약 (iMIP)
공용, 공유 및 개별 폴더
GAL (글로벌 주소록)

일정 및 예약
• 쉬운 공유
• 미팅 초청 메일 발송 등 내부 외부 유저 들과의
상호작용

온라인 문서 관리
• 오피스 통합
• 오피스 문서 온라인 열기 및
저장
• 웹브라우저에서 문서
미리보기

웹메일 유저 인터페이스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팅 업체를 위한 브랜딩 기능
아이스워프 웹메일은 도메인 별로 메뉴와 버튼, 로그인 화면, 회사 로고 등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브랜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10가지 이상의 색상을 가진 스킨을 통해 회사 스타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구축 사례

아이스워프 선택
아이스워프 메일서버는 중소기업 부터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구축형 서버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메일
서비스를 고객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온-사이트 구축형
•
•
•
•
•

25유저에서 무제한 유저 까지
모듈별 라이선스 및 서버당 라이선스
무제한 유저 라이선스 모델 제공
멀티 플랫폼 (MS Windows, RHEL, 우분투, 데비안
Soap API

• 공유 및 분산 파일시스템
모두 최적화 (NFS, OCFS2,
Gluster)
• 아이스워프 서버를
클러스터 설치시에 역할
할당

•
•
•
•
•

25유저에서 무제한 유저 까지의 서비스 플랜
브랜드 및 화이트 레벨
수익 공유형 모델
고급 환경 설정
Soap API

• 서비스 및 노드 레벨에서
확장 가능
• 다른 노드의 간섭 없이
클러스터에서 노드
추가/제거

• Active/Active 설치
• Gallery3 백엔드(InnoDB
스토리지 사용)

아이스워프 구매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IceWarp 메일서버는 이 분야에 전문화되어 수 많은 고객 사/파트너 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메일서버 구축은 아이스워프에 일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icewarp.co.kr
• 블로그 : https://blog.softmail.co.kr

(주)소프트메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워 1305호
전화: 02-3486-9220, 메일 : sales@softmail.co.kr

(주)소프트메일(http://www.icewarp.co.kr)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워 1305호
전화: 02-3486-9220 팩스: 02-3486-9331 메일 : sales@icewarp.co.kr

www.icewar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