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Warp
온라인 메일 및 협업의
새로운 길



IceWarp는?
IceWarp는 기업의 협업 및 통신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제품은 이메일, 팀채팅, 음성 및
화상회의를 제공합니다.



올-인-원
최근의 추세는 올-인-원 개념의 구현입니다. 

대시보드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입니다.

이메일, 일정, 연락처, 채팅, 팀채팅, 문서, 화상회의.

아이스워프는 이메일 분야의 기술 리더이며 혁신의 상징입니다. 메일과 팀채팅, 

화상회의 등의 혁신적 기술개발에 멈추지 않습니다.



About IceWarp

20년 이상의 이메일 솔루션 개발의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

체코 프라하를 베이스로 전세계 영업 활동

모든 개발자는 체코에 있으며 80명 이상이 전담

2016년에 경쟁업체 Mirapoint 인수

한국파트너 ㈜소프트메일을 통해 20년 동안 활동

www.icewarp.com

ICEWARP

http://www.icewarp.com/


온-프레미스 설치형 및 클라우드 상품

전세계 7개의 데이터센터 운영:

미국: Virginia, USA, Mexico

유럽: Czech Republic, Germany, Italy, Netherlands 

아시아 : 터키, 바레인

전세계 5천만 사용자 및 5만 고객사 (국내 3천 고객사)

전세계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파트너십

www.icewarp.com

ICEWARP의 현재

http://www.icewarp.com/


전세계 고객사 (실 운용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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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Warp는 익스체인지 또는 O365만큼 좋은 도구입니다. 고객의 솔루션 전환을 위한 마이그레이터를 제공

기능 설명

Email 서버 윈도우 및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강력하고 보안성 높은 이메일 서버

팀채팅(TeamChat) 팀 및 프로젝트 조직이 사용하는 협업 도구인 그룹 채팅

보안(Security) CYREN 안티-스팸, Kaspersky 백신, 이메일 암호화, 프로토콜 보안

일정 및 협업 일정, 연락처, 글로벌 주소록, 작업관리, 메모, 미팅, 화상회의 예약, 모바일 접속

오피스 문서 온라인 문서 편집, 협업 편집, 대용량 첨부파일 저장, 공유 등 리비전 관리

화상회의(Conferencing) 최대 200명 까지 지원가능한 비디오 화상회의, 화면공유 및 녹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IceWarp 메일서버 제품
사용하기 쉽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MS365나 구글 앱스 등의 대안 이메일 솔루션입니다.

또한 보안을 고려하여 사내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이 적용됩니다.



원 인터페이스로 통합

대시보드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에 쉽게 접근하고 모든
기업 어플과 연동하여 메일과 협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 이메일

팀채팅

문서

화상회의

주요 어플



한 곳에서의 협업

팀채팅 문서 화상회의
팀채팅은 기본으로 무상 제공되는

협 업 을 위 한 개 인 & 단 체 채 팅

솔루션입니다 . 메일이나 파일 , 대화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동료들과

전달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서 편집은 웹클라이언트 상에서 직접 파일

편집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오피스 프로그램 설치

없이 편집 가능하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호환됩니다. 문서 편집은 별도 서버 구축이 필요한

유료 옵션 제품입니다.

최대 200명까지 화상회의가 가능하며 ,

사용자간 채팅이나 화면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화상회의 구축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료 옵션

상품입니다.



데스크톱 & 모바일 어플



MS 아웃룩 및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MacOS & Windows 10 지원

웹클라이언트

웹 & ActiveSync

MS 아웃룩

모바일 기기 (iOS, 안드로이드)

표준 웹 브라우저

Mac & Windows

사용자 접속

대부분의 모든 클라이언트 기기 지원



쉬운 설정 및 사용자 관리

웹관리자 기능을 통해 시스템 관리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전체를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설치형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 관리

실시간 통계

API 접속

주요 특징



EMBEDDED 3rd PARTY 기술
산업 표준 기술을 OEM으로 도입하여 기능과 성능에서 안정성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스워프는 아래
제품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데이터싱크 및 원격제어를 위한 Exchange 프로토콜
(ActiveSync)

실시간 안티스팸 엔진

이메일 바이러스 검출 엔진

온라인 문서 편집 솔루션으로 MS오피스의 대안 솔루션입니다.

아웃룩과 같은 데스크톱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ICEWARP 솔루션 종류

온-프레미스 설치형 클라우드 SAAS

100 - 500,000 유저 5 - 50,000 유저 SMBs, SOHO: 5 - 1,000 유저, ISPs: 5,000 유저부터

고객사의 윈도우 또는 리눅스 서버에 설치 아이스워프 데이터센터에서 관리, 3일 단위 백업 연간구독 방식의 고객사 서버 설치 운영

데이터 및 관리를 고객사가 전체 제어 및 관리 서비스 플랜에 따른 기본 또는 고급 관리자 기능 제공 서비스 플랜에 따른 기본 또는 고급 관리자 기능 제공

Microsoft Exchange, Zimbra, Open Xchange 등과 호환 Exchange Online, Office 365, Google Apps 호환 Open-Xchange, Exchange Online, RackSpace 호환



향후 클라우드 전략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대로 아이스워프 역시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 메일 및 협업 솔루션을 설치형과
클라우드 서비스 2원화하여 진행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Q4/2015 Q4/2019Q2/2017Q4/2016

미국 워싱턴

체코

독일

이탈리아

White-label offer 

for other ISP’s

Q2/2018

바레인

터키

Q3/2020 Q1/2021

멕시코



예정 중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Q3/2022 Q4/2022Q3/2022

이란

말레이시아 Italy

White-label offer 

for other ISP’s

Q1/2023

스위스, 스웨덴인도

\\\\Q2/2023

남미, 한국?



IceWarp customers

전세계 ICEWARP 고객사



Learn more
For further public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ww.icewarp.co.kr

(주)소프트메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워 1305호

전화: 02-3486-9220, 메일 : sales@softmail.co.kr

http://www.icewa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