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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로운 설계

ㆍ IMAP기반이 아닌 DB기반으로 제작되어 서버부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점을 제공함.

- 수십만건이상의 메일보관가능,  메일 본문 검색지원

- 메일 내용이 DB에 저장되어 그룹웨어/인트라넷과 통합 작업이 간편함.

2.웹메일 주요 기능

ㆍ로그인시 보안IP, 편지쓰기시 대용량파일첨부 및 개인별보내기(메일링발송용)지원

ㆍ내부 메일서버내에서의 메일발송취소(회수) 지원

ㆍ메일 포워딩, 메일링 리스트, 부재중 자동응답, 외부 메일(POP3), 메일 자동분류

ㆍ개인/공용주소록, 개인/공용일정관리, 공용게시판(부서별지정가능)

ㆍ멀티도메인 지원(호스팅업체를 위한 도메인별 관리툴 및 자동화 스크립트 제공).

ㆍ웹관리툴에서 도메인/회원/화이트IP/블랙IP/릴레이IP/용량제한 등 대부분의 관리가능.

3. 데모사이트 - https://nm3.passkorea.net/

ㆍ데모사이트에서 '일반사용자'부터 '서버관리자'까지 모든 테스트가 가능함.

1. 웹메일 특징

https://nm3.pas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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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팸메일 차단

1.스팸포인트제

ㆍ 스팸 검사시 특정 단어만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검사항목별로 가중치를 부

여해서 합계점수가 일정점수를 초과했을 때 만 스팸으로 분류하도록 처리해서 보다 안정

성이 뛰어남.  즉, 스팸으로 잘못 분류되는 메일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2.스팸필터 업데이트

ㆍ 계속 변화하는 스팸패턴을 위한 스팸필터의 업데이트 무상제공.

3.실시간 차단 목록(RBL) 지원

ㆍ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KISA RBL과 해외 주요 RBL 기본 지원.

ㆍRBL에 걸린 메일은 바로 삭제하거나 스팸편지함으로 받도록 선택가능.

4. 수신허용/수신거부 지원

ㆍ스팸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특정 주소는 수신허용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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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별 스팸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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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바이러스메일 차단

Virus-Wall

SMTP

Queue처리

Virus
Yes

Reject

No
필터엔진

메일저장

Filter Reject

ㆍ기본 제품에는 스팸차단 기능만 지원되며, 바이러스 차단은 옵션임.

ㆍ메일서버내에서 연동되어 검사되므로 고가의 ‘메일서버 전용 백신’이 불필요함.

ㆍ매일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하므로 별도의 관리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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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웹하드

1. 웹하드 기본기능

- 트리구조의 다중 폴더 관리 지원

- 디비를 사용한 빠른 파일 검색 및 정렬 지원

- ActiveX 컴포넌트를 사용한 대용량 업로드/다운로드 지원

- 편지쓰기시 웹하드내의 파일을 첨부가능

2. 공용 웹하드기능

- 회원 그룹(부서)별 공용 웹하드 지원

- 관리자/일반 사용자에 따른 권한 설정 가능

3. 웹하드 Guest 계정기능

- 내부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거래업체에 대해 손님용 임시 계정 지원

4. 관리자모드

- 사용자/도메인별 용량 제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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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메일호스팅 서비스

1.사용용도

ㆍ호스팅 제공 사업자나 회사내에 여러 개의 도메인을 보유한 경우를 위한 기능.

2.멀티도메인 지원

ㆍ서버내에 도메인수의 제한없음.

ㆍ도메인별 세부설정, 웹메일 스킨(디자인), 회원관리, 용량제한 지원.

3.자동화 스크립트 지원

ㆍ호스팅 자동화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도메인/회원 추가 쉘스크립트 지원.

4.데이터 분산 지원

ㆍ도메인별, 회원수별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므로 사용량이 늘어나도 서버 부하를 최소

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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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입 시점으로 부터 1년간 무상 업그레이드 지원.

(버그 패치는 계속 제공됨)

ㆍQ&A 게시판, 전화상담, 메일상담 지원

ㆍ긴급 지원(서버원격점검)

ㆍ초기 1회 무상설치지원(원격) 

ㆍ통합인증(SSO) 모듈 상담

6.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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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ferenc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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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ference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