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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아직도 기업의 중요 자료를
직원 개인의 메일로 주고 받으십니까?



웹메일 특징

 10명 당 월 5천원, 20GB 제공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보안, 백업, 유지보수 등은 이카운트에서

모두 제공

 현재 보유한 도메인 그대로 사용 가능

 메일발송 시 최대 2GB 까지 첨부가능 한 대용량 파일첨부 기능 제공

국내 최대가격, 최대용량 기업 경영자료 보안

 기업의 중요 업무자료를 개인메일로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보완 가능

 각 직원별 메일 사용권한과 보안 설정 기능

 직원 퇴사 시 경영자료의 유실 및 소실을 방지할 수 있음

IMAP/SMTP 동기화 지원

 강력한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동기화 기술 적용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MAP 기술 적용으로 POP3보다 한 단계

진보된 서비스 제공 (POP3도 가능)

 아웃룩, 모바일 기기와의 동기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메일 송수신

 모바일 앱(App)에서 읽은 메일은 웹에서도 읽은 것으로 표시되며, 어느

한쪽에서 메일을 삭제하면 똑같이 삭제되어 실시간 동일한 상태를 유지

ERP, 그룹웨어 확장성

 ERP와 웹메일을 함께 사용하면,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한번의 접속으로 ERP와 웹메일, 그룹웨어를 통합 관리

 별도의 접속과정 없이 ERP 내에서 웹메일 수신리스트 확인 및 메일

솔루션 접속 가능

 ERP 내 메일 수신리스트의 확인 및 수신메일의 실시간 알림 기능

 ERP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의 양식 발송 가능



 이카운트는 내부 정보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자 ISO 27001과 ISMS 인증을 취득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안 국제 표준으로 114개의 항목을 토대로 기업의 보안 능력을 점검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부여하는 보안 인증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0개의 체크리스트를 평가

ISO27001, ISMS 인증 취득

안정적인 시스템

 세계 최고의 보안 수준을 갖춘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서버 보관

 AWS 보안 시스템 적용으로 DDoS 등 해킹으로부터 안전

 보안 전문 인력이 서버/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백업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eml 확장자 파일로 백업 가능

 메일 자료의 중요 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되고 암호화 되어 송수신

보안 / 안정성



가격 정책

 15일 무료 평가판은 기업의 도메인과 변경할 네임서버정보를 적용하기 때문에 유료회원의 사용환경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무료 평가판 기간 중 언제라도 유료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카운트 웹메일의 요금납부 방식은 12개월 선납방식이며, 최초 가입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 류 이카운트 웹메일 가격정책

이용료(VAT 별도) 12개월 60,000원 (10 User / 20GB, 선납)

가입비 무 료

계정 추가비용 10 User 당 5,000원 (10명 단위로 추가 가능)

메일 용량 10 User 당 20GB 제공 / 계정당 최소 1GB, 최대 1TB 부여 가능

메일 프로토콜 IMAP, POP3 동시 지원

비 고 15일 무료 평가판 제공

국내 최저가격! 최대용량! – 10 User 당 월 5,000원 (20GB 제공)



웹메일
기능 구성

커피 한잔 값으로 기업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최저가격, 최대용량

국내 최저가 수준의 가격

 이카운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메일 솔루션으로 국내 최저가 수준으로 서비

스 제공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회사 도메인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

 최초 가입비, 서버구축비용, 전송망 이용료, 각종 유지보수비용 없음

 10명 당 5천원, 20GB 제공

최대용량 제공

 ERP와 웹메일을 함께 사용하면,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한번의 접속으로 ERP와 웹메일, 그룹웨어를 통합 관리

 별도의 접속과정 없이 ERP 내에서 웹메일 수신리스트 확인 및 메일 솔루션 접속 가능

 ERP 내 메일 수신리스트의 확인 및 수신메일의 실시간 알림 기능

 ERP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의 양식 발송 가능

채널 1개월 12개월 용량

이카운트 5,000원 6,000원 20GB

cafe24 6,000원 64,800원 10GB

아이네임즈 18,000원 198,000원 2GB

메일플러그 18,000원 205,200원 무제한

후이즈 19,600원 211,680원 20GB

가비아 20,000원 228,000원 50GB

2022년 12월 06일/10명 기준



혁신적인 동기화 기술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은 이메일 클라이언트 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기술로 POP3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서비스

 아웃룩(Outlook), 모바일 기기와의 동기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메일 송수신

 모바일 앱(App)에서 읽은 메일은 웹에서도 읽은 것으로 표시되며, 어느 한쪽에서 메일을

삭제하면, 똑같이 삭제되어 동일한 상태를 유지

 이카운트 웹메일은 IMAP 및 통신규약 모두 지원

IMAP을 적용한 혁신적인 동기화 기술

POP3 방식과의 차이

 POP3 (Post Office Protocol 3) 는 메일 클라이언트가 메일을 사용자 자신의 PC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웹 상에서 삭제하더라도 POP3는 따로 삭제가 되지 않지만, IMAP은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

하여 바로 반영되어 웹 상과 동일한 메일 데이터 확인이 가능

 IMAP 방식 적용한 메일 서비스업체: 이카운트, 구글(Gmail), Yahoo 등



웹메일과 ERP의 결합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의 모든 자원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이카운트 ERP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 웹 기반 ERP

 이카운트 웹메일은 독립적인 패키지로도 사용가능하며, 이카운트 ERP 및 그룹웨어

와도 상호 연계하여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음

기업 업무관리의 필수 솔루션! ERP!

ERP와 통합 업무 관리

 별도의 접속과정 없이 ERP 내에서 메일 수신리스트 확인 및 메일 솔루션 접속

 관리자는 ERP 내에서 직원들의 메일사용계정 부여 및 접속 차단 설정

 새 메일 도착 알림 기능을 통해 수신된 메일을 신속하게 열람하여 처리

 접속한 ERP의 메인 화면에서 받은 메일함의 수신 리스트 확인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ERP에서 작성한 거래문서 메일 발송 가능



강력한 보안, 스팸엔진

스팸메일 차단 설정

 강력한 스팸엔진으로 서버상에서 일차적으로 스팸메일 차단

 사용자가 스팸차단 주소/문구를 직접 생성하여 원치 않은 메일 최종적으로 차단

 개인별 스팸설정에 따라 차단된 메일을 별도의 메일함으로 이동 및 영구삭제

 스팸메일의 분류조건을 등록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메일을 스팸메일함으로 자동 전송

 스팸메일함의 메일 보관기간을 최대 14일까지 설정 가능

 사용자별 스팸메일 차단 등급 설정

보안 및 안정성

 웹메일 사용자의 중요 자료는 모두 암호화 되어 저장

 수신된 메일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보관되며, 주기적인 백업이 이뤄집니다. 

▶ 데이터/서버 보안 정책

•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서버 보관

• 비인가자의 정보 접근 차단

• 데이터 접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추적 관리

• 재해 상황에서의 데이터 복구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메일 송수신

 수신 받은 메일을 보낸 사람, 제목, 받은 날짜, 용량별로 정렬

 받은 메일함 및 사용자가 추가로 생성한 메일함별 상세 검색기능

 수신메일의 자동분류설정 및 수신차단 기능

 수신 받은 메일 중 중요메일을 체크하여 별도의 메일함으로 이동

 이카운트 ERP를 사용하는 경우 새 메일 도착 알림 기능을 통해 읽지

않은 메일을 신속하게 수신 확인

 동일한 수신자와 주고받은 메일 정렬 (대화목록)

메일 읽기 주요기능

메일 쓰기 주요기능

 대용량 파일첨부 기능 (최대 2GB)

 웹에디터(HTML)로 다양한 문서작성 가능

 특정 시간, 분까지 설정 가능한 상세 예약발송 기능

 작성 중인 메일을 임시저장 하여 임시 보관함에 별도 저장

 다수의 수신자 지정 후 메일발송 시 개별적으로 수신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발송 기능

 개인별 전자 메일서명 설정 기능

 주소록, 조직도에 등록된 메일주소 불러오기 기능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관리자 환경설정

 메일 사용자 수 변경: 신청 도메인에 대한 메일 사용자 수 변경

 사용자 추가: 사용자 계정 부여 및 메일 용량 지정

 공용 주소록 생성 : 공용주소록 생성으로 사내 메일 사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메일링 관리: 회사/부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일 설정

 IMAP / SMTP 사용설정: 아웃룩, 모바일 메일 앱 동기화 설정

 허용IP, 임시접속차단, 접속제한시간 설정

사용자 환경설정

 사용자 언어 설정(다국어 지원)

 메일함 추가 및 그룹 설정 가능

 개인 별 전자 메일서명 설정

 개인 별 수신차단 주소 설정 및 스팸차단 설정

 부재중 시 자동 응답 메시지 설정

 포워딩 설정



다양한 부가 기능

 다국어 지원 및 메일함의 표준시간 설정 가능

 지원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인도네시

아어, 태국어

 국제코드 규약인 유니코드 (UTF-8) 를 적용하여, 각 나라의 언어의 메일이 수신되

더라도 문자 깨짐 없이 메일 확인

 해외 거래처 간의 원활한 메일 송수신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용이

다국어 동시 지원

실시간 메일 백업

 이카운트 자체 백업정책 시행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직접 .eml 확장자 파일로 백업 가능

 기존 메일함 및 사용자가 추가한 메일함별 백업 가능



사용
절차

복잡한 도메인 개설 절차 때문에
더 이상 기업메일 도입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10년이상 Web 기반 ERP 서비스에전념해온 SaaS / ASP 전문기업

신청절차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의 등록 대행기관에 접속하여 DNS 값을 변경

하십시오. 

 [DNS 설정 값]

- [ MX ] record 값 : wmx.ecounterp.com

- [ spf ] txt record 값 : “v=spf1 mx include:spf.ecounterp.com ~all”

STEP 1. DNS 정보 등록

STEP3. 15일 무료 평가판 사용

 DNS 값 변경과 웹메일 신청 정보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면, 15일

평가판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5일 무료 평가판은 기능의 제한 없이 웹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웃룩/ 스마트폰 등의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연동 불가)

1. DNS 정보 등록 2. 웹메일 서비스 신청 3. 15일 무료 평가판 사용 4. 유료회원 전환

STEP 2. 웹메일 서비스 신청

 DNS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다면, 평가판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이카운트 웹메일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평가판 가입 신청 정보는 도메인 정보, 회사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카운트 웹메일 VS 타사 메일 서비스 신청 절차

- 타사 : 사용신청 > 사용료결제 > DNS정보 변경 > 승인 > 웹메일 사용

- 이카운트 : DNS정보 변경 > 사용신청 > 15일 무료 평가판 사용 >

유료전환 > 사용료 결제

STEP4. 유료회원 전환

 15일 평가판 사용 중 언제든지 유료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무료

기간 만료 이전까지 유료회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유료회원 신청방법은 웹메일 접속 후 상단의 [웹메일 결제정보]에서 사용료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판 기간 동안 입력된 자료 및 환경설정은 유료계정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회사소개

이카운트는 기업의 효율적인 변화를 지원합니다.

기업명

 ㈜이카운트

설립일

 1999년 8월 18일

직원수

 385명 (2022.01 기준)

고객사

 전 세계 60,000여 기업
 약 25만 사용자

주사업 분야

 Web 기반 ERP / 웹메일 개발 및 서비스

사업장

 한국 법인 (서울 본사 / 창원, 대구, 전주 지사)

 중국 현지 법인 (Shanghai, China)

 대만 현지 법인 (Taipei, Taiwan)

 베트남 현지 법인 (Ho Chi Minh, Vietnam)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Kuala Lumpur, Malaysia)

 태국 현지 법인 (Bangkok, Thailand)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Jakarta, Indonesia)

 미국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