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메일 환경설정 매뉴얼

(모바일에서 사용(iOS계열))
2019. 4. 정보전산원

이 매뉴얼은 iOS 버전 11.4.1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IOS 버전에 따라 화면이나 메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스마트폰에서 POP3 환경설정 방법

     ※ POP3 : 메일 클라이언트가 메일을 사용자 자신의 PC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1.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설정”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2. 「설정」화면에서 “계정 및 암호”를 선택한다.

3. 「계정 및 암호」화면에서 “계정 추가”를 클릭한다.



4. 「계정 추가」화면에서 “기타”를 선택한다.

5. 「기타」화면에서 “Mail 계정 추가”를 선택한다.



6. 「새로운 계정」화면에서 ①“이름”, “이메일”, “암호”, “설명”을 입력한 후, 

   ②“다음”버튼을 클릭한다.

※ 「새로운 계정」정보입력란에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이름 : 부경대 (임의의 내용으로 수정가능) 

    이메일 : 본인 메일 주소

    암호 : 본인 메일 비밀번호(Password)

    설명 : pknu.ac.kr (임의의 내용으로 수정가능)

7. 「새로운 계정」화면에서 ①“POP”을 선택한 후 ②“수신 메일” 서버 정보를 입력한다.



7-1. ①“발신 메일 서버” 정보를 입력 후 ②“저장”을 클릭한다.

※ 「새로운 계정」정보입력란에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이름   : 부경대 (임의의 내용으로 수정가능)

    이메일 : 본인 메일 주소

    설명   : 본인 메일 주소 (임의의 내용으로 수정가능)

    수신 메일 서버

    호스트 이름 : mail.pknu.ac.kr

    사용자 이름 : 본인 메일 계정(ID)

    암호 : 본인 메일 비밀번호(Password)

    발신 메일 서버

    호스트 이름 : smtp.pknu.ac.kr

    사용자 이름 : 본인 메일 계정(ID)

    암호 : 본인 메일 비밀번호(Password)



8.「계정 및 암호」화면에서 “pknu.ac.kr”을 선택한다.

9. 「pknu.ac.kr」화면에서“smtp.pknu.ac.kr”를 선택한다.



10.「smtp.pknu.ac.kr」화면에서 ①“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암호”, “SSL 사용”,  

  “서버 포트” 입력 ②“완료”버튼을 클릭한다.

※ 「smtp.pknu.ac.kr」정보입력란에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호스트 이름 : smtp.pknu.ac.kr 

    사용자 이름 : 본인 메일 계정(ID) 

    암호        : 본인 메일 비밀번호(Password)

    SSL 사용    : 사용

    서버 포트   : 25



11. 「pknu.ac.kr」화면에서, 아래 그림 ⓵처럼 “SMTP”가 만약“서버 없음”으로 되어 

있을 경우, “smtp.pknu.ac.kr”로 직접 입력한다.

          ⓵“SMTP 서버없음” 선택           ⓶ “구성되지 않음” 선택

                  

      ⓷ 호스트이름,사용자이름,암호를          ⓸ “SSL사용”을 켜고,

         입력후, “저장”을 누른다.                서버포트 “25”를 입력한 후,

                                                 “완료” 버튼을 누른다



12. POP3설정을 위하여 「pknu.ac.kr」화면에서“고급”을 선택한다.

13. 「고급」화면에서 ①“SSL사용”을 사용, “서버 포트”를 995 를 입력한 후, 

    ②“< pknu.ac.kr”버튼을 클릭한다.

※ SSL사용  : 사용

   서버 포트: 995



14.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POP3 환경설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Ⅱ. 스마트폰에서 IMAP 환경설정 방법

     ※ IMAP : 클라이언트가 메일 서버에서 메일을 읽기 위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의 한 가지로서, POP3보다도 유연하고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1.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설정”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2. 「설정」화면에서 “계정 및 암호”를 선택한다.



3. 「계정 및 암호」화면에서 “계정 추가”를 클릭한다.

4. 「계정 추가」화면에서 “기타”를 선택한다.



5. 「기타」화면에서 “Mail 계정 추가”를 선택한다.

6. 「새로운 계정」화면에서 ①“이름”, “이메일”, “암호”, “설명”을 입력 후, 

   ②“다음”버튼을 클릭한다.



※ 「새로운 계정」정보입력란에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이름 : 부경대 (임의의 내용으로 수정가능)

    이메일 : 본인 메일 주소

    암호 : 본인 메일 비밀번호(Password)

    설명 : pknu.ac.kr (임의의 내용으로 수정가능)

7. 「새로운 계정」화면에서 ①“IMAP”을 선택한 후 ②“수신 메일 서버” 정보를 입력한다.

7-1. ①“발신 메일 서버” 정보를 입력 후 ②“다음”을 클릭한다.



※ 「새로운 계정」정보입력란에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이름 : 부경대 (임의의 내용으로 수정가능)

    이메일 : 본인 메일 주소

    설명 : 본인 메일 주소 (임의의 내용으로 수정가능)

    

    수신 메일 서버

    호스트 이름 : mail.pknu.ac.kr

    사용자 이름 : 본인 메일 계정(ID)

    암호 : 본인 메일 비밀번호(Password)

   

    발신 메일 서버

    호스트 이름 : smtp.pknu.ac.kr

    사용자 이름 : 본인 메일 계정(ID)

    암호 : 본인 메일 비밀번호(Password)

8. 「IMAP」화면에서 ①“Mail”사용 확인 후 ②“저장”을 클릭한다.

9.「pknu.ac.kr」화면에서 계정을 선택한다.



10.「계정」화면에서 “smtp.pknu.ac.kr”를 선택한다.

11. 「smtp.pknu.ac.kr」화면에서 ①“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암호”,“SSL 사용”,

    “서버 포트”를 입력 후 ②“완료”버튼을 클릭한다.

※ 「smtp.pknu.ac.kr」정보입력란에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호스트 이름 : smtp.pknu.ac.kr

    사용자 이름 : 본인 메일 계정(ID)

    암호        : 본인 메일 비밀번호(Password)

    SSL 사용    : 사용

    서버 포트   : 465



12. 「pknu.ac.kr」화면에서, 아래 그림 ⓵처럼 “SMTP”가 만약“서버 없음”으로 되어 

있을 경우, “smtp.pknu.ac.kr”로 직접 입력한다.

          ⓵“SMTP 서버없음” 선택           ⓶ “구성되지 않음” 선택

                 

        ⓷ 호스트이름,사용자이름,암호를     ⓸ “SSL사용”을 켜고,

            입력후, “저장”을 누른다.          서버포트 “25”를 입력한 후,

                                               “완료” 버튼을 누른다



13. 「pknu.ac.kr」화면에서, “SMTP”칸에 “smtp.pknu.ac.kr”로 직접 입력후, “고급”을 

선택한다.

   



14. 「고급」화면에서 ①“SSL사용”을 사용, ②“서버 포트”를 993를 입력한 후, 

    ③“< 계정”버튼을 클릭한다.

15.“완료”버튼을 클릭하면 POP3 환경설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