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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
 100여개 나라에서 8만 이상의 고객사가 선택한 신뢰도 높은 솔루션
 거의 모든 이메일 시스템을 지원
 통합과 확장가능한 스토리지 기술 사용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로 사용하며 설치가 용이
 유지운영에 매우 간단하고 용이

 합리적인 솔루션 가격

회사에 주는 장점

규정 준수와 경제적 장점
규정 준수 및 eDiscovery 지원

낮은 IT 비용과 지출

 점점 더 많은 규정 준수 요구

 서버 과부하, 스토리지 비용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기업에 도움

 이메일 아카이빙은 모든

비즈니스 이메일 거버넌스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

 메일스토어는 EU의 GDPR에

따라 고객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의
경우도 금융 및 정부에서는
필수 항목

증가, 복잡한 백업 및 복구
과정에 따른 IT부서 예산 증가
및 장애를 절감

 메일스토어는 이들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

 또한 데이터 손실 및 법적

충돌로 인한 재무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

데이터 손실에 대한 준비
저널링을 통한 완전한
아카이빙

번거로운 PST 파일로 부터의
독립성

 저널 보관 설정 지침을

 PST 파일은 데이터 손실 이나

따른다면 모든 업무 메일이
보관되었는지 확신할 수 있음

 사용자가 개인 메일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메일은
이미 보관되어 있음

 또한 메일스토어 서버는 기존

메일을 중앙에서 보존 관리할
수 있음

손상되기 쉬우며, 스토리지 및
백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eDiscovery 시나리오와 같이
검색하기가 어려움

 메일스토어 서버를 사용하면

회사의 모든 PST 파일을
중앙에서 보관하고 백업할 수
있음

저장공간에 대한 부담을 절감
이메일 서버의 부하를 절감
 이메일이 아카이브된 후 규칙

기반 프로세스에 따라
메일서버에서 이메일을 삭제할
수 있음

 따라서 서버의 작업량을

일관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음

 중복제거 및 압축을 통해

스토리지 공간을 최대 70%
절약할 수 있음

간단한 백업 및 복구
백업 및 복구 시간 절감

모든 사용자에 대한 원 클릭 복구

 메일서버의 데이터 부하를

 사용자는 한 번의 마우스

줄임으로써 오류 발생시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게 백업하고
복원

 메일 서버가 다운 중에 또는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회사의
모든 사용자는 이메일
보관소를 통해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음

클릭으로 아카이브에서
이메일을 복원

 관리자는 백업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을 단순화 하여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됨

생산성 증가
빠른 검색

메일박스 쿼터 설정 제거

 메일스토어 서버는 이메일 및

 이메일 아카이빙을 통해

모든 유형의 첨부 파일을
빠르게 전체 텍스트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아웃룩을 위한 편리한 부가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아카이브에 접근하고 일상적인
작업 환경에 원활하게 통합

 또한 원래 폴더 구조 그대로

접속할 수 있음

메일서버 저장 공간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쿼터를 제한하지 않아도 됨

기술에 대한 소개

아카이빙이 가능한 대상
MS 익스체인지와 같은
설치형 로컬 메일 서버

클라우드 기반의 이메일
서비스인 MS365와 구글
G슈트 지원

아이스워프나 Mdaemon,
Kerio Connect 서버 지원

1기존 오피스365는 MS365로 통합

IMAP 또는 POP3 호환
이메일 서버

PST, EML 및 기타
이메일 파일들

아웃룩과 같은 이메일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유연한 아카이빙
저널링을 통한 아카이빙

기존 이메일을 아카이빙

추가 기능

 저널 보관 설정 지침을

 기존 메일박스 (하나, 다중 또는

 아카이빙 중에 메일스토어

따른다면 모든 업무 메일이
보관되는지 확신을 줌

 사용자가 자신의 메일을

삭제할 때 아카이빙 서버에
보관되어 있어 안전하게
유지됨

 이 아카이빙 방법은 MS

익스체인지 및 기타 많은
메일서버에서 사용 가능

전체)

 공용 및 공유 폴더 지원
 이메일 클라이언트 (Microsoft

Outlook 또는 Mozilla
Thunderbird 등)

 PST 및 기타 이메일 파일 지원

서버는 사용자가 설정한 IMAP
폴더 구조를 가져옴

 이메일은 MIME 호환되는

형태로 보관

 메일스토어 서버는 사용자

관리를 위해 Active Directory와
일반 LDAP 통합을 제공

스토리지 기술
 별도의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고 설치 완료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통합 스토리지 기술을 채택

 1개의 메일스토어 서버 설치로

최대 500유저를 지원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이메일
볼륨에 대한 관리가 가능

 SQL 서버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음

 메일스토어는 이메일

컨텐츠에서 SHA 해시 값을
생성하고 내부 AES-256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도록 보호

 아카이브는 단일 엔티티로

표시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개별 아카이브 저장소로
구성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유연한 스토리지

관리가 가능하며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을 보장

빠른 검색 및 접근
아웃룩과 통합

웹 서비스로 접속

메일스토어 IMAP 서버

 MS 아웃룩을 위한 편리한 추가

 메일스토어 웹 접속 서비스를

 메일스토어 서버에는 IMAP

 추가 기능은 전체 텍스트 검색,

 응답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기능을 사용하여 아카이브에
접속하고 일상적인 작업
환경에서 처럼 원활하게 통합

사용자의 익숙한 폴더 구조를
통한 접근, 원 클릭 복원과 같은
모든 필수 기능을 제공

 추가 기능은 그룹 정책에 따라

배포 가능

지원하여 모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메일 아카이빙에
접속할 수 있음
최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문제 없이 접속할 수
있음

호환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읽기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통합 IMAP
서버를 내장

 이를 통해 모든

운영체제(윈도우, Mac, 리눅스)
및 모바일 플랫폼에 있는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이메일
아카이빙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

컴플라이언스 기능
메일스토어 서버의 포괄적 기술과 개념은 기업이 점점 더 많은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Discovery 시나리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널링을 통한 완벽한

아카이빙

 아카이브된 메일은 모든

측면에서 원본 이메일과
동일합니다.

 메일스토어 서버는 아카이브된

데이터가 변조되는 것을 방지
(메일 내보내기 할 때도 변조
방지)

 정교한 보존 정책
 법적 보류 기능
 변경사항 및 이벤트를

일관되게 기록하는 통합 감사
기능

 특별 감사자 형식을 통해 외부

감사자가 보관소에 접속 가능

 eDiscovery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아카이브
검색을 수행할 수 있음

 모든 아카이브된 메일을

언제든지 한 번에 내보낼 수
있음

메일스토어 서버 도입이유?

8만 구축 성공사례의 일원

"From an IT administrator’s perspective,
MailStore Server is simple to install and easy
to manage. The documentation is a great help
when it comes to installation and it is easy to
set up. When it comes to the archiving
methods provided, the solution is enormously
versatile and noticeably lightweight.“

"We were able to archive the first email just a
few minutes after installation. MailStore
Server has delivered cost savings, improved
efficiencies, and excellent reliability.
Furthermore it has been running smoothly
and without any disruptions for over a year
and a half."

PGA of Australia

Indianapolis Airport Authority

"We’d recommend MailStore as a solid email
archiving solution. The installation was a
breeze and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ir
documentation. The product itself is extremely
flexible and it’s easy to use for both
administrators and users."
Legal Services New York City

최고 평점의 고객 만족도
 기술지원 팀에서 먼저 연락한 후, 서비스 경험에 대한 평가 설문

조사를 진행

 평균 응답율은 13.7%
2020년의 전체 고객 만족도

 95.2%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평가함

*in 2019

특별한 고객지원
메일스토어의 기술지원은 빠른 시간에 응답하도록 잘 교육된 전문가 그룹에 의해 고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96.3%가 고객지원 직원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
"이라고 답했습니다.

 고객의 92.9%가 고객지원 사례 해결에 걸린

시간에 대해 "충분히"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in 2020

결론
 이메일 아카이빙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
 8만 개가 넘는 기업 고객을 보유한 이 분야

글로벌 리더

 중소기업 규모에 매우 특화된 요구 사항을 충족
 통합과 확장 가능 스토리지 기술을 확보
 최소 시스템 사양에서도 동작하도록 최적화
 설치와 운영관리가 매우 쉬움
 합리적인 가격 제안

“There are a lot of things I like about MailStore
Server. I especially like how easy it is to get it
up and running and set it and forget it. It’s
really an all-in-one solution.”
J. Peter Bruzzese
Triple-MCSE, MCT, MCITP, Exchange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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