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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GroupWise 18에는 GroupWise Calendar Server가 포함되어 Mac 사용자가 CalDAV 및 CardDAV를 사용하여
GroupWise에 연결함으로써 달력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AP 및 SMTP와 결합되어 Mac 사용자에게 완전한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문서에서는 GroupWise를 사용하기 위해 Mac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원되는 Mac 운영 체제

2 기타 Mail 계정 추가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Mac 운영 체제가 지원됩니다.
 Yosemite(10.10)
 El Capitan(10.11)

Mac Mail 앱 구성
Mac Mail 앱을 구성하려면 IMAP 및 SMTP에 대한
GroupWise 관리자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Mac Mail 앱의 수신 및 발신 메일 연결을 제공합니다.
1 Mac Mail 앱에서 Mail > 계정 추가를 선택합니다.
3 이름, GroupWise 전자 메일 주소 및 GroupWise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다.
생성을 클릭하면 계정을 수동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
명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4 IMAP 서버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2 [CalDAV 계정 추가]를 선택합니다.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3 자동 검색을 구성한 경우 전자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지정하십시오.
5 SMTP 서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Mac 캘린더 앱 구성
Mac 캘린더 앱을 구성하려면 GroupWise 달력 서버 IP 주소
또는 DNS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가 GroupWise 달
력 서버의 자동 검색을 구성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Mac 캘린더 앱에서 [캘린더] > [계정 추가]를 선택

합니다.

또는
[계정 유형]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GroupWise 사
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GroupWise 달력 서버 IP 주소
나 DNS 이름을 지정합니다.

Mac 연락처 앱 구성
Mac 연락처 앱을 구성하려면 GroupWise 달력 서버 IP 주소
또는 DNS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1 Mac 연락처 앱에서 [연락처] > [계정 추가]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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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연락처 계정을 선택합니다.

3 GroupWise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GroupWise 달

력 서버 IP 주소나 DNS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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