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IS SYSTEM Inc.

도메인 연결 가이드

회사 도메인 및 메일 설정 가이드
◆ 회사 도메인 – 메일 연결하기
도메인 연결이란?
✓

G2Works 기본제공 도메인(g2works.kr) 외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으로 그룹웨어 접속 및 메일
을 송수신하기 위한 서버의 주소를 등록하는 것(단, 사전에 미리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 있어야 함)

도메인 설정이란?
✓

DNS 설정 :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으로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

✓

MX 레코드 등록 :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으로 메일을 수신하도록 메일 서버를 등록하는 작업

✓

SPF 레코드 등록 : 메일서버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서버에서 발송되는 메일이 정상임을 인증하는 작업

도메인 설정 방법은?
도메인을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아래 정보를 직접 변경하거나, 도메인 등록 업체에 네임서버 등록을 의뢰하여
도메인 연결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No.

구분

Host

Type

Value

1

그룹웨어 주소 연결

gw

A

1.227.194.77

2

메일 MX 레코드 값

MX

spam.whoisg.kr

3

메일 SPF 레코드 값

TXT

v=spf1 include:_spf1.g2works.kr ~all

그룹웨어 도메인 주소만 변경하는 경우, 1번의 항목만 변경합니다.
보유 도메인으로 회사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2번, 3번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도메인 연결을 위해서는 약간의 설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② 레코드 및 도메인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경우 도메인 연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③ 도메인 연결 후 약 2일 ~ 5일간 그룹웨어 및 메일 접속이 원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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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메인 및 메일 설정 가이드
◆ 후이즈 도메인으로 그룹웨어 연결하기

후이즈 도메인(https://domain.whois.co.kr/)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내도메인 자산관리 > 내도메인 관리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사용 도메인 명을 클릭하여 네임서버 고급설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임서버 고급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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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메인 및 메일 설정 가이드
◆ 후이즈 도메인으로 그룹웨어 연결하기

하단 MX 레코드 관리, SPF 레코드 관리, A 레코드 관리화면의 버튼을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그룹웨어 연결을 위한 A 레코드 값을 변경합니다. ‘신청란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셀을
활성화 시킨 후 호스트명에는 [gw]를, IP 주소에는 [1.227.194.77]을 입력합니다.
설정 이후 그룹웨어 연결 주소는 ‘http://gw.도메인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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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메인 및 메일 설정 가이드
◆ 후이즈 도메인으로 그룹웨어 연결하기

spam.whoisg.kr

메일 수신을 위해 MX 레코드 값 변경을 합니다.
‘신청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셀을 활성화 시킨 뒤,
메일 서버에 [spam.whoisg.kr]를 입력합니다.
우선순위는 0 이상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한 도메인에 여러 MX 서버가 설정
되어 있을 경우, 작은 숫자로 입력한 MX 서버가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메일 서버 정보 확인과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SPF 레코드 값을 변경합니다.
‘신청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셀을 활성화 시킨 뒤,
SPF 레코드에 [v=spf1 include:_spf1.g2works.kr ~all]를 입력합니다.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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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메인 및 메일 설정 가이드
◆ 후이즈 도메인으로 그룹웨어 연결하기

spam.whoisg.kr

1.227.194.77

v=spf1 include:_spf1.g2works.kr ~all

신청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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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메인 및 메일 설정 가이드
◆ 후이즈 도메인으로 그룹웨어 연결하기

spam.whoisg.kr

1.227.194.77

v=spf1 include:_spf1.g2works.kr ~all

10

그룹웨어 연결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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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