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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메일 이관 가이드

1)

2)

3)

Gmail 에서 POP3 입력 정보 확인하기

다우오피스에서 Gmail 외부 메일 설정하기

다우오피스에서 Gmail 메일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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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ail에서 POP3 입력정보 확인하기
Gmail에서 POP3 입력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용자권한이
필요한페이지입니다.

구글 메일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아이콘 클릭 후 [모든

설정 보기] 메뉴 클릭

[전달 및 POP/IMAP] 탭 클릭

POP 다운로드 항목에서 [모든

메일에 POP 활성화] 옵션 선택

[설정 방법] 링크 클릭

수신 메일(POP) 서버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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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우오피에서 Gmail 외부 메일 설정하기
다우오피스에서 Gmail 외부 메일을 설정합니다.

사용자권한이
필요한페이지입니다.

[메일환경설정] 메뉴 클릭

[외부 메일] 탭 클릭

외부메일 [추가] 버튼 클릭

POP3 서버 [지메일] 선택

Gmail [메일주소] 입력

Gmail [비밀번호] 입력

[새 메일함] 체크 후 이관할

메일함 정보 입력

[확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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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메일함을체크하지않고, 
저장메일함에메일함을 선택하면해당
메일함으로메일이이전됩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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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우오피스 메일 업로드 (1/2)
다우오피스로 메일을 업로드합니다.

사용자권한이
필요한페이지입니다.

[외부메일 다운로드] 클릭

[가져오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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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우오피스 메일 업로드 (2/2)
다우오피스로 이관된 메일을 확인합니다.

사용자권한이
필요한페이지입니다.

이관한 메일함 메뉴 클릭1

1 업로드된 메일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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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증 실패로 다운로드 실패 시 대처방안(1/2)
다운로드 실패 메시지(인증 실패)가 나왔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사용자권한이
필요한페이지입니다.

외부메일 가져오기 중 “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메시지 확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우측

상단의 계정 아이콘 클릭 후,

프로필 정보 화면의 [Google 

계정] 버튼 클릭

[로그인 및 보안] 클릭

(다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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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메일 인증 실패 화면

! 인증 실패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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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증 실패로 다운로드 실패 시 대처방안(2/2)
보안 수준이 낮은 앱 허용을 사용으로 바꾸고 다시 실행합니다.

사용자권한이
필요한페이지입니다.

로그인 및 보안 화면 하단으로

이동

보안수준이 낮은 앱 허용 사용

항목을 사용으로 설정 변경

다우오피스 화면에서 외부메일

[가져오기] 버튼 클릭하여 다시

실행

1

2

3

1

2

외부메일 다운로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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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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