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CES(Cloud Email Security)를 사용하여
Office 365(Microsoft) 구성 
소개

이 문서에서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이메일 전송을 위해 Cisco CES(Cloud Email Security)를
Microsoft Office 365(O365)와 통합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다룹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ES●

CES 환경에 대한 CLI 액세스: CES 고객 CLI 액세스●

Microsoft Office 365●

SMTP●

DNS●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 정보

Cisco Cloud Email Security 환영 편지에는 CES IP 주소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아래 표시
된 편지 외에도, CES 할당에 프로비저닝된 ESA(Email Security Appliances) 및 SMA(Security
Management Appliances) 수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암호화된 이메일도 수신하게 됩니
다.편지를 받지 않았거나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연락처 정보, 고객 이름, 서비스 대상 도메인 이름
을 ces-activations@cisco.com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s://docs.ces.cisco.com/docs/ces-customer-cli-access
mailto:ces-activations@cisco.com
mailto:ces-activations@cisco.com


    

IP는 각 클라이언트에만 사용되며 알림 없이 변경되지 않습니다.Office 365 구성에서 할당된 IP 또
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Office 365 Exchange Online 콘솔에서 설정을 복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
획된 프로덕션 메일 컷오버 전에 이러한 설정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모든 변경 사항이
적용되려면 최소 1시간을 허용합니다.

    

참고:위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IP 주소는 CES 할당에 프로비저닝된 ESA 수와 비례합니다.예
를 들어, 216.71.157.139은 ESA1의 데이터 1 인터페이스 IP 주소이고 261.71.158.153은
ESA2의 데이터 1 인터페이스 IP 주소입니다. 환영 서신에 데이터 2(발신 인터페이스 IP)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Cisco TAC에 문의하여 CES 할당에 대한 데이터 2 인터페이스
를 추가해 주십시오.

    



Cisco CES(Cloud Email Security)를 사용하여 Office
365(Microsoft) 구성

CES에서 Office365에서 들어오는 전자 메일 구성

스팸 필터링 규칙 우회

Office 365 관리 센터에 로그인(https://portal.microsoft.com)1.
왼쪽 메뉴에서 Admin Centers(관리 센터)를 확장합니다.2.
Exchange를 클릭합니다.3.
왼쪽 메뉴에서 메일 흐름 > 규칙으로 이동합니다.4.
새 규칙을 생성하려면 [+]를 클릭합니다.5.
드롭다운 목록에서 Bypass spam filtering...을 선택합니다.6.
새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Bypass 스팸 필터링 - Cisco CES의 인바운드 이메일7.
"*의 경우 이 규칙 적용...", 다음을 선택합니다.발신자 - IP 주소가 이러한 범위 중 하나 또는 정
확히 일치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IP 주소 범위 지정" 팝업에서는 CES 환영 서신에 표시된 IP
주소를 추가합니다.OK(확인)를 클릭합니다.

8.

"*다음을 수행합니다...", 새 규칙이 미리 선택되어 있습니다.스팸 지수(SCL)를 다음으로 설정
... - 스팸 필터링 우회

9.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10.
Bypass 스팸 필터링 규칙은 다음과 비슷해야 합니다.

수신 커넥터

Exchange 관리 센터에 유지1.
왼쪽 메뉴에서 메일 흐름 > 커넥터로 이동합니다.2.
[+]를 클릭하여 새 커넥터를 만듭니다.3.
"Select your mail flow scenario(메일 플로우 시나리오 선택)"  팝업 창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보낸 사람:파트너 조직받는 사람:Office365

4.

다음을 클릭합니다.5.
새 커넥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Cisco CES에서 인바운드6.

https://portal.microsoft.com


원하는 경우 설명을 입력합니다.7.
다음을 클릭합니다.8.
Use the sender's IP address를 클릭합니다.9.

다음을 클릭합니다.10.
[ +]를 클릭하고 CES 환영 서신에 표시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11.
다음을 클릭합니다.12.
TLS를 통해 전송되지 않은 경우 Reject email messages(이메일 메시지 거부)를 선택합니다.13.
다음을 클릭합니다.14.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15.

수신 커넥터 설정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CES에서 Office 365로 메일 구성

  

대상 제어

대상 컨트롤에 전달 도메인을 추가하여 자체 제한을 적용합니다.나중에 제거할 수 있지만 이 IP는
Office 365에 대한 "새로운" IP이며, Microsoft의 알려지지 않은 평판 때문에 전송률 조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CES에서 ESA에 로그인1.
Mail Policies(메일 정책) > Destination Controls(대상 제어)로 이동합니다.2.
Add Destination을 클릭합니다.3.
다음 설정을 사용합니다. 대상:도메인 이름 입력동시 연결:10연결당 최대 메시지 수:20TLS 지
원:기본 설정

4.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5.
UI의 오른쪽 상단에서 Commit Changes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6.

    

최종 대상 제어 테이블은 다음과 비슷해야 합니다.



  

    

수신인 테이블

그런 다음 RAT(Recipient Access Table)를 설정하여 도메인의 메일을 수락합니다.

Mail Policies(메일 정책) > Recipient Access Table(RAT)로 이동합니다. 참고:리스너가
"Incoming Listener" 또는 "IncomingMail"용인지 확인합니다.

1.

수신자 추가를 클릭합니다.2.
수신자 주소 필드에 도메인 추가3.
Accept의 기본 작업을 선택합니다4.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5.
UI의 오른쪽 상단에서 Commit Changes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6.

         

다음은 도메인 "domain.com"에 대한 예입니다.

  

    

SMTP 경로

CES에서 Office 365 도메인으로 메일을 배달하려면 SMTP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Network(네트워크) > SMTP Routes(SMTP 경로)로 이동합니다.1.
Add Route...를 클릭합니다.2.
수신 도메인:도메인 이름 입력3.
대상 호스트:원래 Office 365 MX 레코드 추가4.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5.
UI의 오른쪽 상단에서 Commit Changes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6.

    

최종 SMTP 경로 설정은 다음과 비슷해야 합니다.

    

DNS(MX 레코드) 컨피그레이션

이제 MX(Mail Exchange) 레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을 잘라낼 준비가 되었습니다.DNS 관리자와
함께 Cisco CES 환영 서신에 제공된 대로 MX 레코드를 CES의 IP 주소로 확인합니다.

Office 365 콘솔에서 MX 레코드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Office 365 관리 콘솔에 로그인(https://admin.microsoft.com)1.
Home(홈) > Setup(설정) > Domains(도메인)로 이동합니다.2.
기본 도메인 이름 선택3.
Check DNS(DNS 확인)를 클릭합니다.4.

     

Office 365에서 도메인과 연결된 DNS 및 MX 레코드를 조회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 "MX 레코드"가
표시됩니다.

https://admin.microsoft.com


    

    

참고:위의 경고 무시: "이 레코드 중 하나 이상이 아직 올바르게 추가되지 않았습니다.단계별 지침
"을 따릅니다. "단계별 지침"을 따라 MX 레코드가 Office 365 계정으로 리디렉션되도록 원래 구성된
레코드로 재설정됩니다.이렇게 하면 수신 트래픽 흐름에서 CES 클러스터가 제거됩니다.

    

인바운드 이메일 테스트

Office 365 전자 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 인바운드 메일을 테스트합니다.Office 365 전자 메일 받
은 편지함에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CES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 Cisco SMA(Content Security Management Appliance)에서 메시지 추적
을 사용하여 메일 로그를 검증합니다.

SMA에서 메일 로그를 보려면

SMA에 로그인(https://sma.iphmx.com/ng-login)1.
Tracking(추적)을 클릭합니다.2.
필요한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Search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유사한 결과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3.

    

Office 365에서 메일 로그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Office 365 관리 센터에 로그인(https://admin.microsoft.com)1.

https://sma.iphmx.com/ng-login
https://admin.microsoft.com


관리 센터 확장2.
Exchange를 클릭합니다.3.
메일 흐름 > 메시지 추적으로 이동합니다.4.
필요한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비슷한 결과가 표시됩니다.5.

  

    

Office 365에서 CES로 보내는 전자 메일 구성

  

CES에서 RELAYLIST 구성

CES 환영 서신을 참조하십시오.ESA를 통해 아웃바운드 메시지에 대해 보조 인터페이스가 지정됩
니다.

  

CES에서 ESA에 로그인1.
Mail Policies(메일 정책) > HAT Overview(HAT 개요)로 이동합니다. 참고:리스너가 "Outgoing
Listener" 또는 "OutgoingMail"용인지 확인합니다.

2.

Add Sender Group...을 클릭합니다.3.
다음과 같이 발신자 그룹을 구성합니다. 이름:RELAY_O365설명: 발신자 그룹에 알림을 보내
려면 enter를 누릅니다.정책:릴레이됨전송 및 발신자 추가를 클릭합니다.보낸 사람:
.protection.outlook.com 참고:"." 발신자 도메인 이름의 시작 부분에 (점)이 필요합니다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UI의 오른쪽 상단에서 Commit Changes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
션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4.

  

최종 SMTP 경로 설정은 다음과 비슷해야 합니다.



  

  

TLS 활성화

< < Back to HAT Overview(HAT로 돌아가기 개요)를 클릭합니다.1.
다음 이름의 Mail Flow Policy(메일 플로우 정책)를 클릭합니다.릴레이됨2.
Security Features(보안 기능) > Encryption and Authentication(암호화 및 인증)을 찾습니다.3.
TLS 섹션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기본 설정4.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5.
UI의 오른쪽 상단에서 Commit Changes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6.

  

  

    

Office 365에서 CES로 메일 구성

Office 365 관리 센터에 로그인(https://admin.microsoft.com)1.
관리 센터 확장2.
Exchange를 클릭합니다.3.
메일 흐름 > 커넥터로 이동합니다.4.
새 커넥터를 만들려면 [+]를 클릭합니다.5.

https://admin.google.com


"Select your mail flow scenario(메일 플로우 시나리오 선택)" 팝업 창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보낸 사람:Office365받는 사람: 파트너 조직

6.

다음을 클릭합니다.7.
새 커넥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Cisco CES로 아웃바운드8.
원하는 경우 설명을 입력합니다.9.

다음을 클릭합니다.10.
"이 커넥터를 언제 사용하시겠습니까?" 선택: 메시지를 이 커넥터로 리디렉션하는 전송 규칙
이 설정된 경우에만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이러한 스마트 호스트를 통해 이메일 라우팅 클릭12.
[ +]를 클릭하고 CES 환영 서신에 표시된 아웃바운드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
다.

13.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14.
다음을 클릭합니다.15.
"Office 365를 파트너 조직의 전자 메일 서버에 어떻게 연결해야 합니까?" 선택: 항상
TLS(Transport Layer Security)를 사용하여 연결을 보호합니다(권장).자체 서명 인증서를 포
함한 모든 디지털 인증서 선택다음을 클릭합니다.

16.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17.
다음을 클릭합니다.18.
[ +]를 사용하여 커넥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19.

Validate(검증)를 클릭하고 유효성 검사가 실행되도록 허용합니다.20.
완료되면 닫기를 클릭합니다.21.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22.

     

아웃바운드 커넥터 설정은 다음과 비슷해야 합니다.



  

    

메일 흐름 규칙 만들기

Exchange 관리 센터에 로그인(https://outlook.office365.com)1.
메일 흐름을 클릭합니다. 'rules' 탭에 있어야 합니다.2.
새 규칙을 추가하려면 [+]를 클릭합니다.3.
새 규칙 만들기를 선택합니다.4.
새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Cisco CES로 아웃바운드5.
"*의 경우 이 규칙 적용...", 다음을 선택합니다.보낸 사람 위치... "발신자 위치 선택" 팝업에서
는 다음을 선택합니다.조직 내부OK(확인)를 클릭합니다.

6.

추가 옵션...을 클릭합니다.7.
조건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두 번째 조건을 삽입합니다. 선택: 받는 사람...선택:외부/내부"발신
자 위치 선택" 팝업에서는 다음을 선택합니다.조직 외부OK(확인)를 클릭합니다.

8.

"*다음을 수행합니다...", 다음을 선택합니다.메시지 리디렉션 대상... 선택:다음 커넥터
"Outbound to Cisco CES" 커넥터 선택OK(확인)를 클릭합니다.

9.

"*다음 작업으로 돌아가기..." 및 두 번째 작업을 삽입합니다. 선택:메시지 속성 수정...선택:메10.

https://outlook.office365.com


시지 헤더 설정메시지 헤더를 설정합니다.X-OUTBOUND-AUTHOK(확인)를 클릭합니다.값
을 설정합니다.비밀 키OK(확인)를 클릭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11.

  

참고:Microsoft의 무단 메시지를 방지하기 위해 Office 365 도메인에서 메시지가 나갈 때 비밀 x-헤
더에 스탬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 헤더는 인터넷으로 전송되기 전에 평가 및 제거됩니다.

    

Office 365 라우팅 구성은 다음과 비슷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SA용 CLI에 액세스합니다.  

     

참고: CES 고객 CLI 액세스

     

x-헤더의 현재 상태 및 값을 검사하고 헤더가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려면 메시지 필터를 만들어야 합니다.헤더가 없는 경우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CLI를 통해 CES에서 ESA에 로그인1.
Filters(필터) 명령 실행2.
ESA가 CES에서 클러스터링되면 Return 키를 눌러 "Cluster" 모드에서 필터를 수정합니다.3.
New(새) 작업을 사용하여 다음 메시지 필터, 복사 및 붙여넣기를 생성합니다.
office365_outbound: if sendergroup == "RELAY_O365" {

if header("X-OUTBOUND-AUTH") == "^mysecretkey$" {

strip-header("X-OUTBOUND-AUTH");

} else {

drop();

}

}

4.

한 번 Return 키를 눌러 비어 있는 새 줄을 만듭니다.5.
"."를 입력합니다. 새 메시지 필터 생성을 종료하기 위한 새 행에서6.
Return을 한 번 눌러 Filters 메뉴를 종료합니다.7.
Commit 명령을 실행하여 컨피그레이션에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8.

https://docs.ces.cisco.com/docs/ces-customer-cli-access


    

아웃바운드 이메일 테스트  

     

Office 365 전자 메일 주소에서 외부 도메인 받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웃바운드 메일을 테스
트합니다. SMA에서 메시지 추적을 검토하여 올바르게 아웃바운드 라우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x-헤더가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 추적의 예:

    

성공적인 전달을 통한 메시지 추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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