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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는 SMTP 트래픽을 25가 아닌 다른 포트 번호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포트 25는 수신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 대기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SMTP 포트 메일 교환 서버입니
다.ESA는 대체 포트를 통해 특정 호스트에 메일을 전달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더 smtproutes
 CLI의 명령은 이 옵션을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mail3.example.com> smtproutes

There are no routes configured.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NEW - Create a new route.

- IMPORT - Import new routes from a file.

[]> new

Enter the hostname for which you want to set up a permanent route.

Partial hostnames such as ".example.com" are allowed.

Use "ALL" for the default route.

[]> testexchange.example.com

Enter the destination hosts, separated by commas, which you want mail for

testexchange.ironport.com to be delivered.

Enter /dev/null by itself if you wish to discard the mail.

[]> exchange.example.com:1025

Mapping for testexchange.ironport.com to exchange.example.com:1025 created.

There are currently 1 routes configured.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NEW - Create a new route.

- DELETE - Remove a route.

- PRINT - Display all routes.

- IMPORT - Import new routes from a file.

- EXPORT - Export all routes to a file.

- CLEAR - Remove all routes.

[]>

> commit

Please enter some comments describing your changes:

[]> testing the new exchange server on an alternate port



   

Changes committed: Mon Mar 28 14:20:06 2005 PST

mail3.example.com>

이 경우 시스템은 testexchange.example.com용 메일을 포트 1025를 통해
exchange.example.com으로 전송하도록 구성됩니다.

또한 GUI, Network->SMTP Route->Add SMTP Route를 통해 위 사항을 변경하고 도메인 및 대상
호스트를 원하는 포트로 채울 수 있습니다.완료되면 변경 사항을 제출하고 커밋해야 합니다.

어플라이언스 GUI를 사용하여 대체 포트를 통해 특정 호스트에 메일을 전달하도록 ESA를 구성하
려면 Network(네트워크) > IP Interface(IP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IP 인터페이스의 설정을 수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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