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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ESA(Email Security Appliance)에 도메인별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메인별 고지 사항 추가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는 아웃바운드 리스너에 면책조항을 추가합니다.이 작업은 ESA GUI
Network > Listeners > Listener Name > Disclaimer Above 또는 Disclaimer Below에서 수행할 수 있
습니다.이미 작성된 면책조항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리스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별 고지 사항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도메인별 면책조항 추가는 2단계 프로세스
입니다.

면책조항 생성

면책조항은 ESA GUI Mail Policies(ESA GUI 메일 정책) > Text Resources(텍스트 리소스) > Add
Text Resources(텍스트 리소스 추가)에서 생성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Disclaimer Template type(면책조항 템플릿 유형)을 사용하고 세 가지 별도의 면책조
항을 생성하겠습니다.example_com, example_net 및 example_org입니다.

면책조항을 콘텐츠 필터로 특정 도메인에 연결



 

고지 사항은 콘텐츠 필터를 통해 특정 도메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ESA GUI Mail Policies(ESA
GUI 메일 정책) > Outgoing Content Filters(발신 콘텐츠 필터)에서 Add Filter(필터 추가)를 클릭합
니다.Add Condition(조건 추가)을 사용하여 Envelope Sender 옵션을 사용하여 도메인을 지정합니
다.마지막으로, Add Action(작업 추가)을 사용하여 Add Disclaimer Text(면책조항 텍스트 추가) 옵
션을 사용하여 면책조항을 머리글이나 바닥글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고 사전 작성된 면책조항을
선택합니다.

면책조항을 생성할 때 시작된 예와 함께 example.com을 도메인으로, 관련 면책조항을 사용합니다.

면책조항을 메시지 필터로 특정 도메인에 연결 

메시지 필터를 통해 고지 사항을 특정 도메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필터를 사용하여 ESA CLI에
서 메시지 필터가 추가됩니다.

myesa.local> filters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NEW - Create a new filter.

- IMPORT - Import a filter script from a file.

[]> new

Enter filter script. Enter '.' on its own line to end.

example_com_Disclaimer:if (mail-from == "@example.com")

{

add-footer("example_com");

}

.

1 filters added. 

simlar 스크립트 사용 - mail-from 및 add-footer 줄을 변경하고 필터에서 new sub-command를 사용
하여 메시지 필터 추가를 반복하고 example.net 및 example.org와 관련된 필터를 추가합니다.list 하
위 명령을 사용하여 새로 만든 필터를 볼 수 있습니다.



   

[]> list

Num Active Valid Name

1 Y Y example_com_Disclaimer

2 Y Y example_net_Disclaimer

3 Y Y example_org_Disclaimer

기본 ESA CLI 프롬프트로 돌아가 변경 사항을 커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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