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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ESA(Email Security Appliance)를 통해 샘플링을 통해 메일 및 네트워크 연결을 테스
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SA를 통해 샘플링을 사용하여 메일 및 네트워크 연결을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isco ESA에서 네트워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전송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 특정 MTA로 전송
할 때 메일 로그 내에서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의 검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핑과 같은 진단 도구를 사용하려면 ESA의 CLI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diagnostic > network > smtpping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연결을 테스트하거나 테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esa.example.com> diagnostic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RAID - Disk Verify Utility.

- DISK_USAGE - Check Disk Usage.

- NETWORK - Network Utilities.

- REPORTING - Reporting Utilities.

- TRACKING - Tracking Utilities.

- RELOAD - Reset configuration to the initial manufacturer values.

[]> network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FLUSH - Flush all network related caches.

- ARPSHOW - Show system ARP cache.

- SMTPPING - Test a remote SMTP server.

- TCPDUMP - Dump ethernet packets.

[]> smtpping

Enter the hostname or IP address of the SMTP server:

[esa.example.com]> destination.example.com

The domain you entered has MX records.



   

Would you like to select an MX host to test instead? [Y]> y

Select an MX host to test.

1. a.example.com

2. b.example.com

3. c.example.com

4. d.example.com

[1]> 1

Select a network interface to use for the test.

1. Management

2. Inbound

3. Outbound

4. auto

[4]> 3

Do you want to type in a test message to send?  If not, the connection will be tested

but no email will be sent. [N]> y

Enter the From e-mail address:

[from@example.com]> your_address@example.org

Enter the To e-mail address:

[to@example.com]> test_user@example.com

Enter the Subject:

[Test Message]> Test email

Enter the Body of the message one line at a time.  End with a "." on a line by itself.

You should be able to receive this email if there are no border gateway devices

blocking email to Yahoo.

.

Starting SMTP test of host a.mailhost.com.

Resolved 'a.mailhost.com' to 10.1.2.3.

Connection to 10.1.2.3 succeeded.

Command EHLO succeeded

Command MAIL FROM succeeded.

Command RCPT TO succeeded.

Command DATA succeeded.

Message body accepted.

Test complete.  Total time elapsed 0.87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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