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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ESA(Email Security Appliance)에 대한 URL 필터링을 구성하는 방법과 사용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정보

악의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링크에 대한 제어 및 보호는 작업 대기열의 안티스팸, 전파 확산, 콘
텐츠 및 메시지 필터링 프로세스에 통합됩니다.이를 통해 다음을 제어합니다.

메시지와 첨부 파일에 있는 악의적인 URL로부터 보호하는 효율성 증가●

URL 필터링은 Outbreak Filter에 통합됩니다.이와 같이 강화된 보호 기능은 조직에서 진입 지점
에서 위협을 차단하므로 이미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또는 웹 기반 위협으로부터 유사
한 보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

메시지에 있는 URL의 WBRS(Web-Based Reputation Score)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
해 콘텐츠 또는 메시지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립적 평판 또는 알려지지 않
은 평판으로 URL을 다시 작성하여 Cisco Web Security Proxy로 리디렉션하여 URL의 안전을
click-time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스팸을 더 잘 식별●

어플라이언스는 스팸을 식별하기 위해 메시지에 있는 링크의 평판과 범주를 기타 스팸 식별 알
고리즘과 함께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메시지의 링크가 마케팅 웹사이트에 속하는 경우 해당 메
시지는 마케팅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업에서 허용되는 사용 정책의 시행 지원●

기업에서 허용되는 사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URL의 범주(예: 성인 콘텐츠 또는 불법 활동)를
콘텐츠 및 메시지 필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직에서 보호를 위해 재작성된 메시지의 URL을 가장 자주 클릭한 사용자는 물론 가장 자주 클●



릭된 링크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ESA에 대해 URL 필터링을 구성할 때는 원하는 기능에 따라 다른 기능도 구성해야 합니다.다음은
URL 필터링과 함께 활성화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스팸 방지 기능을 강화하려면 적용 가능한 메일 정책에 따라 스팸 방지 검사 기능을 전역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이 기능은 Cisco IPAS(IronPort Anti-Spam) 또는 Cisco IMS(Intelligent
Multi-Scan) 기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악성코드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면 적용 가능한 메일 정책에 따라 Outbreak Filter 또는
VOF(Virus Outbreak Filter) 기능을 전역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

URL 평판을 기반으로 하거나 메시지 및 콘텐츠 필터를 사용하여 허용되는 사용 정책을 시행하
려면 VOF를 전역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

참고:AsyncOS 11.1 for Email Security부터 첨부 파일 내 URL 검사가 지원됩니다.  이제 메시
지 첨부 파일에서 URL을 검색하고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구성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어플라이
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URL 평판 및 URL 카테고리 콘텐츠 및 메시지 필터를 사용하여
메시지 첨부 파일에서 URL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 또는 온라인
도움말에서 "메시지 필터를 사용하여 이메일 정책 적용", "콘텐츠 필터" 및 "악의적이거나 바
람직하지 않은 URL로부터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또한 AsyncOS 11.1 for Email Security부터 단축 URL에 대한 URL 필터링이 지원됩니다.
  이제 단축 URI에 대한 URL 필터링을 수행하고 단축 URL에서 실제 URL을 검색하도록 어플
라이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원래 URL의 URL 평판 점수를 기반으로 단축 URL에서 구성
된 작업이 수행됩니다.어플라이언스에서 단축 URL에 대한 URL 필터링을 활성화하려면 사용
자 가이드 또는 온라인 도움말에서 "악의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URL로부터 보호" 장 또는
AsyncOS for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CLI 참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URL 필터링 활성화

ESA에서 URL 필터링을 구현하려면 먼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URL 필터링은 ESA 관리자
가 GUI 또는 CLI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GUI를 사용하여 URL 필터링을 활성화하려면 Security Services > URL Filtering > Enable(보안 서
비스 > URL 필터링 > 활성화)로 이동합니다.

CLI에서 websecurityconfig 명령을 실행합니다.

/content/dam/en/us/td/docs/security/esa/esa11-1/ESA_11-1_Release_Notes.pdf
/content/en/us/support/security/email-security-appliance/products-user-guide-list.html
/content/en/us/support/security/email-security-appliance/products-user-guide-list.html
/content/en/us/support/security/email-security-appliance/products-user-guide-list.html
/content/dam/en/us/td/docs/security/esa/esa11-1/ESA_11-1_Release_Notes.pdf


myesa.local> websecurityconfig

Enable URL Filtering? [N]> y

참고:URL 로깅은 VOF 내의 하위 기능입니다.이 기능은 outbreakconfig를 사용하여 여기 표시
된 것처럼 활성화해야 하는 CLI 전용 기능입니다.

myesa.local> outbreakconfig

Outbreak Filters: Enabled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SETUP - Change Outbreak Filters settings.

- CLUSTERSET - Set how the Outbreak Filters are configured in a cluster.

- CLUSTERSHOW - Display how the Outbreak Filters are configured in a cluster.

[]> setup

Outbreak Filters: Enabled

Would you like to use Outbreak Filters? [Y]>

Outbreak Filters enabled.

Outbreak Filter alerts are sent when outbreak rules cross the threshold (go above or

back down below), meaning that new messages of certain types could be quarantined

or will no longer be quarantined, respectively.

...

Logging of URLs is currently disabled.

Do you wish to enable logging of URL's? [N]> y

Logging of URLs has been enabled.

The Outbreak Filters feature is now globally enabled on the system. You must use the

'policyconfig' command in the CLI or the Email Security Manager in the GUI to enable

Outbreak Filters for the desired Incoming and Outgoing Mail Policies.

참고:ESA의 GUI 또는 CLI에서 진행하기 전에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커밋했
는지 확인합니다.

단축 URL에 대한 URL 필터링 지원 활성화

단축 URL에 대한 URL 필터링 지원은 websecurityadvancedconfig를 사용하여 CLI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myesa.local> websecurityadvancedconfig

...

Do you want to enable URL filtering for shortened URLs? [N]> Y

For shortened URL support to work, please ensure that ESA is able to connect to following

domains:

bit.ly, tinyurl.com, ow.ly, tumblr.com, ff.im, youtu.be, tl.gd, plurk.com, url4.eu, j.mp,

goo.gl, yfrog.com, fb.me, alturl.com, wp.me, chatter.com, tiny.cc, ur.ly

Cisco에서는 URL 필터링 컨피그레이션 모범 사례에 대해 이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활



성화되면 메시지 내에서 단축 URL이 사용될 때마다 메일 로그에 반영됩니다.

Mon Aug 27 14:56:49 2018 Info: MID 1810 having URL: http://bit.ly/2tztQUi has been expanded to

https://www.wired.com/?p=2270330&drafts-for-friends=js-1036023628&post_type=non-editorial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URL 필터링이 활성화되면 위의 메일 로그 예에서처럼 bit.ly 링크가
기록되고 이 링크가 확장된 원래 링크도 기록됩니다. 

URL 필터링 작업 생성

URL 필터링만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라이브 및 유효한 URL을 포함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메시지에 포함된 URL이 평가됩니다.다음 구성 요소가 있는 문자열을 포함
하고 있는지 URL에 대한 모든 유효한 문자열이 평가됩니다.

HTTP, HTTPS 또는 WWW●

도메인 또는 IP 주소●

콜론(:)이 앞에 오는 포트 번호●

대문자 또는 소문자●

메시지가 스팸인지 확인하기 위해 URL을 평가할 때, 로드 관리에 필요할 경우 시스템에서는 아웃
바운드 메시지보다 인바운드 메시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선별합니다.

메시지 본문 및 메시지 첨부 파일의 평판 또는 URL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메시지에 대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URL 또는 해당 동작을 수정하는 것 이외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URL 평판 또는
URL 카테고리 조건을 추가하고 평판 점수 또는 작업을 적용할 URL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Adult(성인) 카테고리의 URL을 포함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 Drop (Final Action)(삭제(최
종 작업)) 작업을 적용하려면 선택한 Adult(성인) 카테고리와 함께 URL Category(URL 카테고리) 유
형 조건을 추가합니다.

범주를 지정하지 않으면 선택한 작업이 모든 메시지에 적용됩니다.

정상 URL, 중립 URL 및 악의적 URL에 대한 URL 평판 점수 범위는 미리 정의되어 있으며 편집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대신 맞춤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지정된 엔드포인트가 지정한 범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8 ~ -10의 맞춤화 범위를 만들면 -8 ~ -10이 범위에 포함됩니다.평판 점수를
확인할 수 없는 URL에는 "No Score(점수 없음)"를 사용합니다.

신속하게 URL을 검사하고 작업을 수행하려면 콘텐츠 필터를 생성하여 메시지에 유효한 URL이 있
는 경우 해당 작업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GUI에서 Mail Policies > Incoming Content Filters
> Add Filter(메일 정책 > 수신 콘텐츠 필터 > 필터 추가)로 이동합니다.

악의적인 URL에 대한 콘텐츠 필터

이 예에서는 이러한 인바운드 콘텐츠 필터를 구현하여 악성 URL을 검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필터를 적용하면 시스템에서는 Malicious(악의적임) 평판(-10.00~-6.00)이 있는 URL을 검사하고
, 메일 로그에 메일 항목을 추가하며, 링크를 클릭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defang 작업을 사용한
다음 이 링크를 URL 필터링 격리로 보냅니다.다음은 메일 로그의 예입니다.

Wed Nov 5 21:27:18 2014 Info: Start MID 186 ICID 606

Wed Nov 5 21:27:18 2014 Info: MID 186 ICID 606 From: <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27:18 2014 Info: MID 186 ICID 606 RID 0 To: <joe.user@goodmailguys.com>

Wed Nov 5 21:27:18 2014 Info: MID 186 Message-ID '<COL128-W95DE5520A96FD9D69FAC2D9D840@phx.gbl>'

Wed Nov 5 21:27:18 2014 Info: MID 186 Subject 'URL Filter test malicious'

Wed Nov 5 21:27:18 2014 Info: MID 186 ready 2230 bytes from <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27:18 2014 Info: MID 186 matched all recipients for per-recipient policy DEFAULT in

the inbound table

Wed Nov 5 21:27:18 2014 Info: ICID 606 close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6 interim verdict using engine: CASE spam positive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6 using engine: CASE spam positive

Wed Nov 5 21:27:19 2014 Info: ISQ: Tagging MID 186 for quarantine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6 interim AV verdict using Sophos CLEAN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6 antivirus negative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6 URL http:// peekquick .com /sdeu/cr.sedin/sdac/denc.php

has reputation -6.77 matched url-reputation-rule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6 Custom Log Entry: <===> MALICIOUS URL! <===>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6 URL http:// peekquick .com/sdeu/cr.sedin/sdac/denc.php has

reputation -6.77 matched url-reputation-defang-action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6 URL http:// peekquick .com /sdeu/cr.sedin/sdac/denc.php

has reputation -6.77 matched url-reputation-defang-action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6 rewritten to MID 187 by url-reputation-defang-action

filter '__MALICIOUS_URL__'

Wed Nov 5 21:27:19 2014 Info: Message finished MID 186 done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7 Outbreak Filters: verdict positive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7 Threat Level=5 Category=Phish Type=Phish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7 rewritten URL u'http:// peekquick

.com/sdeu/cr.sedin/sdac/denc.php-Robert'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7 rewritten to MID 188 by url-threat-protection filter

'Threat Protection'

Wed Nov 5 21:27:19 2014 Info: Message finished MID 187 done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8 Virus Threat Level=5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8 quarantined to "Outbreak" (Outbreak rule:Phish: Phish)

Wed Nov 5 21:27:19 2014 Info: MID 188 quarantined to "URL Filtering Quarantine" (content

filter:__MALICIOUS_URL__)



Wed Nov 5 21:28:20 2014 Info: SDS_CLIENT: Generated URL scanner configuration

Wed Nov 5 21:28:21 2014 Info: SDS_CLIENT: URL scanner enabled=1

Wed Nov 5 21:28:21 2014 Info: SDS_CLIENT: Generated URL scanner configuration

Wed Nov 5 21:28:21 2014 Info: SDS_CLIENT: URL scanner enabled=1

참고:이전 예에 포함된 URL에는 URL 본문에 추가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웹 검사 또는 프
록시 탐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peekquick.com의 이 URL은 MALICIOUS이며 6.77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메일 로그에 항목이 생성
되며, 여기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URL 필터가 악의적인 URL을 탐지하여
defang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격리시켰습니다.또한 VOF는 규칙 집합에 따라 양성으로 점수를 매
기며 이 값이 관련 피쉬임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VOF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메시지가 처리되지만, VOF가 추가로 검사 및 작업을 수행하
지 않으면 URL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예에서는 메시지 본문이 CASE(Cisco Anti-
Spam Engine)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스팸 감염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Wed Nov 5 21:40:49 2014 Info: Start MID 194 ICID 612

Wed Nov 5 21:40:49 2014 Info: MID 194 ICID 612 From: <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40:49 2014 Info: MID 194 ICID 612 RID 0 To: <joe.user@goodmailguys.com>

Wed Nov 5 21:40:49 2014 Info: MID 194 Message-ID '<COL128-W145FD8B772C824CEF33F859D840@phx.gbl>'

Wed Nov 5 21:40:49 2014 Info: MID 194 Subject 'URL Filter test malicious'

Wed Nov 5 21:40:49 2014 Info: MID 194 ready 2230 bytes from <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40:49 2014 Info: MID 194 matched all recipients for per-recipient policy DEFAULT in

the inbound table

Wed Nov 5 21:40:50 2014 Info: ICID 612 close

Wed Nov 5 21:40:50 2014 Info: MID 194 interim verdict using engine: CASE spam positive

Wed Nov 5 21:40:50 2014 Info: MID 194 using engine: CASE spam positive

Wed Nov 5 21:40:50 2014 Info: ISQ: Tagging MID 194 for quarantine

Wed Nov 5 21:40:50 2014 Info: MID 194 interim AV verdict using Sophos CLEAN

Wed Nov 5 21:40:50 2014 Info: MID 194 antivirus negative

Wed Nov 5 21:40:50 2014 Info: MID 194 queued for delivery

Wed Nov 5 21:40:52 2014 Info: RPC Delivery start RCID 20 MID 194 to local IronPort Spam

Quarantine

Wed Nov 5 21:40:52 2014 Info: ISQ: Quarantined MID 194

Wed Nov 5 21:40:52 2014 Info: RPC Message done RCID 20 MID 194

Wed Nov 5 21:40:52 2014 Info: Message finished MID 194 done

이러한 CASE 단독 탐지가 항상 수행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러한 위협을 단독으로 탐지하기 위해
CASE 및 IPAS 규칙에 특정 발신자, 도메인 또는 메시지 콘텐츠와 일치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립 URL에 대한 콘텐츠 필터

중립 URL 평판은 URL이 현재 안전한 상태이지만, 공격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중에 악성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그러한 URL의 경우, 관리자가 비차단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릭 시 평가를 위해 Cisco Web Security 프록시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참고: AsyncOS 9.7 for Email Security 이상에서 이전에 “Suspicious”(의심스러움)로 레이블이
지정된 URL은 이제 “Neutral”(중립)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레이블만 변경되었습니다.기본
논리 및 처리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인바운드 콘텐츠 필터를 구현하여 중립 URL에 대한 스캔을 보여 줍니다.

/content/dam/en/us/td/docs/security/esa/esa9-7/ESA_9-7_Release_Notes.pdf
/content/dam/en/us/td/docs/security/esa/esa9-7/ESA_9-7_Release_Notes.pdf


이 필터를 적용하면 시스템은 Neutral 평판(-5.90~5.90)이 있는 URL을 검색하고 메일 로그에 로그
항목을 추가합니다.이 예에서는 "[NEUTRAL URL!]"을(를) 추가하기 위해 수정된 제목을 보여 줍니
다. 다음은 메일 로그의 예입니다.

Wed Nov 5 21:22:23 2014 Info: Start MID 185 ICID 605

Wed Nov 5 21:22:23 2014 Info: MID 185 ICID 605 From: <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22:23 2014 Info: MID 185 ICID 605 RID 0 To: <joe.user@goodmailguys.com>

Wed Nov 5 21:22:23 2014 Info: MID 185 Message-ID '<D0804586.24BAE%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22:23 2014 Info: MID 185 Subject 'Middle of the road?'

Wed Nov 5 21:22:23 2014 Info: MID 185 ready 4598 bytes from <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22:23 2014 Info: MID 185 matched all recipients for per-recipient policy DEFAULT in

the inbound table

Wed Nov 5 21:22:24 2014 Info: MID 185 interim AV verdict using Sophos CLEAN

Wed Nov 5 21:22:24 2014 Info: MID 185 antivirus negative

Wed Nov 5 21:22:24 2014 Info: MID 185 URL https:// www. udemy.com/official-udemy-instructor-

course/?refcode=slfgiacoitvbfgl7tawqoxwqrdqcerbhub1flhsmfilcfku1te5xofictyrmwfcfxcvfgdkobgbcjv4b

xcqbfmzcrymamwauxcuydtksayhpovebpvmdllxgxsu5vx8wzkjhiwazhg5m&utm_campaign=email&utm_source=sendg

rid.com&utm_medium=email has reputation -5.08 matched url-reputation-rule

Wed Nov 5 21:22:24 2014 Info: MID 185 Custom Log Entry: <===> NEUTRAL URL! <===>

Wed Nov 5 21:22:24 2014 Info: MID 185 Outbreak Filters: verdict negative

Wed Nov 5 21:22:24 2014 Info: MID 185 queued for delivery

Wed Nov 5 21:22:24 2014 Info: New SMTP DCID 26 interface 192.168.0.199 address 192.168.0.200

port 25

Wed Nov 5 21:22:24 2014 Info: Delivery start DCID 26 MID 185 to RID [0]

Wed Nov 5 21:22:24 2014 Info: Message done DCID 26 MID 185 to RID [0] [('X-IronPort-AV',

'E=Sophos;i="5.07,323,1413259200"; \r\n d="scan\'208,217";a="185"'), ('x-ironport-av',

'E=Sophos;i="5.07,323,1413244800"; \r\n d="scan\'208,217";a="93843786"')]

Wed Nov 5 21:22:24 2014 Info: MID 185 RID [0] Response '2.0.0 Ok: queued as 0F8F9801C2'

Wed Nov 5 21:22:24 2014 Info: Message finished MID 185 done

참고:이전 예에 포함된 URL에는 URL 본문에 추가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웹 검사 또는 프
록시 탐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전 예제의 Udemy 링크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NEUTRAL의 점수 -5.08로 평가됩니다. 메일
로그 항목에 표시된 것처럼 이 메시지는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광범위한 중립(-5.90~5.90)을 지표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범위에 속하는
모든 URL에 대해 트리거되지 않고 오탐/오탐 작업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범위가 더 작은 사용자 지



정 범위를 갖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상 URL에 대한 콘텐츠 필터

이 예에서는 이러한 인바운드 콘텐츠 필터를 구현해 정상 URL을 검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필터를 적용하면 시스템은 정상 평판(6.00~10.00)의 URL을 검색하고 WBRS(Web-Based
Reputation Score)를 트리거하고 기록하기 위해 메일 로그에 로그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러한
로그 항목은 트리거된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다음은 메일 로그의 예입니다.

Wed Nov 5 21:11:10 2014 Info: Start MID 182 ICID 602

Wed Nov 5 21:11:10 2014 Info: MID 182 ICID 602 From: <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11:10 2014 Info: MID 182 ICID 602 RID 0 To: <joe.user@goodmailguys.com>

Wed Nov 5 21:11:10 2014 Info: MID 182 Message-ID '<D08042EA.24BA4%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11:10 2014 Info: MID 182 Subject 'Starting at the start!'

Wed Nov 5 21:11:10 2014 Info: MID 182 ready 2798 bytes from <bad_user@that.domain.net>

Wed Nov 5 21:11:10 2014 Info: MID 182 matched all recipients for per-recipient policy DEFAULT in

the inbound table

Wed Nov 5 21:11:11 2014 Info: MID 182 interim AV verdict using Sophos CLEAN

Wed Nov 5 21:11:11 2014 Info: MID 182 antivirus negative

Wed Nov 5 21:11:11 2014 Info: MID 182 URL http:// www .yahoo.com has reputation 8.39 matched

url-reputation-rule

Wed Nov 5 21:11:11 2014 Info: MID 182 Custom Log Entry: <===> CLEAN URL! <===>

Wed Nov 5 21:11:11 2014 Info: MID 182 Outbreak Filters: verdict negative

Wed Nov 5 21:11:11 2014 Info: MID 182 queued for delivery

Wed Nov 5 21:11:11 2014 Info: New SMTP DCID 23 interface 192.168.0.199 address 192.168.0.200

port 25

Wed Nov 5 21:11:11 2014 Info: Delivery start DCID 23 MID 182 to RID [0]

Wed Nov 5 21:11:11 2014 Info: Message done DCID 23 MID 182 to RID [0] [('X-IronPort-AV',

'E=Sophos;i="5.07,323,1413259200"; \r\n d="scan\'208,217";a="182"'), ('x-ironport-av',

'E=Sophos;i="5.07,323,1413244800"; \r\n d="scan\'208,217";a="93839309"')]

Wed Nov 5 21:11:11 2014 Info: MID 182 RID [0] Response '2.0.0 Ok: queued as 7BAF5801C2'

Wed Nov 5 21:11:11 2014 Info: Message finished MID 182 done

Wed Nov 5 21:11:16 2014 Info: ICID 602 close

Wed Nov 5 21:11:16 2014 Info: DCID 23 close

참고:이전 예에 포함된 URL에는 URL 본문에 추가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웹 검사 또는 프
록시 탐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Yahoo.com은 CLEAN으로 간주되고 8.39의 점수를 부여받았으며 메일 로그
에 기록되고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점수 없음"이 표시된 URL에 대한 콘텐츠 필터

평판 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URL에 대해 "No Score(점수 없음)"가 지정됩니다.  이러한 URL은
새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트래픽이 거의 또는 아예 없거나, 현재 점수를 매길 수 없는 URL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점수가 없는 URL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싱 관련 이메일과 첨부 파
일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경우 관련 URL 점수를 검토하십시오.  관리자는 클릭 시간 평가를 위해
Cisco Cloud Web Security 프록시 서비스로 리디렉션된 점수 URL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분류되지 않은 URL 또는 잘못 분류된 URL 보고

경우에 따라 URL이 아직 분류되지 않았거나 잘못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잘못 분류된 URL 및 분류
되지 않았지만 분류가 필요한 URL을 보고하려면 Cisco URL 분류 요청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제출한 URL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페이지의
Submitted URLs(제출한 URL) 탭에서 Status(상태)를 클릭하십시오.

악의적인 URL 및 마케팅 메시지가 안티스팸 또는 Outbreak
Filter로 검색되지 않음

이 문제는 안티스팸 및 Outbreak Filter가 판정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 여러 기준 중에서 웹사이트
평판과 카테고리, 이 두 가지 기준뿐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이러한 필터의 민감도를 높이려면
URL을 텍스트로 재작성 또는 교체하거나, 메시지를 격리 또는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임계값을 낮게 설정하십시오.

또는 URL 평판 점수를 기반으로 콘텐츠 또는 메시지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 엔드 유저 가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securityhub.cisco.com/web/submit_urls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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