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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Exchange Server 관리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Microsoft Exchange IMC(Internet Mail
Connector)를 사용할 때 winmail.dat 첨부 파일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첨부 파일은 Cisco ESA(Email Security Appliance)를 통해 처리될 때 검사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배경 정보
Microsoft Support에서 "최종 사용자가 Exchange Windows 또는 Outlook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으
로 메일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클라이언트가 RTF(Rich Text Format)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메시지 끝에 Winmail.dat라는 파일 첨부 파일이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Winmail.dat 파
일에는 메시지에 대한 Exchange Server RTF 정보가 들어 있으며 받는 사람에게 이진 파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Exchange Server가 아닌 수신자에게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Microsoft Support에서 "Microsoft Outlook 또는 서식 있는 텍스트 형식 인식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수신자는 서식 있는 텍스트 형식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서식 있는 텍스
트 형식 정보를 포함하는 Winmail.dat 파일이 전자 메일 메시지에 첨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Microsoft 지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Outlook을 사용하여 보낸 사람이 받은 전자 메일에 Winmail.dat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

winmail.dat 첨부 파일 문제 해결

winmail.dat 첨부 파일은 Exchange가 아닌 클라이언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SA 및 Sophos 안티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파일을 스캐닝할 수 없는 판정을 생성합니다. ESA 또는 Sophos의 결과로 발
생한 오류 또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할 수 없는 판정은 파일의 원래 생성 및 인코딩 때문에 결정됩
니다.

Microsoft Support에서는 첨부 파일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Microsoft 지원 문서를 검토하십시오. 

전자 메일 메시지 형식이 Outlook의 인터넷 전자 메일 메시지에 미치는 영향●

Outlook 2007 및 2010에서 전자 메일 첨부 파일로 보낸 Winmail.dat●

Sophos Support에서는 다음 항목의 winmail.dat 파일 첨부 문제도 다룹니다.

Winmail.dat 파일이란 무엇입니까?●

TNEF로 인코딩된 첨부 파일은 Sophos UTM 이메일 암호화로 해독할 수 없습니다.●

https://support.microsoft.com/en-gb/help/278061/email-received-from-a-sender-using-outlook-includes-a-winmail-dat-atta
https://support.microsoft.com/en-gb/help/278061/email-received-from-a-sender-using-outlook-includes-a-winmail-dat-atta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290809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958012/winmail-dat-sent-as-an-email-attachment-in-outlook-2007-and-2010
https://www.sophos.com/en-us/support/knowledgebase/10031.aspx
https://www.sophos.com/en-us/support/knowledgebase/116215.aspx


관련 정보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 엔드 유저 가이드●

Cisco Security Management Appliance - 최종 사용자 가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en/us/support/security/content-security-management-appliance/products-user-guide-list.html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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