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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관리자가 Cisco ESA(Email Security Appliance)에서 SLBL(End-User
Safelist/Blocklist)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SA에서 최종 사용자 허용 목록/차단 목록을 수정하는 방법

ESA 관리자는 ISQ(IronPort Spam Quarantine) 인터페이스에서 SLBL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자는 각 최종 사용자가 보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항목의 상위 집합을 보고 작업합니다.

SLBL을 보거나 수정하려면 관리자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admin 계정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EUQ에 로그인합니다.1.
오른쪽 위의 Options 드롭다운 메뉴에서 Safelist 또는 Blocklist(차단 목록)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신자 주소에 대한 발신자/발신자 목록을 찾아 수정●

SLBL을 .csv 파일로 내보내기2.
System Administration(시스템 관리) > Configuration File(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선택하고
Backup/Backup Now(지금 백업/백업)를 선택합니다.

●

이 파일은 어플라이언스에 저장되며 FTP 또는 어플라이언스에서 다른 파일 검색 방법을 통
해 내보내야 합니다.

●

파일이 구성 디렉토리에 저장되고 파일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예: slbl-
564D6C9B806B5719XXXX-57284F5DYYYY-20160203T141646.csv

●

SLBL .csv 파일을 보면 다음과 비슷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 File exported by the SL/BL at 20070922T012001

c=us;a=;p=test;o=exchange;s=smith;g=joe;, BLOCKED, black2@x.com

c=us;a=;p=test;o=exchange;s=smith;g=joe;, SAFE, white4@x.com, white5@x.com, white6@x.com,

white3@x.com, white7@x.com

joe@exchange.test.com, BLOCKED, black2@x.com

joe@exchange.test.com, SAFE, white4@x.com, white5@x.com, white6@x.com, white3@x.com,

white7@x.com

joe@testcom, BLOCKED, black2@x.com

joe@testcom, SAFE, white4@x.com, white5@x.com, white6@x.com, white3@x.com, white7@x.com

joe@test.com, BLOCKED, black2@x.com

joe@test.com, SAFE, white3@x.com, white4@x.com, white5@x.com, white6@x.com, white7@x.com

파일이 수정되면 System Administration(시스템 관리) > Configuration File(컨피그레이션
파일) and Restore(복원)와 동일한 방법으로 ESA에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

허용 목록 및 차단 목록 항목 구문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발신자를 허용 목록 및 차단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user@domain.com●

server.domain.com●

domain.com●

[10.1.1.0]●

[ipv6:2001:DB8:1::1]●

사용자@[1.2.3.4]●

참고:허용 목록 및 차단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플라이언스가 현재 실행 중인 AsyncOS
for Email Security 버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ISQ 도움말 페이지를 직접 방문하
십시오. https://<IP OR HOSTNAME OF ESA>:83/help/admin_help

관련 정보

최종 사용자 가이드 - Email Security Appliance●

ESA 허용 목록/차단 목록 백업 절차●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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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isco.com/c/ko_kr/support/docs/security/email-security-appliance/117922-technote-esa-00.html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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