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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지원, 문제 해결 또는 추가 검토를 위해 스팸, Ham 또는 마케팅과 관
련된 이메일 메시지를 Cisco에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에 제출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시지 유형

일반적으로 스팸, 햄 및 마케팅 이메일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스팸:수신자에게 부적절한 이메일 메시지●

햄:스팸이 아닌 이메일 메시지입니다.또는 "비 스팸", "좋은 메일"입니다.●

마케팅:커머셜 이메일 메시지를 직접 마케팅●

  

Cisco는 잘못 분류된 이메일에 대한 제출을 수락합니다.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false-negative(누락된 스팸)●

오탐(또는 "Ham")●

오탐 마케팅 메시지●

오탐 마케팅 메시지●



의심스런 메시지●

바이러스 의심, 바이러스 양성 메시지●

Cisco에 이메일 메시지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락된 스팸 또는 잘못 표시된 스팸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면 Cisco가 이메일 메시지의 내용을 확
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IronPort IPAS(Anti-Spam) 효율성 및 점수도 지원합니다.

Talosintelligence.com에서 호스팅되는 이메일 상태 포털

ESP(Email Submission and Tracking Portal)가 2020년 9월 1일부터 Talosintelligence.com에서 호
스팅되는 Email Status Portal로 대체되었습니다.ESTP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자동
으로 새 포털로 리디렉션됩니다.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메트릭이 개선되어 사용자 데이터가 전송됩
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s://talosintelligence.com/tickets/email_submissions를 참조하십시오.

Cisco에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Cisco에 이메일 메시지를 제출하는 데 지원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isco Email Security 플러그인1.
최종 사용자의 직접 이메일 전송2.

  

Cisco Email Security 플러그인

Cisco Email Security 플러그인은 Microsoft Outlook on Windows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utlook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Cisco Email Security Plug-in의 버전을 설치했는지 확인하
려면 파일 > 옵션 > 추가 기능을 클릭합니다.Cisco IronPort Email Security Plug-In 또는 이와 유사
한 것이 표시되면 Cisco Email Security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위에
제공된 URL에서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참고: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Download Software 페이지에서 Cisco Email Security
Plug-In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활성 계약과 연결된 활성 CCO(Cisco
Connection Online) ID가 필요합니다.

   

Microsoft Outlook 리본에서 볼 수 있는 Cisco Email Security Plug-In의 예:

https://talosintelligence.com/tickets/email_submissions
https://software.cisco.com/portal/pub/download/portal/select.html?&mdfid=284900944&flowid=41782&softwareid=283090986


  

참고:이전 버전의 플러그인은 "IronPort Email Security Plug-in" 또는 "Outlook용 암호화 플러
그인"입니다. 이는 플러그인의 버전 7.6 이상에서 표시됩니다.이 플러그인 버전에는 보고 및
암호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2017년부터 Cisco는 서비스를 분리하고 두 가지 새로운 버
전의 플러그인 "Email Reporting Plugin for Outlook" 및 "Email Encryption Plugin for
Outlook"을 릴리스했습니다. 1.0.0.x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이메일 전송

이메일을 RFC 822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 인코딩 첨부 파일로 첨부하려면 아
래의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아래 예제로 제공되지 않
을 경우 이메일 클라이언트 사용 설명서 또는 지원 도움말을 직접 참조하고 "첨부 파일로 전송"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제출 서류를 적절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spam@access.iro
nport.com

제목 줄 앞에 [SUSPECTED SPAM]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메일 메시지 스
팸을 고려합니다.

ham@access.iron
port.com

제목 줄에 [SUSPECTED SPAM](의심스런 스팸)이 추가되거나 제목 줄에 추가 태깅이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메일 메시지를 스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ads@access.iron
port.com

제목 줄 앞에 [MARKETING], [SOCIAL NETWORK] 또는 [BULK]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
종 사용자는 이메일 메시지를 마케팅 콘텐츠 또는 그레이메일로 간주하거나 포함할 수 있습
니다.

not_ads@access.
ironport.com

제목 줄 앞에 [MARKETING], [SOCIAL NETWORK] 또는 [BULK]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
종 사용자는 이메일 메시지를 마케팅 또는 그레이메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phish@access.iro
nport.com

제목 줄 앞에 [SUSPECTED SPAM] 또는 [Possible $threat_category Fraud] 또는 이와 유사
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는 피싱(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신용 카드 정
보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얻기 위해 설계됨)인 것으로 나타나거나, 이메일 메시지에 악
성코드 첨부 파일(마찬가지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등을 얻기 위해 설계됨)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virus@access.iro
nport.com

제목 줄 앞에 [WARNING:바이러스가 감지되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메일 메시지 및/또
는 첨부 파일을 바이러스성(viral)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제목 줄 앞에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정에 대해서는 ESA 컨피그레이션에서 안티스팸, 안
티바이러스, 그레이메일 및 Outbreak Filter를 참조하십시오.

  

태그 있는 제목 줄 예:

https://tools.ietf.org/html/rfc822
mailto:spam@access.ironport.com
mailto:spam@access.ironport.com
mailto:ham@access.ironport.com
mailto:ham@access.ironport.com
mailto:ads@access.ironport.com
mailto:ads@access.ironport.com
mailto:not_ads@access.ironport.com
mailto:not_ads@access.ironport.com
mailto:phish@access.ironport.com
mailto:phish@access.ironport.com
mailto:virus@access.ironport.com
mailto:virus@access.ironport.com


  

경고:단순히 이메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메일 라우팅 헤더의 순서가 유지되지 않으
며, 이메일의 원본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메일 라우팅 헤더도 제거됩니다.  "첨부 파일
로 전송" 옵션을 통해 항상 문제가 있는 이메일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메일 전송은 다음 클라이언트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용 Microsoft Outlook 2010, 2013 또는 2016●

Microsoft Outlook Web App,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utlook 2011 및 Microsoft Outlook 2016 for Mac(OS X, macOS)●

메일(OS X, macOS)●

모질라 썬더버드●

모바일 플랫폼(iPhone, Android 등)●

  

Windows용 Microsoft Outlook 2010, 2013 또는 2016

Microsoft Outlook on Windows에서 선호하는 제출 방법은 Cisco Email Security 플러그인을 사
용하는 것입니다.

●

스팸, 바이러스, 피싱 메시지 등 원치 않는 이메일에 대한 메시지를 Cisco에 제출합니다.●

스팸으로 표시된 합법적인 이메일 메시지는 Not Spam(스팸 아님) 버튼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참고:Cisco Email Security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으려면 아래 Microsoft Outlook Web App,
Microsoft Office 365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Microsoft Office Online 사용을 제
공하는 경우).

  

Microsoft Outlook Web App,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utlook Web App에서 사서함을 엽니다.1.
제출할 메시지를 선택합니다.2.

http://www.cisco.com/c/ko_kr/support/security/email-encryption/products-user-guide-list.html


왼쪽 상단에 있는 "새 메일"을 클릭합니다.3.
전송 중인 메시지를 새 메시지에 끌어서 첨부 파일로 놓습니다.4.
위에 설명된 대로 각 주소로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5.

Microsoft Outlook 2011 및 Microsoft Outlook 2016 for Mac(OS X, macOS)

메시지 창에서 메시지를 선택합니다.1.
Attachment(첨부 파일) 버튼을 클릭합니다.2.
아래 Outlook Web App 지침에 나열된 각 주소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3.

메일(OS X, macOS)

이메일 메시지 자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Forward as Attachment(첨부 파일로
전달)를 선택합니다.

1.

위에 설명된 대로 이메일 메시지를 각 주소로 전달합니다.2.

모질라 썬더버드

이메일 메시지 자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Forward As(다른 이름으로 전달) >
Attachment(첨부 파일)를 선택합니다.

1.

위에 설명된 대로 이메일 메시지를 각 주소로 전달합니다.2.
  

참고:MailSentry IronPort Spam Reporter는 Mozilla Thunderbird에 사용할 수 있는 타사 플러
그인이며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지만 "Spam/Ham" 단추를 제공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Cisco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이 아닙니다.

  

모바일 플랫폼(iPhone, Android 등)

모바일 플랫폼에 원본 이메일을 첨부 파일로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전송하기 전에 위의 다
른 방법 중 하나에 액세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Cisco에 제출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직접 이메일 전송

Cisco는 이메일 제출을 위한 확인 이메일 또는 수신 알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Talosintelligence.com에서 호스팅되는 이메일 상태 포털을 통해 제출을 확인하십시오.

  

Talosintelligence.com에서 호스팅되는 이메일 상태 포털

https://addons.mozilla.org/en-US/thunderbird/addon/mailsentry-ironport-spam-repor/


이메일 상태 포털에서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정된 날짜/시간 범위의 모든 제출 목록이 표
시됩니다.

  

예:

  

이메일 상태 포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talosintelligence.com/tickets/email_submissions/help을 참조하십시오.

https://talosintelligence.com/tickets/email_submissions/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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