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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Cisco ESA(Email Security) C 시리즈 및 SMA(Security Management) M 시리즈 어플
라이언스의 최대 제한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경고:아래에 언급된 번호는 정보 및 참조 전용입니다.이러한 값에 가까운 설정을 사용하여 디
바이스를 구성하면 기능 및/또는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환경:

Cisco IronPort C 및 M 시리즈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질문:

Email Security 및 Secure Management Appliance의 최대 제한 중 일부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능/항목 최대 제한 참고
장치 및 네트워크 구성
최대 리스너 수 무제한
최대 IP 경로 수 무제한

최대 SMTP 경로 수

ESA:40,0
00
SMA:10,0
00

ALL의 최종 기본 경로는 이 제한에 대한 경로로 계산됩
니다.

SMTP 경로당 최대 대상 호스트 수 100 ESA GUI는 100개 이상의 레코드를 수용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결함 CSCvu84839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에서 지원되는 최대 시스템 수 무제한 클러스터에 어플라이언스가 20개 이상 있으면 클러스터
통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리스너 아래의 최대 도메인 맵 항목 수 20,000
최대 가상 게이트웨이 수 255

최대 디스크 공간 크기 16TB
Cisco Content Security Virtual Appliance 설치 설명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sco는 Cisco Content Security
가상 어플라이언스의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변경을 지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vu84839
/content/dam/en/us/td/docs/security/content_security/virtual_appliances/Cisco_Content_Security_Virtual_Appliance_Install_Guide.pdf


원하지 않습니다.

단일 SMA에서 관리하는 최대 ESA 어플라
이언스 수 20

AsyncOS 버전 13.6.1 이상에서 40개의 ESA 어플라이언
스는 보고 및 추적 기능만 활성화된 단일 SMA에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메일 및 보안 정책
사용자당 최대 SLBL 항목 수 500
SLBL 데이터베이스의 최대 크기 1GB
Global Unsubscribe(전역 수신 거부)의 최
대 주소 수 10,000

최대 컨텐트 사전 수 100
한 사전 파일의 최대 크기 무제한
RAT의 최대 항목 수 무제한
RAT 항목당 최대 도메인 수 300,000

예외 테이블의 최대 항목 수 무제한
Sender Verification Exception(발신자 확인 예외) 테이블
에는 500개의 레코드가 표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선
요청 CSCvc19262를 참조하십시오.

최대 콘텐츠 필터 수 무제한
최대 메시지 필터 수 무제한
Sophos 안티바이러스 검사 가능한 최대 깊
이 100

McAfee 안티바이러스 검사 가능한 최대 깊
이 300

HAT에서 최대 발신자 그룹 수 무제한
단일 Sender Group의 최대 Sender 수 무제한
최대 도메인 서명 프로필 수 무제한
격리된 메시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최
대 첨부 파일 크기 25MB

단일 SMTP 세션에서 확인할 최대 수신자
수 25,000

가장 테이블 아래의 최대 매핑 수 400,000
최대 altsrchost 항목 수 1,000
기타
최대 동시 DNS 쿼리 수 500
최대 UDP DNS 페이로드 512바이트

파일 분석을 위해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샘플 수

200/24시
간

이 제한은 조직별로 제공되며 모든 통합 디바이스 및
AMP for Endpoints에서 제출한 샘플을 포함합니다.이 한
도를 늘리려면 어카운트 팀에 문의하십시오.

단일 call-ahead SMTP 서버에 대한 최대
연결 수 100

SMTP 응답 캐시의 최대 항목 수 1,000,000
단일 LDAP 연결에서 최대 쿼리 수 10,000 자세한 내용은 개선 요청 CSCun98077을 참조하십시오.
CSV로 내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추적
검색 결과 수

최대
50,000

정책 격리에 있는 최대 메시지 수 무제한 Cisco는 정책 격리에 평균 20,000개 미만의 메시지를 저
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SMA 어플라이언스에 보존되는 아카이브
된 보고서의 최대 수 1,000 새 보고서가 추가되면 이전 보고서가 자동으로 삭제됩니

다.

주의:위에서 언급한 값은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Unlimited"로 정의된 기능은
디바이스 리소스에 의해 제한됩니다.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vc19262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un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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