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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Google G Suite에서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서버를 사용하여 이메일
을 전송하도록 Cisco UCS(Unified Computing Solutions) Director(UCSD) 6.0.0.0을 구성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Google Suite 솔루션 관리●

SMTP 보안 및 구성에 대한 기본 지식●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이 문서의 정보는 UCS Director 6.0을 기반
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정보

G Suite에 대한 Google 지원 페이지를 보면 3개의 다른 smtp 서버를 제공합니다.UCSD 6.0은
SSL/TLS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남아 있는 옵션은 smtp-relay.gmail.com과 포트 25를 사용하거나



aspmx.l.google.com과 포트 25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G Suite 도메인 내의 유효한 사용자여야 하며,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적절한 구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Save(저장)를 선택한 후 Test Email Address(이메일 주소 테스트)에서 UCS Directory(UCS 디렉토
리) 상자의 이메일을 수신합니다.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류 SMPT 서버가 다운되었거나 연결할 수 없습니다.



inframgr-log.txt 로그에서 이러한 오류 중 하나를 확인합니다.

smtp-relay.gmail.com 오류

2017-08-23 07:50:01,417 [ORP-1-24] INFO doFormSubmit(MailSettingsForm.java:157) - Mail settings

saved successfully

2017-08-23 07:50:01,420 [ORP-1-24] INFO sendTestEmail(MailSettingsForm.java:314) - Sending test

email

2017-08-23 07:50:01,423 [ORP-1-24] INFO sendTestEmail(MailSettingsForm.java:348) - Initiating

authenticated session

2017-08-23 07:50:03,152 [ORP-1-24] ERROR doFormSubmit(MailSettingsForm.java:175) - Test email

failed

com.sun.mail.smtp.SMTPSendFailedException: 550-5.7.1 [XXX.YYY.ZZZ.ZZZ 1] Our system has detected

an unusual rate of

550-5.7.1 unsolicited mail originating from your IP address. To protect our

550-5.7.1 users from spam, mail sent from your IP address has been blocked.

550-5.7.1 Please visit

550-5.7.1 https://support.google.com/mail/?p=UnsolicitedIPError to review our

550 5.7.1 Bulk Email Senders Guidelines. q71si912001wmd.271 - gsmtp

at com.sun.mail.smtp.SMTPTransport.issueSendCommand(SMTPTransport.java:1668)

at com.sun.mail.smtp.SMTPTransport.finishData(SMTPTransport.java:1473)

at com.sun.mail.smtp.SMTPTransport.sendMessage(SMTPTransport.java:738)

at com.cloupia.feature.systemsettings.MailSettingsForm.sendTestEmail(MailSettingsForm.java:377)

at com.cloupia.feature.systemsettings.MailSettingsForm.doFormSubmit(MailSettingsForm.java:171)

at com.cloupia.service.cIM.inframgr.APIProvider.doFormSubmit(APIProvider.java:1311)

at sun.reflect.GeneratedMethodAccessor795.invoke(Unknown Source)

at sun.reflect.DelegatingMethodAccessorImpl.invoke(DelegatingMethodAccessorImpl.java:43)

at java.lang.reflect.Method.invoke(Method.java:497)

at com.cloupia.fw.services.provider.ServiceProvider.executeOperation(ServiceProvider.java:758)

at

com.cloupia.fw.services.provider.OperationRequestProcessor.run(OperationRequestProcessor.java:97

)

at java.util.concurrent.ThreadPoolExecutor.runWorker(ThreadPoolExecutor.java:1142)

at java.util.concurrent.ThreadPoolExecutor$Worker.run(ThreadPoolExecutor.java:617)

at java.lang.Thread.run(Thread.java:745)

또는 



aspmx.l.google.comerror의 경우

2017-08-23 07:43:17,605 [ORP-1-20] INFO doFormSubmit(MailSettingsForm.java:157) - Mail settings

saved successfully

2017-08-23 07:43:17,605 [ORP-1-20] INFO sendTestEmail(MailSettingsForm.java:314) - Sending test

email

2017-08-23 07:43:17,606 [ORP-1-20] INFO sendTestEmail(MailSettingsForm.java:348) - Initiating

authenticated session

2017-08-23 07:43:18,162 [ORP-1-20] ERROR doFormSubmit(MailSettingsForm.java:175) - Test email

failed

com.sun.mail.smtp.SMTPSendFailedException: 550-5.7.0 Mail relay denied [XXX.YYY.ZZZ.ZZZ].

Invalid credentials for relay for

550-5.7.0 one of the domains in: (as obtained from HELO and MAIL FROM).

550-5.7.0 Email is being sent from a domain or IP address which isn't registered

550-5.7.0 in your G Suite account. Please login to your G Suite account and

550-5.7.0 verify that your sending device IP address has been registered within

550-5.7.0 the G Suite SMTP Relay Setting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550 5.7.0 https://support.google.com/a/answer/6140680#maildenied w206sm117434wmd.7 - gsmtp

at com.sun.mail.smtp.SMTPTransport.issueSendCommand(SMTPTransport.java:1668)

at com.sun.mail.smtp.SMTPTransport.mailFrom(SMTPTransport.java:1207)

at com.sun.mail.smtp.SMTPTransport.sendMessage(SMTPTransport.java:735)

at com.cloupia.feature.systemsettings.MailSettingsForm.sendTestEmail(MailSettingsForm.java:377)

at com.cloupia.feature.systemsettings.MailSettingsForm.doFormSubmit(MailSettingsForm.java:171)

at com.cloupia.service.cIM.inframgr.APIProvider.doFormSubmit(APIProvider.java:1311)

at sun.reflect.GeneratedMethodAccessor795.invoke(Unknown Source)

at sun.reflect.DelegatingMethodAccessorImpl.invoke(DelegatingMethodAccessorImpl.java:43)

at java.lang.reflect.Method.invoke(Method.java:497)

at com.cloupia.fw.services.provider.ServiceProvider.executeOperation(ServiceProvider.java:758)

at

com.cloupia.fw.services.provider.OperationRequestProcessor.run(OperationRequestProcessor.java:97

)

at java.util.concurrent.ThreadPoolExecutor.runWorker(ThreadPoolExecutor.java:1142)

at java.util.concurrent.ThreadPoolExecutor$Worker.run(ThreadPoolExecutor.java:617)

at java.lang.Thread.run(Thread.java:745)

관련 정보

G Suite 도움말: https://support.google.com/a/answer/176600

https://support.google.com/a/answer/1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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