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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Unity Connection(UC)의 메일 저장소에 대한 보충 정보를 설명하고 가능한 경
우 현재 문서를 참조합니다.

각 서버에 대한 메시지 시간(분)

UC 서버에서 보유할 수 있는 메시지의 양을 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많은 고객이 가상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하려고 합니다.G-711 코덱의 대략적인 메시지 스토리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ty Connection 9.x Supported Platforms List Cisco 기사의 Specifications for Virtual Platform
Overlays for Current Shipping Connection 9.x Server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CS(Media Convergence Server)를 실행하고 유사한 정보를 원할 경우 Cisco Unity Connection
9.x Supported Platforms List Cisco 문서의 Current Shipping Platform Overlay <x> Servers 또는
Previded Platform Overlay <x> Servers 섹션을 참조하고 특정 하드웨어를 찾습니다.

참고: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문서에는 Approximate message storage, G-711 codec,
minutes(대략적인 메시지 저장소)라는 레이블이 지정된 테이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에는 대략적인 메시지 스토리지가 분 단위로 나열됩니다.

UC에 메일 저장소 추가

UC에는 최대 5개의 메일 스토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개가 있으며 최대 4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추가 메일 저장소가 생성됩니다.

참고:메일 저장소를 더 추가할 때 메시지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지 않고, 사서함이 많은 서버
의 성능만 최적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isco에서는 메일 저장소에 5,000명 이하의 사용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권장 사항은
Cisco Unity Connection 9.x Cisco 문서의 Managing Mailbox Stores in Cisco Unity Connection 9.x
섹션에서 Creating a Mailbox Store in Cisco Unity Connection 9.x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또한 추가
메일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onnection/9x/supported_platforms/9xcucspl.html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onnection/9x/supported_platforms/9xcucspl.html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onnection/9x/supported_platforms/9xcucspl.html#wp703559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onnection/9x/supported_platforms/9xcucspl.html#wp703559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onnection/9x/supported_platforms/9xcucspl.html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onnection/9x/supported_platforms/9xcucspl.html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onnection/9x/administration/guide/9xcucsag180.html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onnection/9x/administration/guide/9xcucsag180.html#wp1076849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onnection/9x/administration/guide/9xcucsag180.html


   

UC 내의 여러 메일 저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w Multiple Mailbox Stores Work in Cisco Unity
Connection 9.x를 참조하십시오.섹션을 참조하십시오.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
니다.

해당 사서함 저장소에 저장된 음성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사서함 저장소 데이터베이
스입니다.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10,000명 또는 약 1.25GB에 대해 각각 평균 약 40개의 메시지에
대해 크기가 미리 지정됩니다. 현재 Connection에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은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발췌문에 언급된 1.25GB는 UC의 다른 곳에 저장된 사용자 메시지에 맵을 저장하기 위해 테이블 행
에 사용됩니다.사용자 메시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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