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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LMHOSTS는 컴퓨터에서 원격 NetBIOS 이름 확인을 지원하는 정적 파일입니다.여기에는 NetBIOS
이름-IP 주소 매핑이 포함됩니다.이 문서에서는 Cisco ICM(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환경
에서 LMHOSTS 파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Q. LMHOSTS 파일이 ICM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A. LMHOSTS 파일은 NetBIOS 이름을 IP 주소에 매핑합니다.Cisco ICM 서버는 서로 통신하려면
Microsoft NetBIOS over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두 NetBIOS 이름 간에 NetBIOS 세션
이 설정됩니다.세션 설정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Windows WINS(Internet Name Service) 서버를 사용하는 NetBIOS 이름 확인 또는 정적
LMHOSTS 파일
NetBIOS name query request -->

                              <--  NetBIOS name query response

1.

TCP 연결이 설정되었습니다.
SYN  -->

        <--  SYN-ACK

   ACK  -->

2.

NetBIOS 세션이 해당 연결을 통해 설정됩니다.
NetBIOS session setup request -->

                                 <--  NetBIOS session setup response

3.

대부분의 경우 원격 드라이브 매핑, SQL Server 연결 설정 등의 명명된 파이프 연결입니다.

LMHOSTS 파일은 HOSTS 파일과 다르며, HOSTS 파일에는 IP 이름-IP 주소 매핑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HOSTS 파일에는 IP 라우터, ACD(Automatic Call Distributor), VRU(Voice Response Unit), 애
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서버, 퍼블릭, 높은 우선순위, 프라이빗 및 프라이빗 우선 순위 주소의 주소
가 포함됩니다.Cisco ICM 서버는 DNS(Domain Name Service) 서버 또는 고정 HOSTS 파일을 통
해 IP 호스트 이름을 확인하며, gethhostbyname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올바른
TCP/IP 소켓 포트를 올바른 주소(인터페이스)에 바인딩하고 서버가 적절한 인터페이스의 올바른
주소를 통해 다른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HOSTS 이름 확인은 DNS 서버가 수행하는 작업과 동일합니다.여기에는 Cisco ICM 서버에서 사용
하는 모든 IP 주소 및 Cisco ICM이 연결하는 다른 모든 주소가 포함됩니다.LMHOSTS 이름 확인은
WINS 서버가 수행하는 작업과 동일합니다.여기에는 각 ICM 서버의 공용 주소와 연결된 주소만 포
함됩니다.예를 들어 Network Neighbor — Network Neighbors에 나타나는 서버 및 주소만



   

LMHOSTS 파일에 있습니다.

예:CallRouterA는 개인 및 개인 우선 순위가 높은 주소를 통해 CallRouterB와 통신합니다.MDS 프
로세스가 시작되면 gethhostbyname 조회를 실행하여 자체 소켓에 사용할 주소와 개인 네트워크에
있는 피어 서버의 IP 주소를 요청합니다.CallRouter의 CCAgent 프로세스는 보이는 우선순위가 높
은 주소에 소켓을 바인딩하므로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PGAgent 프로세스가 이러한 라우터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CCAgent는 gethostbyname 조회를 수행하여 포트를 바인딩할 주소를 확인합니다
.또한 PGAgent는 HOSTS 파일 조회를 수행하여 CallRouter의 표시 및 표시 우선순위 주소에 연결
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PG에서 CallRouter로 net use 명령을 실행할 때 LMHOSTS 조회를 수행하고 CallRouter 호스트 이
름과 연결된 하나의 주소만 포함합니다.

ICM은 DNS 및 WINS 서버의 대안으로 HOSTS 및 LMHOSTS 파일을 사용합니다.ICM 서버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대신 고정 주소 집합을 사용하기 때문에 HOSTS 및
LMHOSTS 파일의 유지 관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HOSTS 및 LMHOSTS를 사용하면 기능
DNS 또는 WINS 서버의 요구 사항이 제거됩니다.ICM 서버는 WINS 또는 DNS 서버를 사용할 수 있
고 작동한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ICM 서버는 여러 번 별도의 도메인에 있으며 다른 고객
서버와 별도의 데이터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또는 논리적으로) 있습니다.

HOSTS 및 LMHOSTS 파일은 모든 ICM 서버의 \winnt\system32\drivers\etc 디렉터리에 있습니다.

로거 서버의 HOSTS 및 LMHOSTS 파일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로거 서버는 PDC(Primary
Domain Controller)이며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마스터
HOSTS 및 LMHOSTS 파일을 중앙 관리 및 제어 위치에 유지하고 sendall.bat를 사용하여 변경된
HOSTS 및 LMHOSTS 파일을 모든 ICM 서버에 전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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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all.bat 명령을 사용하여 ICM 노드 호스트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sw/custcosw/ps1001/products_tech_note09186a00800ad56e.shtml
//www.cisco.com/en/US/products/sw/custcosw/ps1001/products_tech_note09186a00800ad56e.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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