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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Microsoft Windows 검색 서비스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 목록을 수집하고 게시하는 데 사용됩니다.이
러한 리소스 또는 찾아보기 목록에는 파일 및 프린터 공유가 포함됩니다.이 목록을 유지할 수 있는
컴퓨터를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Windows 2000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내 네트워크 환경을 열면 도메인 및 컴퓨터 목록이 생성됩니
다.컴퓨터는 동일한 서브넷의 브라우저 컴퓨터에서 찾아보기 목록의 복사본을 가져와서 이를 수행
합니다.

브라우저 서비스를 실행하는 컴퓨터는 각 서브넷에 대한 잠재적인 브라우저가 될 수 있습니다.브라
우저가 마스터 브라우저가 되기 위해 도메인 컨트롤러와 경합할 때 이 문서 결과에서 설명하는 오
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버전의 Cisco Unity, Cisco CallManager(버전 4.x 이하) 및 모든 버전의 Cisco
ICM(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또는 Cisco IP Contact Center(IPCC)를 포함하여
Windows 2000에서 실행되는 Cisco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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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이 섹션에 설명된 오류 메시지는 브라우저가 마스터 브라우저가 되기 위해 도메인 컨트롤러와 경쟁
할 때 발생합니다.이 문제는 ip helper 명령이 활성화된 Cisco 라우터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서브넷
이 있는 Windows 2000 도메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Windows 2000 도메인 컨트롤러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Event Type: Error

Event Source: MRxSmb

Event Category: None

Event ID: 8003

Date: 3/13/2004

Time: 7:34:54 AM

User: N/A

Computer: <DOMAIN-CONTROLLER>

Description:

The master browser has received a server announcement from the computer <CLIENT-COMPUTER>

that believes that it is the master browser for the domain on transport NetBT_Tcpip_{3279C4C6-

2671-4C15-B24.

The master browser is stopping or an election is being forced.

이러한 오류 메시지는 마스터 브라우저 상태를 위해 경쟁하는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Event Type: Error

Event Source: NetBT

Event Category: None

Event ID: 4319

Date: 3/13/2004

Time: 7:11:25 PM

User: N/A

Computer: <CLIENT-COMPUTER>

Description:

A duplicate name has been detected on the TCP network.

The IP address of the machine that sent the message is in the data.

Use nbtstat -n in a command window to see which name is in the Conflict state.

Event Type: Warning

Event Source: MRxSmb

Event Category: None

Event ID: 8005

Date: 3/13/2004

Time: 7:11:25 PM

User: N/A

Computer: <CLIENT-COMPUTER>

Description:

The browser has received a server announcement indicating that the computer <CLIENT-COMPUTER>

is a master browser, but this computer is not a master browser.

솔루션

이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ip helper 명령이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다른 기본 브로드캐스트 전달을 제거하려면 no ip
forward-protocol udp 명령을 구성합니다.

1.

마스터 브라우저가 되려고 하는 컴퓨터에서 Auto(자동) 또는 Yes(예)에서 False(거짓)로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Browser\Parameters\Mainta
inServerList 레지스트리 키를 편집합니다.이 레지스트리 변경은 컴퓨터가 도메인 마스터 브라
우저가 되고 도메인 컨트롤러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그러나 서버가 도메인 컨트롤러인
경우 기본 설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컴퓨터의 브라우저 서비스 설정을 수동으로
시작으로 변경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다음 오류가 발생합니다.
Event Type: Error

Event Source: Service Control Manager

Event Category: None

Event ID: 7024

Date: 3/13/2004

Time: 9:14:12 PM

User: N/A

Computer: UNITY

Description:

The computer browser service terminated with service-specific error 2550.

2.

관련 정보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tech/tk652/tsd_technology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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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Microsoft Windows 2000 검색 문제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문제
	솔루션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