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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Prime Central 1.4 이상 릴리스에서 nco_g_oracle 프로세스를 nco_g_jdbc로 대체하
는 단계별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프라임 센트럴●

기본 Linux 운영 체제(OS) 명령●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Prime Central 1.4 이상●

Oracl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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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 Central이 하위 버전에서 Prime Central 1.4 이상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한 후, nco_g_oracle 프
로세스가 nco_g_jdbc 프로세스 대신 계속 실행된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rime Central 1.4 이상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기본 동작은 nco_g_jdbc 프로세스에 의한
nco_g_oracle의 교체를 포함합니다.



문제

Prime Central G_JDBC.log는 nco_g_oracle 프로세스가 Prime Central 1.4 이후 릴리스에서 전체 업
그레이드를 계속 실행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이 오류 메시지를 던집니다.

Fatal: F-IVM-005-001: OpenServer - Fatal Error: Could not find server name 'NCO_GATE' in

interfaces file

참고: G_JDBC.log 파일은 installation-directory/faultmgmt/omnbus/log 디렉토리에 저장됩니
다.

솔루션

1단계. omni.date 파일에서 NCO_GATE 항목을 확인합니다.

[NCO_GATE]

{

 Primary:

}

참고: omni.dat 파일은 installation-directory/faultmgmt/etc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2단계. 이와 같은 다른 NCO 항목을 찾은 경우, NCO_GATE 항목이 추가되거나 잘못 추가되지 않
은 경우 3단계를 따릅니다.

[NCO_GATE_REF]

{

 Primary:

}

[NCO_GATE_TEST]

{

 Primary:

}

[NCO_GATE_PROD]

{

 Primary:

}

3단계. omni.dat 파일에 NCO_GATE 항목을 추가합니다.

[NCO_GATE]

{

 Primary:

}

참고:NCO_GATE에 대한 엔트리를 무료 열린 포트로 추가해야 합니다.

4단계. 인터페이스 파일 /etc/interfaces.linux2x86을 재생성합니다.



su - primeusr

cd $NCHOME/bin/

./nco_igen -arch linux2x86

 5단계. JDBC_Gateway를 재시작합니다.

cd $NCHOME/omnibus/bin

./nco_pa_stop -server NCO_PA -user primeusr -password

./nco_pa_start -server NCO_PA -user primeusr -password

  

참고:primeusrpwd는 Prime Central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비밀번호입니다.

6단계. Linux OS에서 이미 시작된 nco_g_oracle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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