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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M(Cisco Interaction Manager) 버전 9에서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CIM 버전 9의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CIM 버전 9의 서버에 대해 호스트 이름이 변경된 경우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시스템 항목이 올바르
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항목

1단계. 이 쿼리는 활성 데이터베이스의 egpl_config_property 테이블에서 수정해야 하는 항목을 표
시합니다.다음 항목에서 기존 호스트 이름을 새 호스트 이름으로 바꿉니다.

  select * from EGPL_CONFIG_PROPERTY where NAME in ('archive.db.server.1'

, 'discoveryaddress'

,'DSMController.hostName'

,'jmsserver.url'

,'Event.log.remote.file.dir'

,'Event.log .thread.socket.hostname' ;

,'Task.Attachment.WebTemp'

,'weblogic.server.port'

,'webtemp.webdir'

,'iks.server.url'

,'replication.url');

2단계. 이 쿼리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egpl_dsm_host 테이블에서 수정해야 하는 항목을 표시합니
다.이전 호스트 이름을 이 항목의 새 호스트 이름으로 바꿉니다.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다른 시스템
에 있는 스플릿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항목을 수정하지 마십시오
.egpl_dsm_host 항목은 다른 모니터링 테이블에서도 참조되므로 이러한 항목도 수정해야 합니다.

SELECT * FROM EGPL_DSM_HOST;

SELECT * FROM EGPL_DSM_HOST_MONITOR;

SELECT * FROM EGPL_DSM_INSTANCE_MONITOR;

SELECT * FROM EGPL_DSM_PROCESS_MONITOR ;

파일 시스템 항목



이러한 파일에는 이전 호스트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 호스트 이름으로 수동으로 교체해야 합
니다.

1단계. eService > bin > platform > windows 시작 파일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egainstart.bat - 애플리케이션, 메시징 및 서비스 서버에서●

egainstop.bat - 애플리케이션, 메시징 및 서비스 서버에서●

setenv_<host name>.bat - 파일 서버에 있습니다.또한 새 호스트 이름으로 이 파일의 이름을 수
정해야 합니다.

●

setenv_jms.bat - 파일 서버에 있습니다.●

2단계. 웹 서버에서 다음 파일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포함합니다.

{INSTALLATION_DIR} > eService > installation > egain-plugin > workers.properties - From
JBoss.

●

{INSTALLATION _DIR} > eService > installation > egain-plugin > iisproxy.ini - From
WebLogic.

●

3단계. 파일 서버의 eService.ear에서 {INSTALL_DIR} > 설치 > 귀로 이동합니다.그런 다음
Community.war > WEB-INF > config > jforum-custom.conf로 이동합니다.이 파일은 첫 번째 웹 서
버의 호스트 이름을 포함합니다.

4단계. eService.ear 폴더 내의 EAR > egpl_application_ejb_common.jar 파일은 메시징 서버의 호스
트 이름을 포함합니다.

/META-INF/jboss-ejb3.xml - JBoss를 사용하는 경우 버전 11.0.2 이상에서는 이 변경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

/META-INF/weblogic-ejb-jar.xml - WebLogic을 사용하는 경우 JMS(Java Messaging Services)
클러스터 URL이 JMS 클러스터 설정에 있습니다.

●

5단계. EAR 및 SERVICES_SERVER > lib > configurations.zip 파일 및 FILE_SERVER >
installation > data access 폴더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새 호스트 이름으로
egpl_ds_connpool_map.xml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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