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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NADDR의 host name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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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항

JOLT를 이용한 Tuxedo 연동 시 JAVA application에 대한 Tuxedo Service 접근에 대한 권한 문제로
인하여 JOLT repository에 대한 분리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한다.
다시말해 WebLogic instance 당 여러개의 JOLT Repository 접근에 대한 제약사항이 존재하는데, 이
제약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슈사항

신규 Unix 장비에 workstation client를 구성하고 기존 Tuxedo와 연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 에러와 함
께 connect를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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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JREPSVR 서버는 Tuxedo Domain 내에서 복수 개 설정이 가능하지만, 해당
Repository를 Write 할 수 있는 옵션인 CLOP 옵션을 통해서 -W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JREPSVR은
단 하나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JREPSVR
SRVGRP="joltgrp2"
SRVID=25
CLOPT="-A -- -W -P /hshin/admbin/jrepository"
RQPERM=0666
REPLYQ=Y
RPPERM=0666

Tuxedo

===
132654.chaeju!?proc.17323.1.0: GP_CAT:1287: ERROR: Can't parse the address //support_bea:35530
132654.chaeju!?proc.17323.1.0: LIBWSC_CAT:1055: ERROR: Unable to establish WSL connection
132654.chaeju!?proc.17323.1.0: LIBWSC_CAT:1027: ERROR: Unable to connect to WSH
132654.chaeju!?proc.17323.1.0: LIBWSC_CAT:1020: ERROR: Unable to obtain authenti
cation level
===

하나의 Tuxedo 도메인 내에서는 단지 하나의 JOLT Repository만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 JAVA 기반의 특정 업무에 대한 JOLT Repository를 다르게 사용하려 할 때는, Tuxedo Domain을
분리하여 JOLT Repository를 새롭게 생성해야 한다.

결국 아래와 같은 설정에서 2개의 JREPSVR가 하나의 jrepository를 접근하여 처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Write 할 수 있는 서버는 SVRID=25인 JREPSV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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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Tuxedo Domain에서 Jolt Repository file은
단 하나만 가능

이 때 WNSADDR을 IP address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연동이 된다.
왜 그런것인가?

해 결 안

Tuxedo에서 host name 형식은 RFC 810을 따르고 있다.
RFC 810에 따르면 host, net, domain name은 alphabet (A-Z), digit(0-9), '-', '.' sign들로 구성되므
로 WSNADDR=//support_bea:35530인 경우 "_"을 위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MIN=1

MAX=1

CONV=N

RFC 81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하면 된다.
JREPSVR
SRVGRP="joltgrp2"
SRVID=30
CLOPT="-A -- -P /hshin/admbin/jrepository"
RQPERM=0666
REPLYQ=Y
RPPERM=0666

MIN=1

MAX=1

===
http://www.faqs.org/rfcs/rfc810.html
===

CONV=N

참고로 RFC 810 내용 중 몇 가지는 RFC 608과 몇 개 다른 implementation에서 허용하고 있어
Tuxedo에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하고 있지 않다.

만일 위의 jrepository 파일이 다른 정보를 갖는 형태의 파일이라면 -W 옵션을 복수 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Domain 분리를 통해서 jrepository 파일을 이중화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
1 - 'single character names and nicknames are not allowed'
2 - a name is a text string up to 24 charac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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