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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AC 4.0 Process Orchestrator와 서비스 카
탈로그 간에 SSL을 구성하는 방법 
  
 
이 문서의 범위는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에서 SSL을 구성하는 간단한 연습입니다
.이 구성에서는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지만 서드파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는 IAC 문서 포트폴리오의 SSL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Service Catalog 서버는 SSL에 대해 구성할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RequestCenter 및
ServiceLink입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2개의 서버 JBoss 컨피그레이션에서 수행되었지만 1개의 서
버 JBoss 컨피그레이션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이 구성은 Windows 또는 Linux 서비스 카탈로그 서
버에서 작동합니다.이 단계에서는 Windows 서비스 카탈로그 서버의 구성을 표시하지만 Linux 서비
스 카탈로그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단계에서 <JBOSS_RC_HOME> 변수는
RequestCenter에 대한 JBoss 홈 디렉토리를 참조하고, <JBOSS_SL_HOME>은 ServiceLink에 대
한 JBoss 홈 디렉토리를 참조하며 <JAVA_HOME>은 Java 홈 디렉토리를 참조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RequestCenter에서 SSL 구성
ServiceLink에서 SSL 구성
  

RequestCenter에서 SSL 구성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인증서 생성
인증서 내보내기
JBoss 트러스트 저장소로 인증서 가져오기
Java 트러스트 저장소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독립형-full.xml 구성 파일 편집
  

인증서 생성
 
먼저 자체 서명 인증서를 만듭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디렉토리를 <JBOSS_RC_HOME>\RequestCenterServer\configuration으로 변경합니다.
<JAVA_HOME>\jre\bin\keytool -genkey -alias <requestcenter alias> -keyalg RSA -keypass
<keypass password> -storepass <storepass password> -keystore keystore keystore.jks 명령
을 실행하여 자체 서명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서비스 카탈로그 서버에서 SSL 구성●

Process Orchestrator 서버에서 SSL 구성●

SSL을 서로 사용하도록 Process Orchestrator 및 서비스 카탈로그 구성●

SSL을 사용하여 통신하도록 RequestCenter 및 ServiceLink 구성(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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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피그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별칭은 RequestCenter이며 키 패스와 storepass 비밀번호는 기
본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참고:이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첫 번째 프롬프트는 What is
your first and last name(CN이라고도 함)입니다. 컴퓨터 또는 localhost의 호스트 이름이어야 
합니다.나머지 정보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내보내기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인증서를 파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디렉토리를 <JBOSS_RC_HOME>\RequestCenterServer\configuration으로 변경합니다.
<JAVA_HOME>\jre\bin\keytool -export -alias <requestcenter alias> -storepass <storepass
password> -file <requestcenter certificate file name> -keystore keystore.jks 명령을 실행하여
인증서를 파일로 내보냅니다.  
 
컨피그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파일 이름은 RequestCenter.cer입니다.
  

JBoss 트러스트 저장소로 인증서 가져오기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인증서를 JBoss 신뢰 저장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디렉토리를 <JBOSS_RC_HOME>\RequestCenterServer\configuration으로 변경합니다.
<JAVA_HOME>\jre\bin\keytool -import -v -trustcacerts -alias <requestcenter alias> -file
<requestcenter certificate file name> -keystore cacerts.jks -keypass <keypass password> -
storepass <storepass password> 명령을 실행하여 인증서를 JBoss 트러스트 저장소로 가져
옵니다.
  

Java 트러스트 저장소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인증서를 Java Trust Store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디렉토리를 <JAVA_HOME>\jre\lib\security으로 변경합니다.
<JBOSS_RC_HOME>\RequestCenterServer\configuration into this directory에서
RequestCenter 인증서 파일을 복사합니다.
<JAVA_HOME>\jre\bin\keytool -import -v -trustcacerts -alias <requestcenter alias> -file
<requestcenter certificate file name> -keystore acerts -keypass <keypass password> -
storepass <storepass password> 명령을 실행하여 인증서를 Java 신뢰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독립형-full.xml 구성 파일 편집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독립형-full.xml 구성 파일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파일 <JBOSS_RC_HOME>\RequestCenterServer\configuration\standalone-full.xml을 적절한
텍스트 편집기로 엽니다.
<connector name="http" protocol="HTTP/1.1" scheme="http" socket-binding="http"/>를 검색
하고 다음 줄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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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or protocol="HTTP/1.1" name="https" scheme="https" socket-binding="https"
secure="true"> 
<ssl key-alias="<requestcenter alias>" password="changeit" certificate-key-
file="<JBOSS_RC_HOME>\RequestCenterServer\configuration\keystore.jks"/> 
</connector>  
 
참고:<requestcenter alias>를 사용 중인 RequestCenter 별칭으로 변경하고 
<JBOSS_RC_HOME>을 RequestCenter용 JBoss 홈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파일을 독립형-full.xml로 저장합니다.
RequestCenter를 다시 시작합니다.
  

ServiceLink에서 SSL 구성
 
ServiceLink에서 SSL을 구성하려면 문서의 RequestCenter에서 SSL 구성 섹션의 단계를 반복하여 
<JBOSS_SL_HOME> 디렉토리 및 <servicelink alias>를 사용합니다.
  
Process Orchestrator 서버에서 SSL 구성 
Process Orchestrator 서버는 IIS를 사용하는 Windows 서버입니다.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
니다.
 

인증서 생성
인증서 내보내기
Process Orchestrator SSL 포트에 인증서 바인딩
  

인증서 생성
 
먼저 자체 서명 인증서를 만듭니다.
 

IIS 관리자를 엽니다.
창 왼쪽에서 Process Orchestrator 서버를 선택합니다.
창의 오른쪽에서 Server Certificates(서버 인증서)를 두 번 클릭합니다.
Server Certificates(서버 인증서) 창의 맨 오른쪽에서 Create Self-Signed Certificate(자체 서명
인증서 생성)를 클릭합니다.
인증서의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내보내기
 

인증서가 생성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View(보기)를 선택합니다.
세부 정보 탭을 클릭하고 파일에 복사를 클릭합니다.
Certificate Export Wizard(인증서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아니요, 개인 키를 내보내지 않음"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Base-64 인코딩 x.509(.CER)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인증서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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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rchestrator SSL 포트에 인증서 바인딩
 

인증서 파일을 열고 Details(세부 정보) 탭을 클릭한 다음 Details(세부 정보) 탭의 Field(필드)
섹션에서 Thumbprint(지문)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지문의 16진수 값을 복사합니다. 인증서
해시 값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netsh http add sslcert ipport=0.0.0.0:61526 certhash=<thumbprint> appid={1776a671-8e9c-
45b0-8304-dec6f472131f}" 명령을 실행합니다.  
 
ipport=0.0.0.0:61526은 Process Orchestrator의 IP 주소 및 SSL 포트입니다.0.0.0.0:61526이
어야 합니다.  
 
certhash는 1단계에서 복사한 지문 값입니다.  
 
*참고:지문 값에서 공백을 제거해야 합니다.appid는 항상 {1776a671-8e9c-45b0-8304-
dec6f472131f}입니다.
  

SSL을 서로 사용하도록 Process Orchestrator 및
서비스 카탈로그 구성 
SSL이 Service Catalog 및 Process Orchestrator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SSL을 사용하여 서로 통신
하도록 이러한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서버는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서버 인증서 파일
을 트러스트 저장소에 추가하면 됩니다.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Process Orchestrator 트러스트 저장소에 서비스 카탈로그 인증서 추가
서비스 카탈로그 트러스트 저장소에 Process Orchestrator 인증서 추가
SSL을 사용하도록 Process Orchestrator 서버 구성
SSL을 사용하도록 RequestCenter 에이전트 구성
  

Process Orchestrator 트러스트 저장소에 서비스 카탈로그 인증서
추가
 
Process Orchestrator 서버는 서비스 카탈로그 서버(RequestCenter 및 ServiceLink 인증서 모두)의
인증서를 트러스트 저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RequestCenter 및 ServiceLink 인증서 파일을 Process Orchestrator 서버에 복사합니다.
RequestCenter 인증서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Install Certificate(인증서 설
치)"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 마법사 창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Place all certificates in the following store"를 선택하고 Browse를 클릭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인증서 설치를 완료합니다.
"localhost"의 인증서라고 주장하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는 괜찮습니다
.Yes(예)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마지막 창에서 OK(확인)를 클릭하여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ServiceLink 인증서를 설치하려면 2-9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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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카탈로그 트러스트 저장소에 Process Orchestrator 인증서
추가
 
서비스 카탈로그 서버의 Trust Store에 Process Orchestrator 서버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
다.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디렉토리를 <JAVA_HOME>\jre\lib\security으로 변경합니다.
Process Orchestrator 인증서 파일을 <JAVA_HOME>\jre\lib\security directory의 서비스 카탈
로그 서버에 복사합니다.
<JAVA_HOME>\jre\bin\keytool -import -v -trustcacerts -alias <Process Orchestrator alias> -
file <Process Orchestrator certificate file name> -keystore acerts -keypass <keypass
password> -storepass <storepass password> 명령을 실행하여 인증서를 Java 트러스트 저장
소로 가져옵니다.
RequestCenter 및 ServiceLink를 다시 시작합니다.
  

SSL을 사용하도록 Process Orchestrator 서버 구성
 
SSL을 사용하도록 Process Orchestrator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SSL을 사용하도록 서버 속성 및
다양한 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서버 속성 변경(환경 속성)
대상 구성
  

서버 속성 변경(환경 속성)
 

Process Orchestrator 콘솔을 열고 로그인합니다.
File(파일) 메뉴에서 Server Properties(서버 속성)(IAC 4.0의 Environment Properties(환경 속
성))를 선택합니다.
웹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Enable non-secure Web Service (HTTP)(비보안 웹 서비스(HTTP) 활성화)"를 선택 취소하고
"Enable secure Web Service (HTTPS)"를 선택합니다. 다음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보안 포트(HTTPS)에서 Cisco Process Orchestrator Web Services를 활성화하려면 추가 수동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HTTPS 포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값인 61526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 새로 고침"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상 구성
 
"Cisco Cloud Portal Integration API", "Cisco Cloud Portal Request Center API", "Cisco Process
Orchestrator Web Service" 및 "Cisco Service Portal Server"를 모두 HTTPS 및 SSL 포트를 사용하
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Process Orchestrator 콘솔의 왼쪽 하단에 있는 Definitions(정의)를 선택하고 창의 왼쪽 상단
에 있는 Targets(대상)를 선택한 다음 창의 오른쪽에서 "Cisco Cloud Portal Integration API" 대
상을 두 번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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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연결) 탭을 클릭하여 Base URL을 다음으로 변경합니다.  
 
https://<cp hostname>:<ServiceLink SSL 포트>/IntegrationServer/서비스  
 
여기서 <cp hostname>은 서비스 카탈로그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이고
<ServiceLink SSL port>는 ServiceLink의 SSL 포트입니다.기본 포트는 6443입니다.
OK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다음 기본 URL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대상에 대해 2-3단계를 반복합니다.  
 
대상:Cisco Cloud Portal Request Center API 
기본 URL:https://<cp hostname>:<RequestCenter SSL port>/RequestCenter 
기본 RequestCenter SSL 포트는 8443입니다.  
 
대상:Cisco Process Orchestrator 웹 서비스 
기본 URL:https://<Process Orchestrator 호스트 이름>:<Process Orchestrator SSL 포트>/WS/ 
기본 Process Orchestrator SSL 포트는 61526입니다.
Cisco Service Portal 서버는 다른 유형의 대상입니다.이 대상을 구성하려면 해당 대상을 두 번
클릭합니다.
Connection(연결) 탭을 클릭하여 Service Link 포트를 ServiceLink SSL 포트(기본값은
6443)로 변경하고 Request Center 포트를 RequestCenter SSL 포트(기본값은 8443)로 변경
합니다. 또한 "Access Service Portal via Secure Socket Layer (SSL)" 및 "Ignore Secure
Socket Layer (SSL) certificate error(SSL(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오류 무시)"를 선
택합니다. 
OK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이 대상은 서비스 카탈로그 서버와의 SSL 연결을 확
인합니다.서비스 카탈로그 서버가 실행 중이고 SSL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SSL을 사용하도록 RequestCenter 에이전트 구성
 
이제 Process Orchestrator가 구성되었으므로 SSL을 사용하도록 RequestCenter 에이전트를 구성
해야 합니다.
 

Service Catalog 웹 콘솔에 Admin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풀다운에서 "My workspace(내 작업 영역)"를 선택하고 "Configuration Wizard(컨피그레이션
마법사)"로 이동합니다. "내 작업 공간"에 없는 경우 "+"를 클릭하고 추가합니다.
Next Step(다음 단계)을 클릭하여 1단계로 이동하여 "Set HTTP Agent Configuration(HTTP 에
이전트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선택합니다.
"Process Orchestrator Web Service URL"에  
 
https://<Process Orchestrator 호스트 이름>:<Process Orchestrator SSL 포트>  
 
여기서 <Process Orchestrator hostname>은 Process Orchestrator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이고 <Process Orchestrator SSL port>는 Process Orchestrator의 SSL 포트입니다.기
본 포트는 61526입니다.
Process Orchestrator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도메인의 경우 Process Orchestrator 서버에
연결할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Service Catalog Service Link URL(서비스 카탈로그 서비스 링크 URL)"에  
 
https://<cp hostname>:<ServiceLink SSL 포트>/Integration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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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
2.

3.

4.

5.
6.

 
여기서 <cp hostname>은 서비스 카탈로그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이고
<ServiceLink SSL port>는 ServiceLink의 SSL 포트입니다.기본 포트는 6443입니다.
주문 제출을 클릭합니다.
주문 제출 응답 창을 닫습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다른 모든 에이전트 시작"을 클릭합니다. 에이전트가 이미 시작된 경우 새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하려면 에이전트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페이지의 모든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선택 중지"를 클릭합니다. 
확인 창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다른 모든 페이지에 대해 10-11단계를 반복합니다.
1페이지로 돌아가서 모든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항목 시작"을 클릭합니다.
확인 창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다른 모든 페이지에 대해 13-14단계를 반복합니다.
  

SSL을 사용하여 통신하도록 RequestCenter 및
ServiceLink 구성(선택 사항) 
마지막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SSL을 사용하여 통신하도록 RequestCenter 및 ServiceLink를 구
성합니다.
 

서비스 카탈로그 서버에서 즐겨찾기 파일 편집기를 엽니다.
<JBOSS_RC_HOME>\RequestCenterServer\deployments\RequestCenter.war\WEB-INF-
classes\config\newscale.properties 파일을 엽니다.
isee.base.url=http://<cp hostname>:6080을 검색합니다. 여기서 <cp hostname>은 서비스 카
탈로그 서버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행을 isee.base.url=https://<cp hostname>:6443으로 변경합니다.포트 6443은 ServiceLink
SSL의 기본 포트입니다.다른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6443 대신 입력합니다.
newscale.properties 파일을 저장합니다.
RequestCenter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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