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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에 연결하지 않고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여 Cisco
Finesse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Nginx 설치 및 구성은 Cisco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Cisco 커뮤니티 포럼에서 동일한 내
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https://community.cisco.com/t5/custom/page/page-id/customFilteredByMultiLabel?board=j-disc-dev-contact-center&labels=VPN%20Less%20Finesse
https://community.cisco.com/t5/custom/page/page-id/customFilteredByMultiLabel?board=j-disc-dev-contact-center&labels=VPN%20Less%20Finesse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릴리스●

Cisco Finesse●

Linux 관리●

네트워크 관리 및 Linux 네트워크 관리●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Finesse - 12.6 ES01●

CUIC - 12.6 ES01●

IdS - 12.6 ES01●

CC용 UCCE/HCS - 11.6 이상●

PCCE - 12.0 이상●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12.6 ES01은 Finesse Desktop에 대한 VPN 액세스를 위한 에이전트 연결을 지원합니다
.수퍼바이저는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려면 VPN에 연결해야 합니다.이 문서에 제공된 컨피그레
이션은 샘플 2k UCCE 구축에 대해 CentOS 8.0에 구축된 Nginx 리버스 프록시로 구성, 강화
및 로드되었습니다.성능 및 규모 수치는 기능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정보

이 구축 모델은 UCCE(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PCCE(Packag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및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솔루션용 HCS(Hosted Collaboration Solution)에서
지원됩니다.

이제 리버스 프록시 구축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에 연결하지 않고도 Cisco Finesse 데스크
톱에 액세스하는 옵션으로 지원됩니다. 이 기능은 상담원이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Finesse 데스
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리버스 프록시 쌍을 DMZ(Demilitarized Zone)에 구축해야 합니다.
리버스 프록시 구축에서는 미디어 액세스가 변경되지 않습니다.미디어에 연결하기 위해 에이전트
는 MRA를 통한 Cisco Jabber 또는 PSTN 또는 모바일 엔드포인트와 함께 Contact Center
Enterprise의 Mobile Agent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다이어그램은 리버스 프록시 노드의 단일
HA 쌍을 통해 2개의 Finesse 클러스터 및 2개의 Cisco CUIC(Unified Intelligence Center) 노드에 액



세스할 때 네트워크 구축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인터넷상의 상담원과 LAN에서 연결하는 상담원의 동시 액세스가 지원됩니
다.

리버스 프록시 구축

참고:필요한 기준을 지원하는 리버스 프록시(여기에 링크된 기능 가이드에서 설명)는 이 구축
을 지원하기 위해 Nginx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UCCE 12.6 기능 가이드 - VPN-less 기능에 대한 기능 개요, 설계 및 컨피그레이션 세부 정보를 제
공합니다.
UCCE 12.6 보안 가이드 - 리버스 프록시 구축을 위한 보안 컨피그레이션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이 문서를 읽기 전에 VPN-Less 기능에 대한 개요를 위해 이전에 링크된 기능 설명서 및
보안 가이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

이 문서에서는 Nginx의 컨피그레이션을 Finesse VPN에 대한 액세스 권한 없는 액세스를 활성화하
는 데 사용할 리버스 프록시로 설명합니다.제공된 지침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Contact Center
Enterprise 솔루션 구성 요소, 프록시 및 OS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 지침은 선택한 OS/프록
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사용된 Nginx 버전 - 오픈 소스 Nginx 1.20●

구성에 사용되는 OS - CentOS 8.0●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icm_enterprise/icm_enterprise_12_6_1/configuration/ucce_b_features-guide-1261.html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icm_enterprise/icm_enterprise_12_6_1/configuration/guide/ucce_b_security-guide_12_6_1.html


참고:설명된 Nginx 컨피그레이션은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MZ에서 역방향 프록시로 Nginx 설치

이 섹션에서는 Nginx 프록시 설치 단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리버스 프록시는 일반적으로 앞서 언
급한 구축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네트워크 DMZ에서 전용 디바이스로 구성됩니다.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을 사용하여 원하는 OS를 설치합니다.커널과 ipv4 매개 변수 조정은 선
택한 OS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선택한 OS 버전이 다른 경우 이러한 측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인터넷 클라이언트에서 공용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
터페이스 하나가 필요하고 내부 네트워크의 서버와 통신하려면 다른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
다.

2.

NGINX 설치 - https://docs.nginx.com/nginx/admin-guide/installing-nginx/.  (보다 안전한 설치
를 위한 사용자 지정 빌드 지침은 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3.

Nginx 1.19+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모든 Nginx를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ginx 플러스●

Nginx 오픈 소스●

오픈 복원●

GetPageSpeed Extras●

참고:제공된 컨피그레이션은 Nginx Open Source 1.20 / OpenResty 1.19에서 테스트되었으
며 간단한 업데이트만 있는 다른 배포와 함께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향후 컨피그레이션 업데이트에는 Lua 기반 컨피그레이션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Nginx 설치에서는 나중에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Lua가 있는 구축을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Nginx 구성

NGINX에 대한 리버스 프록시 컨피그레이션이 포함된 제공된 tar/zip 파일(12.6-ES01-reverse-
proxy-config.zip)을 다운로드하고 추출합니다.

1.

파일의 추출된 폴더 아래에서 "Must-change" 문자열을 찾습니다. html, conf.d 및 표시된 값을
적절한 항목으로 대체합니다.

2.

모든 필수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Must-
change 코멘트와 함께 설명합니다.

3.

추출된 역방향 프록시 구성 디렉토리에서 <nginx-install-directory>, <nginx-install-
directory>/conf.d/ 및 <nginx-install-directory>/html/ 로 nginx.conf, nginx/conf.d/및
nginx/nginx-install-directory/html/를 복사합니다.               

4.

<nginx-install-directory> 폴더의 소유권을 루트로(또는 선택한 OS에 적용 가능한 경우) 재귀적5.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direct?config=f43a3d2329f000728d78070264c25182
https://docs.nginx.com/nginx/admin-guide/installing-nginx/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direct?config=f43a3d2329f000728d78070264c25182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direct?config=f43a3d2329f000728d78070264c25182


으로 변경합니다.
<nginx-install-directory>에 대한 권한을 644(rw-r-r-r-)로 재귀적으로 설정합니다.6.
nginx/logtate/saproxy 파일을 /etc/logrotate.d/ 폴더에 복사하여 nginx 로그 회전을 구성합니다
.nginx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로그 디렉토리를 수정하도록 파일 내용을 수정합니다.

7.

Nginx는 권한이 없는 전용 서비스 계정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계정은 잠겨 있고 잘못된
셸(또는 선택한 OS에 적용 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8.

참고:제공된 컨피그레이션은 샘플 2k 구축을 위한 것이며 대규모 구축을 위해 적절하게 확장
되어야 합니다.

Nginx 캐시 구성

기본적으로 프록시 캐시 경로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며,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tmpfs에서 캐시 위
치를 생성하여 메모리 내 드라이브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home 아래에 다른 프록시 캐시 경로에 대한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1.2. 예: 기본 Finesse에 대해 이러한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보조 Finesse 및 CUIC 서버에서
도 동일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mkdir -p /home/primaryFinesse/rest

mkdir -p /home/primaryFinesse/desktop

mkdir -p /home/primaryFinesse/shindig

mkdir -p /home/primaryFinesse/openfire

mkdir -p /home/primaryCUIC/cuic

mkdir -p /home/primaryCUIC/cuicdoc

mkdir -p /home/client_temp

mkdir -p /home/proxy_temp 

echo "tmpfs /home/primaryFinesse/rest tmpfs

size=1510M,rw,auto,noexec,nodev,nosuid,gid=root,uid=root,mode=1700 0 0" >>

/etc/fstab echo "tmpfs /home/primaryFinesse/desktop tmpfs

size=20M,rw,auto,noexec,nodev,nosuid,gid=root,uid=root,mode=1700 0 0" >>

/etc/fstab echo "tmpfs /home/primaryFinesse/shindig tmpfs

size=500M,rw,auto,noexec,nodev,nosuid,gid=root,uid=root,mode=1700 0 0" >>

/etc/fstab echo "tmpfs /home/primaryFinesse/openfire tmpfs

size=10M,rw,auto,noexec,nodev,nosuid,gid=root,uid=root,mode=1700 0 0" >>

/etc/fstab echo "tmpfs /home/primaryCUIC/cuic tmpfs

size=100M,rw,auto,noexec,nodev,nosuid,gid=root,uid=root,mode=1700 0 0" >>

/etc/fstab echo "tmpfs /home/primaryCUIC/cuicdoc tmpfs

size=100M,rw,auto,noexec,nodev,nosuid,gid=root,uid=root,mode=1700 0 0" >>

/etc/fstab echo "tmpfs /home/client_temp tmpfs

size=2048M,rw,auto,noexec,nodev,nosuid,gid=root,uid=root,mode=1700 0 0" >>

/etc/fstab echo "tmpfs /home/proxy_temp tmpfs

size=2048M,rw,auto,noexec,nodev,nosuid,gid=root,uid=root,mode=1700 0 0" >> /etc/fstab

참고:구성에 추가된 각 새 Finesse 클러스터에 대해 클라이언트 및 proxy_temp 캐시를 1GB까
지 늘립니다.

1.3. mount -av 명령을 사용하여 새 마운트 지점 마운트
1.4. df -h 명령을 입력하여 파일 시스템이 새 마운트 지점을 마운트했는지 확인합니다.
1.5. 이제 finesse 및 CUIC 캐시 구성 파일에서 proxy_cache_path 위치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finesse primary의 경로를 변경하려면 <nginx-install-directory>/conf.d/finesse/cache로
이동하여 기존 캐시 위치/etc/nginx/cache/finesse25/를 새로 생성된 파일 시스템 위치로 변경합니다
. /home/primaryFinesse

##Must-change /etc/nginx/cache/ location would change depending on folder extraction ##

Nginx config file to cache the desktop/shindig and notification service related static files.

proxy_cache_path /home/primaryFinesse/desktop levels=1:2 use_temp_path=on

keys_zone=desktop_cache_primary:10m max_size=15m

inactive=3y use_temp_path=off; proxy_cache_path /home/primaryFinesse/shindig levels=1:2

use_temp_path=on keys_zone=shindig_cache_primary:10m

max_size=500m inactive=3y use_temp_path=off; proxy_cache_path /home/primaryFinesse/openfire

levels=1:2 use_temp_path=on

keys_zone=openfire_cache_primary:10m max_size=10m inactive=3y use_temp_path=off;

proxy_cache_path /home/primaryFinesse/rest

levels=1:2 use_temp_path=on keys_zone=rest_cache:10m max_size=1500m inactive=40m

use_temp_path=off;

Finesse 보조 및 CUIC 서버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참고:위의 모든 단계에서 생성된 모든 MPFS 드라이브 크기의 합계가 구축의 최종 메모리 크
기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드라이브는 애플리케이션에 디스크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어 메모리 공간을 많이 소비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블록이므로 이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L 인증서 구성

SSL 폴더 콘텐츠에 대한 Nginx 인증서를 생성합니다.인증서를 생성하기 전에 ssl이라는 폴더
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개의 호스트 이름(동일한 프록시 서버)을 사용하여 Finesse node1 및
Finesse node2에 액세스하므로 이러한 명령(예: <reverseproxy_primary_fqdn>에 대한 인증서
, <reverseproxy_secondary_fqdn>에 대한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를 각각 하나씩)를 생성해야
합니다.
1.1. sudo openssl req -x509 -nodes -days 365 -newkey rsa:2048 -keyout
/etc/nginx/ssl/nginx.key -out /etc/nginx/ssl/nginx.crt (호스트 이름
:<reverseproxy_primary_fqdn>
1.2 . sudo openssl req -x509 -nodes -days 365 -newkey rsa:2048 -keyout
/etc/nginx/ssl/nginxnode2.key -out /etc/nginx/ssl/nginxnode2.crt (호스트 이름 전달
:<reverseproxy_secondary_fqdn>)
1.3. 인증서 경로가 finesse NGINX 구성 파일에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증서 경로가
etc/nginx/ssl/nginx.crt 및 /etc/nginx/ssl/nginxnode2.crt인지 확인합니다.

1.

개인 키 400(r—)의 권한을 변경합니다.2.
방화벽 구성/iptables Nginx 서버가 수신 대기하도록 구성된 포트에 해당하는, 방화벽에서 통
신을 활성화하려면 reverse-proxy를 선택합니다.

3.

reverse-proxy 서버에서 Finesse, IdS, CUIC 항목의 IP 및 호스트 이름을 추가합니다.4.
Nginx 호스트를 리버스 프록시로 구성하려면 구성 요소 서버에서 수행할 구성에 대한 솔루션
기능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5.

Nginx 회의

보안을 적용하고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 Nginx conf 파일(/etc/nginx/nginx.conf)을 수정해야 합
니다.



이 내용은 Nginx 설치에서 만든 기본 conf 파일을 수정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in system CPU. Nginx provides "auto" option to automate this, which will spawn one worker for

each CPU core.

worker_processes auto;

# Process id file location

pid /var/run/nginx.pid;

# Binds each worker process to a separate CPU

worker_cpu_affinity auto;

#Defines the scheduling priority for worker processes. This should be calculated by "nice"

command. In our proxy set up the value is 0

worker_priority 0;

#Nginx error log location

error_log /var/log/nginx/error.log info;

# current limit on the maximum number of open files by worker processes, keeping 10 times of

worker_connections

worker_rlimit_nofile 102400;

events {

#Worker process to accept all new connections at a time.

multi_accept on;

# Sets the maximum number of simultaneous connections that can be opened by a worker process.

# This should not be more the current limit on the maximum number of open files i.e. hard limit

of the maximum number of open files for the user (ulimit -Hn)

# The appropriate setting depends on the size of the server and the nature of the traffic, and

can be discovered through testing.

worker_connections 10240;

}

http {

include mime.types;

default_type text/plain;

include conf.d/*.conf;

#Unblock disk I/O and improve async data load

sendfile on;

#This is used with sendfile directive.

#sending the response header and the beginning of a file in one packet, on Linux and FreeBSD

4.*;

#sending a file in full packets.

tcp_nopush on;

#To process static sets of data such as server names, map directive’s values, MIME types, names

of request header strings, nginx uses hash tables.

#This parameter sets the bucket size for the hash tables. The default value depends on the size

of the processor’s cache line.

#lscpu command can be helpful to identify the cache size

server_names_hash_bucket_size 512;



}

역방향 프록시 포트 구성

기본적으로 Nginx 컨피그레이션은 포트 8445에서 finesse 요청을 수신합니다.한 번에 하나의 포트
만 리버스 프록시에서 활성화하여 finesse 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예: 8445).443 포트를 지원해
야 하는 경우 <NGINX_HOME>/conf.d/finesse.conf을 확인하여 443에서 수신 대기를 활성화하고
8445에서 수신 대기를 비활성화합니다.

캐시 지우기

<NGINX_HOME>/clearCache.sh 명령을 실행하여 역방향 프록시 캐시를 지울 수 있습니다.

표준 지침

이 섹션에서는 Nginx를 프록시 서버로 설정하는 동안 따라야 할 표준 지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
니다.

다음 지침은 https://www.cisecurity.org/benchmark/nginx/에서 파생됩니다. 각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항상 최신의 안정적인 NGINX 버전 및 OpenSSL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1.
별도의 디스크 마운트에 NGINX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2.
NGINX 프로세스 ID는 루트 사용자(또는 선택한 OS에 적용 가능)가 소유해야 하며 권한
644(rw—) 또는 엄격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3.

NGINX는 알 수 없는 호스트에 대한 요청을 차단해야 합니다.각 서버 블록에 명시적으로 정의
된 server_name 지시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하기 위해 nginx.conf 및
nginx/conf.d 디렉토리에서 모든 서버 블록을 검색하고 모든 서버 블록에 server_name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NGINX는 인증된 포트에서만 수신 대기해야 합니다.nginx.conf 및 nginx/conf.d 디렉토리에서
모든 서버 블록을 검색하고 지시어 수신 대기 를 확인하여 인증된 포트만 수신 대기할 수 있는
지 확인합니다.

5.

잠재적 공격자를 완화하기 위해 Nginx 이름 및 버전 정보를 숨겨야 합니다.기본 오류 및
index.html 페이지에서 NGINX를 참조하는 줄을 모두 제거하여 서버를 NGINX로 표시하지 않
도록 합니다.

6.

Cisco Finesse는 HTTP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프록시 서버 HTTP 포트도 차단하는 것이 좋습
니다.

7.

NGINX SSL 프로토콜은 TLS 1.2여야 합니다. 레거시 SSL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을 제거해야
합니다.또한 취약한 SSL 암호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8.

NGINX 오류가 발생하고 액세스 로그가 원격 syslog 서버로 전송됩니다.9.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으로 작동하는 mod_security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내용은 ModSecurity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NGINX 로드는 mod_security 모듈에서 확인되
지 않았습니다.

10.

매핑 파일 구성

Finesse 데스크톱의 리버스 프록시 구축에는 외부에 표시되는 호스트 이름/포트 조합 목록과

https://www.cisecurity.org/benchmark/nginx/
https://github.com/SpiderLabs/ModSecurity/wiki/Reference-Manual


Finesse, IdS 및 CUIC 서버에서 사용하는 실제 서버 이름 및 포트에 매핑하는 매핑 파일이 필요합
니다.내부 서버에 구성된 이 매핑 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필수 호스트 및 포트로 리디렉션되도록 하는 핵심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구성 요소 서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웹 서버에 매핑 파일을 구축해야 하며 구축이 작동하려면 해
당 URI를 구성해야 합니다.네트워크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웹 서버를 사용하여 매핑 파일을 구
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역방향 프록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러면 네트워크 내에서 프록시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DMZ에 무단 액세스를 수행할 수 있
는 외부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습니다.다음 섹션에서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 서버에서 매핑 파일 URI를 구성하는 정확한 단계 및 매핑 파일 데이터를 만드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능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역방향 프록시를 매핑 파일 서버로 사용

이러한 단계는 리버스 프록시가 프록시 매핑 파일 호스트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IP를 확인할 수 있도록 Finesse/CUIC 및 IdS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역방
향 프록시 호스트 이름을 구성합니다.

1.

cmplatform의 tomcat-trust 아래에 있는 두 노드에서 생성된 NGINX 서명 인증서를 업로드하고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2.

<NGINX_HOME>/html/proxymap.txt에서 Must-change 값을 업데이트합니다.3.
nginx -s reload를 사용하여 Nginx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로드합니다.4.
curl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네트워크 호스트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
인합니다.

5.

CentOS 8 커널 강화

선택한 운영 체제가 CentOS 8인 경우 이러한 sysctl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커널 강화/조정을 수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프록시 호스팅을 위해 전용 서버를 사용합니다.

## Configurations for kernel hardening - CentOS8. The file path is /etc/sysctl.conf

## Note that the commented configurations denote that CentOS 8's default value matches

## the recommended/tested value, and are not security related configurations.

# Avoid a smurf attack

net.ipv4.icmp_echo_ignore_broadcasts = 1

# Turn on protection for bad icmp error messages

net.ipv4.icmp_ignore_bogus_error_responses = 1

# Turn on syncookies for SYN flood attack protection

net.ipv4.tcp_syncookies = 1

# Turn on and log spoofed, source routed, and redirect packets

net.ipv4.conf.all.log_martians = 1

net.ipv4.conf.default.log_martians = 1



# Turn off routing

net.ipv4.ip_forward = 0

net.ipv4.conf.all.forwarding = 0

net.ipv6.conf.all.forwarding = 0

net.ipv4.conf.all.mc_forwarding = 0

net.ipv6.conf.all.mc_forwarding = 0

# Block routed packets

net.ipv4.conf.all.accept_source_route = 0

net.ipv4.conf.default.accept_source_route = 0

net.ipv6.conf.all.accept_source_route = 0

net.ipv6.conf.default.accept_source_route = 0

# Block ICMP redirects

net.ipv4.conf.all.accept_redirects = 0

net.ipv4.conf.default.accept_redirects = 0

net.ipv6.conf.all.accept_redirects = 0

net.ipv6.conf.default.accept_redirects = 0

net.ipv4.conf.all.secure_redirects = 0

net.ipv4.conf.default.secure_redirects = 0

net.ipv4.conf.all.send_redirects = 0

net.ipv4.conf.default.send_redirects = 0

# Filter routing packets with inward-outward path mismatch(reverse path filtering)

net.ipv4.conf.all.rp_filter = 1

net.ipv4.conf.default.rp_filter = 1

# Router solicitations & advertisements related.

net.ipv6.conf.default.router_solicitations = 0

net.ipv6.conf.default.accept_ra_rtr_pref = 0

net.ipv6.conf.default.accept_ra_pinfo = 0

net.ipv6.conf.default.accept_ra_defrtr = 0

net.ipv6.conf.default.autoconf = 0

net.ipv6.conf.default.dad_transmits = 0

net.ipv6.conf.default.max_addresses = 1

net.ipv6.conf.all.accept_ra = 0

net.ipv6.conf.default.accept_ra = 0

# Backlog - increased from default 1000 to 5000.

net.core.netdev_max_backlog = 5000

# Setting syn/syn-ack retries to zero, so that they don't stay in the queue.

net.ipv4.tcp_syn_retries = 0

net.ipv4.tcp_synack_retries = 0

# Max tcp listen backlog. Setting it to 511 to match nginx config

net.core.somaxconn = 511

# Reduce the duration of connections held in TIME_WAIT(seconds)

net.ipv4.tcp_fin_timeout = 6

# Maximum resources allotted

# fs.file-max = 2019273

# kernel.pid_max = 4194304

# net.ipv4.ip_local_port_range = 32768 60999

# TCP window size tuning

# net.ipv4.tcp_window_scaling = 1

# net.core.rmem_default = 212992

# net.core.rmem_max = 212992

# net.ipv4.tcp_rmem = 4096 87380 6291456

# net.ipv4.udp_rmem_min = 4096

# net.core.wmem_default = 212992



# net.core.wmem_max = 212992

# net.ipv4.tcp_wmem = 4096 16384 4194304

# net.ipv4.udp_wmem_min = 4096

# vm.lowmem_reserve_ratio = 256 256 32 0 0

# net.ipv4.tcp_mem = 236373 315167 472746

# Randomize virtual address space

kernel.randomize_va_space = 2

# Congestion control

# net.core.default_qdisc = fq_codel

# net.ipv4.tcp_congestion_control = cubic

# Disable SysReq

kernel.sysrq = 0

# Controls the maximum size of a message, in bytes

kernel.msgmnb = 65536

# Controls the default maximum size of a message queue

kernel.msgmax = 65536

# Controls the eagerness of the kernel to swap.

vm.swappiness = 1

권장 사항을 변경한 후 재부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연결 제한

프록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주소 범위를 알고 있는 설치는 이 지식을 사용하여 프록시 액세스
규칙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온라인 보안에 대한 느슨한 규칙이 더 많은 국가의 IP 주소 범
위에 자주 생성되는 악성 네트워크의 봇넷으로부터 프록시를 보호하는 데 있어 막대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액세스 패턴이 확실하다면 IP 주소 범위를 국가/주 또는 ISP 공급자 기반 IP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연결 차단

또한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에서 공격을 식별하여 특정 주소 범위를 차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유용합니다.이 경우, iptable 규칙을 사용하여 해당 IP 주소의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유 IP 주소 차단

각 IP 주소에 대한 IPTables 구성 파일에 라인을 추가하여 여러 개의 고유 IP 주소를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 192.0.2.3 및 192.0.2.4를 차단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iptables -A INPUT -s 192.0.2.3 -j DROP iptables -A INPUT -s 192.0.2.4 - j DROP.

IP 주소 범위 차단

한 범위의 여러 IP 주소를 차단하고 IP 범위의 IPTables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한 줄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192.0.2.3에서 192.0.2.35으로 주소를 차단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iptables -A INPUT
-m iprange —src-range 192.0.2.3-192.0.2.35 -j DROP.

서브넷의 모든 IP 주소 차단

IP 주소 범위에 대해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 표기법을 사용하여 IPTables 컨피그레이션 파일
에 단일 라인을 추가하여 전체 서브넷의 모든 IP 주소를 차단합니다.예를 들어 모든 클래스 C 주소
를 차단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iptables -A INPUT -s 192.0.0.0/16 -j DROP.

오픈 소스 Nginx 빌드 매개 변수

이러한 지침을 사용하여 최종 이미지에 불필요한 모듈을 추가하지 않고 소스에서 Nginx를 빌드하
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된 빌드는 보안 상태를 개선하지만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할 때
마다 다시 빌드해야 합니다.

1. Nginx 오픈 소스 빌드 페이지의 지시를 따라 Nginx 소스를 다운로드하고 컴파일합니다.

2 . http_dav_module,http_gzip_module, http_gzip_static_module, http_index_module,
http_ssi_module과 같은 모듈은 특정 이유가 필요한 경우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Nginx 패키지 설치
중에 원치 않는 모듈을 무시하도록 명령을 사용하여 빌드를 구성하십시오.
3. 명령을 사용하여 ninx를 구성, 구축 및 설치합니다.

configure arguments: --sbin-path=/usr/bin/nginx --conf-path=/etc/nginx/nginx.conf --error-log-

path=/var/log/nginx/error.log --http-log-path=/var/log/nginx/access.log --with-pcre --pid-

path=/var/run/nginx.pid --with-compat --with-file-aio --with-threads --with-http_addition_module

--with-http_auth_request_module --without-http_gzip_module --with-http_realip_module --with-

http_secure_link_module --with-http_slice_module --with-http_ssl_module --with-

http_stub_status_module --with-http_sub_module --with-http_v2_module --with-stream --with-

stream_realip_module --with-stream_ssl_module --with-stream_ssl_preread_module --add-

module=/root/lua/ngx_devel_kit-0.3.1 --add-module=/root/lua/lua-nginx-module-0.10.19

#compile

make

#install

make install  

VPN-Less 컨피그레이션 확인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Finesse

1. 요청 https://<reverseproxy:port>/finesse/api/SystemInfo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primaryNode> 및 <secondaryNode>의 <host> 값이 유효한 역방향 프록시 호스트 이름인지 확
인합니다.finesse 호스트 이름이 아니어야 합니다.

https://docs.nginx.com/nginx/admin-guide/installing-nginx/installing-nginx-open-source/
https://docs.nginx.com/nginx/admin-guide/installing-nginx/installing-nginx-open-source/
https://docs.nginx.com/nginx/admin-guide/installing-nginx/installing-nginx-open-source/
https://<reverseproxy:port>/finesse/api/SystemInfo


CUIC 및 라이브 데이터

1. 응답에 역방향 프록시 호스트 이름 대신 finesse 호스트 이름이 표시되면 프록시 매핑 컨피그레
이션과 허용된 호스트가 Finesse 서버에 올바르게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에 설명된 대로
12.6 UCCE 기능 가이드의 "VPN-Less Access to Finesse Desktop"에서 "Populate Network
Translation Data"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 Finesse 데스크톱에서 LiveData 가젯이 올바르게 로드되면 CUIC 및 LiveData 프록시 구성이 적
절합니다.
3. CUIC 및 LiveData 구성을 검증하기 위해 DMZ에서 이러한 URL에 대한 HTTP 요청을 만들고 연
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s://<reverseproxy:cuic_port>/cuic/rest/정보●

https://<reverseproxy:ldweb_port>/livedata/security●

https://<reverseproxy:ldsocketio_port>/보안●

ID

IdS 컨피그레이션을 검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관리자 인터페이스로 LAN에서 IdSAdmin 인터페이스 @
https://<ids_LAN_host:ids_port>:8553/idadmin에 대한 로그인은 역방향 프록시를 통해 노출되
지 않습니다.

1.

Settings(설정) > IdS Trust(IDs 신뢰)로 이동합니다.2.
프록시 클러스터 게시자 노드가 SP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3.

Upload IDP metadata(IDP 메타데이터 업로드) 페이지에서 IDP 프록시를 구성한 경우
Validate IDP proxy(IDP 프록시 검증)가 올바르게 표시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Test SSO(SSO 테스트) 페이지에서 모든 프록시 클러스터 노드를 통해 테스트 SSO를 시작하
고 모든 것이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이를 위해서는 프록시 노드를 리버스 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 연결이 필요합니다.

5.

성능

다운로드 페이지에서는 기본 레이아웃에 구성된 대로 SSO 로그인 및 CUIC LD 보고서를 사용하여
샘플 2k UCCE 구축에서 컨피그레이션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부하 테스트에서 캡처된
nmon(load_result.zip)을 분석합니다.Nginx를 사용하여 설치에 필요한 컴퓨팅, 디스크 및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도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icm_enterprise/icm_enterprise_12_6_1/configuration/ucce_b_features-guide-1261.html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icm_enterprise/icm_enterprise_12_6_1/configuration/ucce_b_features-guide-1261.html
https://<reverseproxy:ldsocketio_port>/security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specialrelease/f43a3d2329f000728d78070264c2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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