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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Trend Micro의 URL 필터링 평가판 라이센스 또는 Trend Micro의 URL 필터링 유료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를 사용하려면 라우터에 하위 인증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하위 인증서는 라우터에서
적절한 Trend 서버와 통신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Secure Device Provisioning 툴(이전의 EZDD(Easy Secure Device Deployment) 툴로 알
려진)을 사용하여 Trend Micro의 URL 필터링 지원을 위한 SSL(Secure Socket Layer) 하위 인증서
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EZSDD는 VPN 및 네트워크 보안 구축을 간소화하는 통
합 솔루션입니다.간단한 웹 기반 등록 및 컨피그레이션 부트스트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웹 페이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하위 인증서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는 데 사용하는 PC는 하위 인증서가 설치될 라우터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이 있
어야 합니다.

●

라우터의 관리 IP 주소를 알고 이 웹 페이지에서 요청한 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요청 시 관리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된다고 가정하면 이 툴을 사용하여 하위 인증서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반
면, 인증서는 여기서 다운로드하여 수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프록시 서버는 웹 브라우저(예: Internet Explorer)와 인터넷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
다.프록시 서버는 자주 사용하는 웹 페이지의 복사본을 저장하여 웹 성능을 향상시킵니다.브라우저
가 프록시 서버의 컬렉션(캐시)에 저장된 웹 페이지를 요청하면 프록시 서버에서 제공되므로 웹으
로 이동하는 것보다 빠릅니다.특정 프록시 컨피그레이션은 이 도구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
다.이 툴/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라우터에 인증서를 배포할 때 브라우저에서 프록시 서비스를 활성

/content/dam/en/us/support/docs/routers/28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81717-trend-cert-pem.txt


화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인증서 설치

이 양식에 라우터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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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설치

Manual Certificate Enrollment(TFTP 및 Cut-and-Paste)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인증서 요청을
생성하고 CA(Certification Authority) 인증서 및 라우터의 인증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작업
은 TFTP 서버 또는 수동 잘라내기/붙여넣기 작업을 통해 수행됩니다.Cisco IOS 라우터에 인증서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보려면 수동 인증서 등록(TFTP 및 잘라내기-붙여넣
기)을 참조하십시오.

Cisco Feature Navigator를 통해 플랫폼 지원 확인

Cisco IOS 소프트웨어는 특정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기능 집합으로 패키징됩니다.이 기능에 대한 플
랫폼 지원과 관련된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으려면 Cisco Feature Navigator에 액세스하십시오.Cisco
Feature Navigator는 지원되는 플랫폼 목록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기능은 새로운 플랫폼
지원이 추가됩니다.

Cisco Feature Navigator는 특정 기능 집합을 지원하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와 특정 Cisco
IOS 이미지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 툴입니다.기능 또는 릴리스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릴리스 섹션에서 릴리스를 나란히 비교하여 각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고유한 기능과 공
통 기능을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Cisco Feature Navigator에 액세스하려면 Cisco.com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계정 정보를 잊었거
나 분실했다면 cco-locksmith@cisco.com으로 빈 이메일을 보내십시오.자동 확인은 이메일 주소가
Cisco.com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에 성공하면 새 임의 비밀번호가 포함된 계정 세부
정보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자격 있는 사용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Cisco.com에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tools.cisco.com/ITDIT/CFN/jsp/index.jsp

Cisco Feature Navigator는 주요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기술 릴리스가 발생할 때 정기적
으로 업데이트됩니다.최신 정보를 보려면 Cisco Feature Navigator 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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