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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버전 4.1.6의 CAM(Clean Access Manager)/CAS(Clean Access Server)에서 인증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Cisco NAC(Network Admission Control) 어플라이언스의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 대해 알
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NAC Appliance 버전 4.1.6(CAM/CAS 포함)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절차

이러한 인증서 오류는 /perfigo/logs/perfigo-redirect.log0.log.0 또는 /perfigo/logs/perfigo-
log0.log.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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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증서 오류의 예입니다.

SEVERE: RMISocketFactory:Creating RMI socket failed to host

        10.1.20.10:sun.security.validator.ValidatorException:

        Certificate chaining error

Aug 1, 2008 1:41:22 PM com.perfigo.wlan.web.admin.ConnectorClient connect

SEVERE: Communication Exception : java.rmi.ConnectIOException: Exception

        creating connection to: 10.1.20.10; nested exception is:

 javax.net.ssl.SSLHandshakeException:

        sun.security.validator.ValidatorException: Certificate chaining error

이러한 오류는 4.1.6에서 향상된 보안 기능의 결과입니다. 4.1.6에서 CAS와 CAM은 서로 클라이언
트 및 서버 역할을 하며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각 인증서에는 다른 인증서의 루트 및 중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CAS에 Verisign 인증서가 있고 CAM에 Perfigo(임시) 인증서가 있는 경우
CAS와 CAM에는 Verisign 체인(루트 및 중간)과 Perfigo 루트가 모두 필요합니다.

인증서 오류를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임시 인증서가 아닌 설치된 인증서를 백업합니다.CAM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열고
Administration(관리) > CCA Manager(CCA 관리자) > SSL > X509 Certificate(SSL > X509 인
증서)로 이동합니다
.

CAS에서 https://<CAS IP>/admin을 통해 웹 인터페이스로 직접 이동한 다음
Administration(관리) > SSL > X509 Certificate(X509 인증서)로 이동합니다
.

1.



Choose an action(작업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Export CSR/Private Key/Certificate(CSR/개
인 키/인증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현재 설치된 인증서 옆에 있는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현재 설치된 개인 키 옆에 있는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이 파일을 저장합니
다.
백업 후 CAS와 CAM이 임시 인증서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생성합니다.CAM에서 웹 인터
페이스를 열고 Administration(관리) > CCA Manager(CCA 관리자) > SSL > X509
Certificate(SSL > X509 인증서)로 이동합니다.CAS에서 https://<CAS IP>/admin을 통해 웹 인
터페이스로 직접 이동한 다음 Administration(관리) > SSL > X509 Certificate(X509 인증서)로
이동합니다.드롭다운 목록에서 Generate Temporary Certificate를 선택합니다.나열된 필드를
입력하고 Generate(생성)를 클릭합니다.참고: 더 이상 재부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CAS 및 CAM에서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을 제거합니다.이 단계를 통해 보안을 더 쉽
게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CAM에서 Administration(관리) > CCA Manager(CCA 관리자
) > SSL > Trusted Certificate Authorities(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로 이동합니다.CAS에서
Administration(관리) > SSL > Trusted Certificate Authorities(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로 이
동합니다.Perfigo 인증서를 제외할 필터를 만듭니다
.

3.



Add filter 드롭다운 목록에서 Distinguished Name을 선택합니다
.



Distinguished Name(고유 이름) 옆에 나타나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tains(포함)를 선택합니
다
.



텍스트 필드에 Perfigo를 입력한 다음 Filter를 클릭합니다
.



선택 항목 삭제 버튼 옆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100을 선택합니다.목록에서 모든
CA(Certificate Authority)를 선택하려면 Delete Selected(선택 항목 삭제) 드롭다운 목록 아래
의 확인란을 클릭합니다.목록의 모든 CA를 삭제하려면 Delete Selected를 클릭합니다.상자를
계속 클릭하고 모든 CA가 삭제될 때까지 Delete Selected를 클릭합니다.
모든 CA를 제거한 후 루트 및 중간 인증서를 가져와야 합니다.CAM에서 Administration(관리)
> CCA Manager(CCA 관리자) > SSL > Trusted Certificate Authorities(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
관)로 이동합니다.CAS에서 Administration(관리) > SSL > Trusted Certificate Authorities(신뢰
할 수 있는 인증 기관)로 이동합니다.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고 먼저 루트 인증서를 선택
합니다.참고: 제목과 발급자는 동일한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하면
CA가 아래 목록에 나타납니다.중간 인증서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4.

첫 번째 단계에서 백업한 CAS 및 CAM 인증서를 설치합니다.CAM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열고
Administration(관리) > CCA Manager(CCA 관리자) > SSL > X509 Certificate(SSL > X509 인
증서)로 이동합니다.CAS에서 https://<CAS IP>/admin을 통해 웹 인터페이스로 직접 이동한
다음 Administration(관리) > SSL > X509 Certificate(X509 인증서)로 이동합니다.드롭다운 목
록에서 Import Certificate를 선택합니다.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고 1단계에서 저장한 인증
서를 선택합니다.Upload(업로드)를 클릭합니다.Browse(찾아보기)를 다시 클릭하고 1단계에
서 저장한 개인 키를 선택합니다.File type(파일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Private Key(개인 키
)를 선택한 다음 Upload(업로드)를 클릭합니다.Verify and Install Uploaded Certificates를 클릭
합니다.참고: 이 오류 메시지는 다음 절차에 의해 수정되지 않습니다.
SEVERE: SSLFilter:access deniedCN=cas1.domain.com,

        OU=Information Technologies, O=Company, ST=State,

        C=US:Netscape cert type does not permit use for SSL client

로그에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증서 공급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인증서는 Netscape
Cert Type(Netscape 인증서 유형) 필드를 SSL 서버 및 SSL 클라이언트 모두로 설정하여 재발

5.



   

급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Cisco NAC Appliance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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