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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ertExpiryEmergency를 수신하는 Cisco CM(CallManager)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RTMT(Real-Time Monitoring Tool) 클라이언트의 인증서 만료 EMERGENCY_ALARM 경보 메시지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CM 버전 6.x~9.x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DNS(Domain Name System) 구성이 없습니다.이 작업은 문서의 단순성을 위해 수행되지만, 많
은 시스템에서 이 기능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괜찮습니다.

●

만료 되어 다시 생성 해야 하는 인증서 또는 만료 예정인 인증서가 있습니다.●

참고: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변경한 후 Generate New 또는 Regenerate 명령을 입력해도
시스템의 IP 주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관리 페이지가 있는 Cisco CM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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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CertExpiryEmergency를 수신합니다.CM의 RTMT에서 인증서 만료 EMERGENCY_ALARM 경보
메시지:

Message from syslogd@HOST-CM-PRI at Fri Jul 5 13:00:00 2013 ...

HOST-CM912 local7 0 : 629: Jul 30 17:00:00.352 UTC :

%CCM_UNKNOWN-CERT-0-CertExpiryEmergency: Certificate Expiry EMERGENCY_ALARM

Message:Certificate expiration Notification.

 Certificate name:CAPF Unit:CAPF Type:own-cert

Expiration:Fri Dec 28 12:14:42:000 EST 2012 / App ID:Cisco Certificate

Monitor Cluster ID:Node ID:HOST-CM-PRI

Message from syslogd@HOST-CM-PRI at Fri Jul 5 13:00:00 2013 ...

HOST-CM912 local7 0 : 630: Jul 30 17:00:00.353 UTC :

%CCM_UNKNOWN-CERT-0-CertExpiryEmergency: Certificate Expiry EMERGENCY_ALARM

Message:Certificate expiration Notification. Certificate name:CAPF-5d0a9888

Unit:CallManager-trust Type:trust-cert Expiration:Fri Dec 28 App ID:

 Cisco Certificate

Monitor Cluster ID: Node ID:HOST-CM-PRI

Message from syslogd@HOST-CM-PRI at Fri Jul 5 13:00:00 2013 ...

HOST-CM912 local7 0 : 631: Jul 30 17:00:00.354 UTC :

%CCM_UNKNOWN-CERT-0-CertExpiryEmergency: Certificate Expiry EMERGENCY_ALARM

Message:Certificate expiration Notification. Certificate name:CAPF-5d0a9888

Unit:CAPF-trust Type:trust-cert Expiration:Fri Dec 28 12:14:4 App ID:

 Cisco Certificate

Monitor Cluster ID: Node ID:HOST-CM-PRI

솔루션

CM 경보 메시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섹션의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CM Unified Serviceability(CM 통합 서비스 가용성) 페이지 GUI에서 Tools(툴) > Control
Center - Network Services(제어 센터 - 네트워크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1.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서 Cisco Certificate Expiry Monitor 및 Cisco Certificate Change
Notification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2.



Operating System (OS) Administration GUI에서 Security(보안) > Certificate Management(인
증서 관리)로 이동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특정 서버에 있는 모든 인증서를 표시하려면 Find(찾기)를 클릭합니다.4.



인증서(이 경우 Tomcat 인증서)를 클릭하고 다음 이미지에서 강조 표시된 대로 날짜를 확인합
니다.Tomcat 인증서의 경우 서버가 ccmadmin 페이지 로그인에 서드파티 인증서를 사용하는
지 확인합니다.브라우저에서 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서드파티 서명 인증서인 경우 CUCM Uploading CCMAdmin 웹 GUI Certificates Cisco
Support Community 문서를 참조하고 Tomcat 재생성 후 단계를 완료합니다.

5.

게시자의 인증서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tomcat.pem 파일을 찾아 클릭한 다음 재생성
(Regenerate:

6.

https://supportforums.cisco.com/docs/DOC-6119


해당 노드에서 Tomcat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려면 노드에 대한 CLI를 열고 utils service restart
Cisco Tomcat 명령을 입력합니다.인증서가 생성되면 인증서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인증서는 이전 단계에서 설명한 날짜 정보로도 확인됩니다.

7.

tomcat 인증서를 재생성하려면 클러스터의 각 가입자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8.

CUCM 버전 8.x 이상에 대한 인증서 재생성

CUCM(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버전 8.x 이상에 대해 만료된 인증서를 재생성하
려면 이 섹션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참고:정상적인 업무 시간 이후에 인증서를 다시 생성합니다.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프로세
스에서 전화기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CAPF

CAPF(Certificate Authority Proxy Function) 재생성의 경우 클러스터가 보안 클러스터 모드가 아닌
지 확인합니다.CM 관리 웹 페이지에서 System(시스템) > Enterprise Parameters(엔터프라이즈 매
개변수)로 이동하고 Cluster Secure Mode(클러스터 보안 모드)를 검색합니다.값이 0이면 클러스터
가 보안 클러스터 모드가 아닙니다.값이 0이 아닌 숫자이면 클러스터가 보안 모드에 있으며 CTL 파
일을 업데이트하려면 CTL(Certificate Trust List)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자세한 내용은 IP Phone Security and CTL(Certificate Trust List) Cisco Support
Community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Publisher에서 Certificate Management 페이지로 이동합니다.1.

CAPF.pem 파일을 열고 재생성(Regenerate)을 클릭합니다.이렇게 하면 인증서가 갱신되고
두 개의 새 신뢰 파일이 생성됩니다.하나는 CM 신뢰이고 다른 하나는 CAPF 신뢰입니다.

2.

Serviceability(서비스 가용성) 페이지에서 Tools(툴) > Feature Services(기능 서비스)로 이동
합니다.

3.

CAPF 서비스가 Feature Services(기능 서비스)에서 활성화되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CAPF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4.

Serviceability(서비스 가용성) 페이지에서 Tools(툴) > Network Services(네트워크 서비스)로
이동하고 Trust Verification Service(TVS)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5.

Serviceability 페이지에서 Tools > Feature Services로 이동하여 노드를 지정하고 TFTP 서비
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6.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면 업데이트된 ITL(Identity Trust List)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재부팅합니다.

7.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 페이지로 돌아가서 두 개의 이전 트러스트 파일을 삭제
합니다.오류 출력에서 받은 두 개의 만료된 트러스트 파일입니다.새 인증서는 CAPF.pem 파일
과 일치하는 일련 번호를 가집니다.

8.

각 가입자에 대한 이전 단계를 완료합니다.9.

IPSec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인증서는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처리하는 DRF(Disaster Recovery
Failure) 마스터 및 로컬에 영향을 줍니다.

게시자의 OS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1.

Security(보안) >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로 이동하고 IPSEC.pem 파일을 클릭
합니다.

2.

https://supportforums.cisco.com/docs/DOC-18834


신뢰 파일을 업데이트하려면 재생성(Regenerate)을 클릭합니다.3.

인증서가 재생성된 서버를 재부팅합니다.인증서를 다시 생성/업데이트한 후 모든 서비스를 다
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그러나 IPSec에는 전체 노드를 재부팅하는 것
외에 서비스 재시작 기능이 없습니다.다른 인증서를 업데이트/재생성해야 하는 경우 모든 단
계를 완료하고 모든 인증서가 처리된 후 노드를 재부팅합니다.이렇게 하면 서버에서 신뢰 저
장소에서 모든 인증서를 업데이트하고 올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4.

CM

게시자의 OS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1.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여 Find(찾기)를 클릭하고
CallManager.pem 파일을 클릭한 다음 Regenerate(재생성)를 클릭합니다.

2.

Serviceability 페이지에서 Tools > Feature Service로 이동하여 지정된 노드를 찾은 다음
Cisco CM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3.

Serviceability(서비스 가용성) 페이지에서 Tools(툴) > Network Services(네트워크 서비스)로
이동하고 TVS 서비스를 재시작합니다.

4.

Serviceability(서비스 가용성) 페이지에서 Tools(툴) > Feature Services(기능 서비스)로 이동
하여 노드를 지정하고 CM 및 CTI 서비스를 재시작합니다.

5.

업데이트된 ITL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재부팅합니다.6.

각 가입자에 대한 이전 단계를 완료합니다.7.

TVS

게시자의 OS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1.

Security(보안) >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로 이동하고 Find(찾기)를 클릭하고
TVS.pem 파일을 클릭한 다음 Regenerate(재생성)를 클릭합니다.

2.

Serviceability(서비스 가용성) 페이지에서 Tools(툴) > Network Services(네트워크 서비스)로
이동하고 TVS 서비스를 재시작합니다.

3.

Serviceability(서비스 가용성) 페이지에서 Tools(툴) > Feature Services(기능 서비스)로 이동
하여 노드를 지정하고 TFTP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4.

업데이트된 ITL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재부팅합니다.5.

각 가입자에 대한 이전 단계를 완료합니다.6.

인증서 삭제



인증서를 삭제할 때 이전에 언급한 서비스가 중지되었는지, 삭제하는 인증서가 현재 사용되지 않거
나 실제로 만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삭제 후 저장할 수 없으므로 인증서 내의 모든 정보를 항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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