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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는 Cisco Jabber에서 인증서 검증을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완전한 통
합 방법 가이드에 여러 Cisco 리소스를 결합합니다.이제 Cisco Jabber에서 서버와의 보안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인증서 검증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이 요구 사항에는 사용자 환
경에 필요한 많은 변경 사항이 수반됩니다.

참고:이 가이드는 온프레미스 구축 전용입니다.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에는 변경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CA(Public Certificate Authority)에 대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Jabber 클라이언트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인증서 검증을 구현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나열하는 테이블입니다.

표 1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모바일 및 태블릿 클라이언트
Jabber for Macintosh 버전 9.2(2013년 9월) iPhone 버전 9.5용 Jabber(2013년 10월)
Jabber for Microsoft(MS) Windows 버전 9.2.5(2013년 9월) iPhone 및 iPad 버전 9.6용 Jabber(2013년 11월)
  Android 버전 9.6용 Jabber(2013년 12월)



이는 Jabber 환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 1에 나열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면 보안 연결에 서버의 필수 인증서 검증이
사용됩니다.기본적으로 Jabber 클라이언트가 지금 보안 연결을 시도하면 서버는 Cisco Jabber에
인증서를 제공합니다.그런 다음 Cisco Jabber는 디바이스의 인증서 저장소와 비교하여 해당 인증
서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클라이언트가 인증서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를 수락할 것인지 확
인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Enterprise Trust 저장소에 배치합니다.

어떤 인증서가 필요합니까?

다음은 보안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Cisco Jabber에 표시되는 온프레미스 서버 및 인증서 목록입니
다.

표 2

서버 인증서

Cisco Unified Presence HTTP(Tomcat)
XMPP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M and Presence HTTP(Tomcat)
XMPP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HTTP(Tomcat)
Cisco Unity Connection HTTP(Tomcat)
Cisco WebEx Meetings Server HTTP(Tomcat)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증서 서명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Cisco Unified Presence(CUP) 또는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M and Presence에 대한 최신 서비스 업데이트
(SU)를 적용합니다.

●

필요한 인증서는 모든 서버 버전에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CUP 버전 8.x 및 CUCM IM and
Presence 버전 9.x 이상 모두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및 HTTP
인증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

클러스터의 각 노드, 가입자 및 게시자는 Tomcat 서비스를 실행하며 클라이언트에 HTTP 인증
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클러스터의 각 노드에 대해 인증서를 서명합니다.

●

클라이언트와 CUCM 간의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신호 처리를 보호하려면
CAPF(Certification Authority Proxy Function) 등록을 사용합니다.

●

인증서 검증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증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사용자는 Accept to all certificate poups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소규모 환경에 가장 이상
적인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Accept(수락)를 클릭하면 디바이스의 Enterprise Trust 저장소에 인증서
가 배치됩니다.인증서가 Enterprise Trust 저장소에 배치된 후 해당 로컬 디바이스에서 Jabber 클라
이언트에 로그인할 때 사용자에게 더 이상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방법 2:필요한 인증서(표 2)는 개별 서버에서 다운로드되며(기본적으로 자체 서명 인증서임) 사용자
디바이스의 Enterprise Trust 저장소에 설치됩니다.환경에서 인증서 서명을 위해 프라이빗 또는 퍼



블릭 CA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이 솔루션이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를 사용자에게 푸시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빠른 방법은
Microsoft Windows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중 하나에서 Jabber에 제공되는 모든 인증서를 엔터프라이즈 신뢰 저장소로 수락합니
다.

1.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Certmgr.msc 명령을 입력하고 Enterprise Trust > Certificates로
이동합니다.

2.

Regedit를 run 명령으로 열고 HKCU > Software > Microsoft > SystemCertificates > trust >
Certificates로 이동합니다.

3.

레지스트리의 Certificate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reg 파일로 내보냅니다.4.
GPO(Group Policy Object)를 통해 이 파일을 모든 사용자(또는 기타 기본 설정 방법)에게 푸시
합니다.

5.

이렇게 하면 Jabber용 엔터프라이즈 트러스트 인증서 설치가 완료되며 사용자에게 더 이상 프롬프
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방법 3: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CA(표 2)는 필요한 모든 인증서를 서명합니다.이는 Cisco 권장 방법입
니다.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각 인증서에 대해 CSR(Certificate Signing Request)이 생성되어 서명되
고 서버에 다시 업로드된 다음 사용자 디바이스의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저장소로 가져와
야 합니다.Generate a CSR(CSR 생성) 및 How do I get certificates to user devices certificate
store(사용자 디바이스 인증서 저장소에 인증서를 가져오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공용 CA의 경우 루트 인증서가 클라이언트 신뢰 저장소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공용 CA는 일반적으로 특정 형식을 준수하기 위해 CSR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공용 CA는 다음과 같은 CSR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Base64로 인코딩됨●

조직, 조직 구성 단위(OU) 또는 기타 필드에 @&! 등의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서버의 공개 키에 특정 비트 길이 사용●

마찬가지로, 여러 노드에서 CSR을 제출할 경우 공용 CA는 모든 CSR에서 정보가 일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CSR 문제를 방지하려면 CSR을 제출할 공용 CA의 형식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오.그런 다음 서버
를 구성할 때 입력하는 정보가 공용 CA에 필요한 형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FQDN당 인증서 1개:일부 공용 CA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당 하나의 인증서만 서명합니다
.

예를 들어 단일 CUCM IM and Presence 노드에 대해 HTTP 및 XMPP 인증서에 서명하려면 각
CSR을 다른 공용 CA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자체 서명 또는 CA 서명 되어 있는지 확인



참고:이 예는 CUCM 버전 8.x에 대한 것입니다.프로세스는 서버 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OS 관리로 이동합니다.1.
Security(보안) >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를 선택합니다.2.
Tomcat-Trust Certificate .pem 파일을 찾아 클릭합니다.3.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4.
파일을 찾아 확장명이 .cer인 이름을 바꿉니다.5.
이 파일을 열고 봅니다(MS Windows 사용자).6.
Issued by 필드를 확인합니다.Issued to(발급됨) 필드와 일치하면 인증서가 자체 서명됩니다
(예 참조).

7.

예:자체 서명 대 개인 CA 서명 인증서

                                     자체 서명                                                                                               사설
CA 서명

CSR 생성

참고:이 예는 CUCM 버전 8.x에 대한 것입니다.프로세스는 서버 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OS 관리로 이동합니다.1.
Security > Certificate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2.
Generate CSR(CSR 생성)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Tomcat을 선택합니다.3.
Generate CSR(CSR 생성)을 클릭하고 Close(닫기)를 클릭합니다.4.
Download CSR(CSR 다운로드)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Tomcat을 선택합니다.5.
Download CSR(CSR 다운로드)을 클릭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6.



프라이빗 CA 서버 또는 공용 CA에서 서명할 .csr 파일을 전송합니다.
참고:이 CSR 파일이 있으면 해당 환경에 따라 프로세스가 달라집니다.

7.

서버에 발급된 새 서명 인증서를 다시 업로드하려면 Upload Certificate/Certificate Chain
Security > Certificate Management에서 Upload Certificate/Certificate Chain을 클릭합니다.

8.

사용자 장치 인증서 저장소로 인증서를 가져오는 방법

모든 서버 인증서는 사용자 장치의 트러스트 저장소에 연결된 루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Cisco
Jabber는 서버가 신뢰 저장소의 루트 인증서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MS Windows 인증서 저장소로 루트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인증서는 프라이빗 CA와 같이 신뢰 저장소에 없는 CA에 의해 서명됩니다.이 경우 개인 CA 인
증서를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

인증서는 자체 서명됩니다.이 경우 자체 서명 인증서를 Enterprise Trust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
니다.

●

다음과 같은 MS Windows 인증서 저장소로 인증서를 가져오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인증서를 개별적으로 가져오려면 인증서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MS Windows Server에서 CertMgr.exe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배포합니
다.(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인증서 MS 관리 콘솔인 CertMgr.msc가 아니라 인증서 관리자 도구
인 CertMgr.exe를 사용해야 합니다.)

●

MS Windows Server에서 GPO가 있는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배포합니다.●

참고:인증서 가져오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해당 M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인증서의 서버 ID

서명 프로세스의 일부로 CA는 인증서의 서버 ID를 지정합니다.클라이언트가 해당 인증서를 검증할
때 다음을 확인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인증서를 나타내는 서버의 ID는 인증서에 지정된 서버의 ID와 일치합니다.●

참고:공용 CA는 일반적으로 IP 주소가 아닌 서버 ID로 FQDN을 요구합니다.

식별자 필드

클라이언트는 서버 인증서의 이러한 식별자 필드에서 ID 일치를 확인합니다.

XMPP 인증서

SubjectAltName\OtherName\xmppAddr●

SubjectAltName\OtherName\srvName●



주체AltName\dns이름●

주체 CN●

HTTP 인증서

주체AltName\dns이름●

주체 CN●

참고:Subject CN 필드는 가장 왼쪽에 있는 문자로 와일드카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예:
*.cisco.com.CUCM, CUP 및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는 와일드카드 인증서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Cisco 버그 ID CSCta14114 개선 사항 참조).

ID 불일치 방지

Jabber 클라이언트가 IP 주소가 있는 서버에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서버 인증서가 FQDN이 있는 서
버를 식별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신뢰할 수 있는 서버로 식별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프롬프트
를 표시합니다.따라서 서버 인증서가 FQDN으로 서버를 식별하는 경우 서버의 여러 위치에서 서버
이름을 FQDN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표 3에는 인증서에 나타나는 대로 서버 이름을 지정해야 하는 모든 위치(IP 주소인지 FQDN인지 여
부)가 나열됩니다. 

표 3

서버 위치(설정이 인증서와 일치해야 함)
Cisco Jabber 클라이
언트

Login Server Address(로그인 서버 주소)(일반적으로 Connection Settings(연결 설정)에
서 클라이언트에 다름)

CUP(버전 8.x 이하)

** 모든 노드 이름(시스템 > 클러스터 토폴로지)
**주의:FQDN으로 변경할 경우 DNS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서버가 시작 상
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TFTP 서버(애플리케이션 > Cisco Jabber > 설정)
기본 및 보조 Cisco Call Manager Cisco IP Phone(CCMCIP)(애플리케이션 > Cisco
Jabber > CCMCIP 프로필)
음성 메일 호스트 이름(애플리케이션 > Cisco Jabber > 음성 메일 서버)
메일 저장소 이름(애플리케이션 > Cisco Jabber > 메일 저장소)
회의 호스트 이름(애플리케이션 > Cisco Jabber > 회의 서버)(회의 장소만 해당)
XMPP 도메인(클라이언트에 XMPP 도메인 제공 섹션 참조)

CUCM IM and
Presence(버전 9.x 이
상)

**모든 노드 이름(System > Cluster Topology)
**주의:FQDN으로 변경할 경우 DNS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서버가 시작 상
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TFTP 서버(애플리케이션 > 레거시 클라이언트 > 설정)
기본 및 보조 CCMCIP(애플리케이션 > 레거시 클라이언트 > CCMCIP 프로파일)
XMPP 도메인(클라이언트에 XMPP 도메인 제공 섹션 참조)

CUCM(버전 8.x 이하) 서버 이름(시스템 > 서버)

CUCM(버전 9.x 이상)

서버 이름(시스템 > 서버)
IM and Presence Server(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 UC Service(UC 서비스) > IM and Presence(IM and Presence))
음성 메일 호스트 이름(사용자 관리 > 사용자 설정 > UC 서비스 > 음성 메일)
메일 저장소 이름(사용자 관리 > 사용자 설정 > UC 서비스 > 메일 저장소)
회의 호스트 이름((사용자 관리 > 사용자 설정 > UC 서비스 > 회의) (회의 장소만 해당)

Cisco Unity 변경 필요 없음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a14114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a14114


   

Connection(모든 버전
)

클라이언트에 XMPP 도메인 제공

클라이언트는 FQDN이 아닌 XMPP 도메인으로 XMPP 인증서를 식별합니다.XMPP 인증서는 식별
자 필드에 XMPP 도메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현재 상태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면 현재 상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XMPP 도메인을
제공합니다.그런 다음 클라이언트는 XMPP 인증서와 비교하여 현재 상태 서버의 ID를 검증할 수 있
습니다.

현재 상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XMPP 도메인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
오.

현재 상태 서버의 관리 인터페이스(Cisco Unified CM IM and Presence 관리 인터페이스 또는
Cisco Unified Presence 관리 인터페이스)를 엽니다.

1.

System(시스템) > Security(보안) > Settings(설정)로 이동합니다.2.
XMPP Certificate Settings(XMPP 인증서 설정) 섹션을 찾습니다.3.
Domain name for XMPP Server-to-Server Certificate Subject Alternative Name(XMPP 서버-
서버 인증서 주체 대체 이름) 필드에서 현재 상태 서버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4.

Use Domain Name for XMPP Certificate Subject Alternative Name 확인란을 선택합니다.5.
저장을 클릭합니다.6.
이 변경 사항을 저장한 후 서버에서 cup-xmpp 인증서를 재생성해야 합니다.7.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XCP 라우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의:XCP 라우터를 다시 시작하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8.

인증서 유효성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Jabber 9.2.5 릴리스 정보●

Cisco Jabber:필수 서버 인증서 검증 TechNote●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jabber/Windows/9_2_5/JABW_BK_CAAD3F25_00_cisco-jabber-for-windows-release-notes_chapter_011.html
/content/en/us/support/docs/unified-communications/jabber-windows/116637-trouble-jabber-00.html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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