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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keystore 파일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Cisco CVP(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8.5(1)용 파일 시스템의 서명된 인증서로 자체 서명 인증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Unified CVP 8.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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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이드의 절차를 사용하여 서명된 인증서를 적용할 수 없습
니다.

자체 서명 인증서를 파일 시스템에 있는 서명된 인증서로 대체하는 문서화된 절차는 더 이상 적용
되지 않습니다.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C:\OpenSSL-Win32\bin>openssl req -new -key -vxml.key -out vxml.csr

Error opening Private Key vxml.key

8788:error:02001002:system library:fopen:No such file or

   directory:.\crypto\bio\bss_file.c:398:fopen('vxml.key','rb')

8788:error:20074002:BIO routines:FILE_CTRL:system

   lib:.\crypto\bio\bss_file.c:400:

unable to load Private Key

C:\OpenSSL-Win32\bin>_

해결 방법 - CVP 8.5용 서명된 인증서를 관리/구현하는 절차

CVP 8.5(1)에서 인증서를 관리하려면 .keystore 파일 내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keystore  검색하려면 %CVP_HOME%\conf\security.properties 파일을 엽니다.Unified CVP의 대
상 설치 디렉터리 통해 %CVP_HOME%(으)로 이동해야 합니다(기본값: C:\Cisco\CVP).

1.

속성 파일에는 하나의 속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Security.keystorePW.2.
키 저장소를 관리하기 위해 명령을 입력한 후 키 도구가 키 저장소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를 표시합니다.키 저장소 암호를 입력하려면 Security.keystorePW 속성 값을 복사하여 명령줄
창에 붙여넣습니다.예를 들어 %CVP_HOME%\conf\security.properties 파일에 속성 행이 포함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Security.keystorePW = [3X}}E7@nhMXGy{ou.5AL!+4Ffm868

복사할 암호는 [3X}}E7@nhMXGy{ou.5AL!+4Ffm868.

3.

%CVP_HOME%\conf\security directory의 백업을 만듭니다.4.
명령줄 프롬프트 창을 열고 보안 구성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cd\cisco\cvp\conf\security

5.

VXML_certificate의 개인 키 항목을 사용하여 인증서 서명 요청을 생성하고 메시지가 표시되
면 키 저장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파일 시스템에 새 csr 파일이 생성됩니다.
%CVP_HOME%\jre\bin\keytool.exe -certreq -alias vxml_certificate

-storetype JCEKS -keystore .keystore -file vxml_certificate.csr

6.

인증서 서명 요청 파일(vxml_certificate.csr)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에 제공합니다.서명하
고 하나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반환합니다.

7.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에서 서명된 인증서 파일(예: signed_vxml.crt)을 가져옵니다.인증서
는 체인 계층(루트, 중간, 서명된 인증서)의 순서로 가져와야 합니다.

8.

참고: 이 내용은 Cisco 버그 ID CSCts21084(등록된 고객만 해당)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s21084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custcosw/ps1006/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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