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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WLC(Wireless LAN Controller) 및 LAP(Lightweight Access Point)가 로컬에서 중요
한 인증서 기능을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기능은 Wireless LAN Controller
버전 5.2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제어하도록
선택한 경우 액세스 포인트 및 컨트롤러에서 LSC(Locally Significant Certificates)를 생성할 수 있습
니다.그런 다음 이러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WLC와 LAP를 상호 인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작동을 위해 WLC, LAP 및 무선 클라이언트 카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Microsoft Windows 2003 CA 서버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공개 키 인프라 및 디지털 인증서 지식●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펌웨어 5.2를 실행하는 Cisco 4400 Series WLC●

Cisco Aironet 1130 AG Series LAP(Lightweight Access Point)●

Microsoft Windows 2003 서버는 도메인 컨트롤러로 구성되고 인증 기관 서버로 구성됩니다.●

펌웨어 릴리스 4.2를 실행하는 Cisco Aironet 802.11 a/b/g Client Adapter●

펌웨어 버전 4.2를 실행하는 Cisco Aironet Desktop Utility(A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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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유효 인증서

5.2.157.0 이전 버전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는 액세스 포인트에 MIC(Manufacturing-
Installed Certificates)가 있는 경우 컨트롤러는 자체 서명 인증서(SSC)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를
인증하거나 권한 부여 정보를 RADIUS 서버에 보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
5.2.157.0에서 LSC(Local Significant Certificate)를 사용하도록 컨트롤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 통해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하려는 경우 LS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Certificate Authority)를 제어하고 생성된 인증서에 대한 정책, 제한 및 사용을 정의합니다.

새 LSC 인증서는 먼저 컨트롤러에서 프로비저닝한 다음 CA(Certificate Authority) 서버에서 LAP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LAP는 CAPWAP 프로토콜과 컨트롤러(WLC)와 통신합니다.LAP 및 WLC 자체의 CA 인증서를 발
급하고 인증서를 서명하기 위한 모든 요청은 WLC에서 시작해야 합니다.LAP는 CA 서버와 직접 통
신하지 않습니다.WLC는 LWAPP의 AP에 대한 CA 프록시 역할을 합니다.CA 서버 세부 정보는
WLC에 구성해야 하며 연결 가능해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SCEP(Simple Certificate Enrollment Protocol)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certReqs를 CA에 전달하고 SCEP를 다시 사용하여 CA에서 서명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SCEP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클라이언트 및 CA(Certificate Authority) 서버가 인증서 등
록 및 취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인증서 관리 프로토콜입니다.Cisco에서 널리 사용되며 많은
CA-Server에서 지원합니다.SCEP 프로토콜에서 HTTP는 PKI 메시지의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됩니
다.SCEP의 주요 목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인증서를 안전하게 발급하는 것입니다.SCEP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 및 릴리스의 경우 SCEP가 이러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CA 및 RA 공개 키 배포●

인증서 등록●

모든 SCEP 트랜잭션은 자동 모드에서 발생합니다.인증서 취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LSC는 브리지 모드로 구성된 액세스 포인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WLC(Wireless LAN Controller)의 인증서 프로비저닝

새 LSC 인증서(CA 및 디바이스 인증서 모두 컨트롤러에 설치해야 합니다.

SCE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CA 서버에서 CA 인증서를 받습니다.이 시점에서 컨트롤러에 인증서가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없으므로 이 작업은 Get Operation(가져오기 작업)이 됩니다.이러한 항목은 컨트롤러에 설치됩니다
.AP가 LSC로 프로비저닝될 때 동일한 CA 인증서가 AP에 푸시됩니다.

장치 인증서 등록 작업

CA 서명 인증서를 요청하는 LAP와 컨트롤러 모두에 대해 certRequest는 PKCS#10 메시지로 전송
됩니다.certRequest에는 X.509 인증서에 포함할 Subject Name, PublicKey 및 기타 특성이 포함되
어 있으며, 요청자의 PrivateKey에 의해 디지털 서명됩니다.이러한 CA는 certRequest를 X.509 인증
서로 변환합니다.

PKCS#10 certRequest를 수신하는 CA에는 요청자 ID를 인증하고 요청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
하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PKCS#10과 PKCS#7 같은 다른 접근 방식이 결합되어 Cert
Reqs/Respons를 보내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PKCS#10은 PKCS#7 SignedData 메시지 유형으로 래핑됩니다.이는 SCEP 클라이언트 기
능의 일부로 지원되며 PKCSReq 메시지가 컨트롤러에 전송됩니다.

등록 작업이 성공하면 CA 및 디바이스 인증서가 모두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LWAPP AP의 인증서 프로비저닝

CAPWAP 모드에서 새 인증서를 LAP에 프로비저닝하려면 LAP에서 새 서명된 X.509 인증서를 가
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CA 프록시 역할을 하며 LAP에 대해 CA에서 서명한
certRequest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certRequest를 컨트롤러에 전송합니다.

certReq 및 certResponses는 LWAPP 페이로드와 함께 LAP로 전송됩니다.이 다이어그램은 LSC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LAP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LSC를 사용하는 LAP의 프로비저닝은 LAP가 UP 상태인 경우 WLC를 현재 MIC/SSC에
연결한 후 발생합니다.LSC 프로비저닝 단계에서는 AP가 UP 상태이지만 무선이 강제로 종료
됩니다.

1.

LSC의 사용 및 프로비저닝은 WLC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이 프로세스에는 LSC를 활성화하
고, CA 서버를 추가하고, 기타 매개변수를 구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LSC Certificate
Parameters Command Request(LSC 인증서 매개변수 명령 요청)가 컨트롤러에서 LAP로 전
송되며, 여기에는 제목 이름, 유효성 시간 및 키 크기가 페이로드에 설정되어 있습니다.이 필드
는 certRequest가 생성될 때 LAP에서 사용합니다.또한 페이로드는 LAP에서 certRequest를
생성하여 컨트롤러에 다시 보내야 함을 나타냅니다.

2.

LAP는 구성된 키 크기 공개/개인 RSA 키 쌍을 생성합니다.키 쌍을 생성한 후에는 컨트롤러에
서 받은 SubjectName이 구성된 후 certRequest가 생성됩니다.CN은 기존 SSC/MIC 형식인
"Cxxxx-EtherMacAddr"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됩니다.LAP는 PKCS#10 CertReq를 생성하
고 이를 페이로드인 LSC Certificate Request로 컨트롤러에 전송합니다.

3.

그런 다음 컨트롤러는 구성된 CA에서 서명한 인증서 요청을 가져오기 위해 PKCS#7 형식의
메시지인 SSCEP PKCSReq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LDAP 대신 CA에 전송합니다.설치된
CA/RA 인증서는 certReq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4.

CA가 인증서 요청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 Status=SUCCESS의 CertRep 메시지가 PKCS#7
형식으로 SSCEP 클라이언트(컨트롤러)로 다시 전송됩니다.Cert Response는 PEM 형식 인증
서로 파일에 로컬로 기록됩니다.

5.

이 CertResp는 LAP용이므로 WLC는 페이로드 'Certificate Response'와 함께 LAP에 인증서를
전송합니다.CA 인증서가 동일한 페이로드로 먼저 전송된 다음 디바이스 인증서가 별도의 페
이로드로 전송됩니다.

6.

LSC CA와 LAP 디바이스 인증서가 모두 LAP에 설치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다음에
LSC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으므로 AP는 JOIN 요청의 일부로 LSC 디바이스 인증서를 컨트롤러에
전송합니다.JOIN 응답의 일부로 컨트롤러는 새 디바이스 인증서를 전송하고 새 CA 루트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바운드 LAP 인증서를 검증합니다.

참고: LSC는 브리지 모드로 구성된 액세스 포인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WLC(Wireless LAN Controller) 및 LAP(Lightweight Access Point)에서 LSC 지원

LSC는 다음 WLC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Cisco 4400 Series Wireless LAN Controller●

Cisco 2100 Series Wireless LAN Controller●

Cisco Catalyst 6500 Series Wireless Services Module(WiSM)●

Cisco Catalyst 3750G Integrated Wireless LAN Controller●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Module●

LSC는 Cisco Aironet C1130, C1140, C1240, C1252 액세스 포인트 및 모든 새 액세스 포인트에서
지원됩니다.

LSC는 MESH AP(1510, 1522), 브리지 모드 AP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로컬 유효 인증서로 LAP를 활성화하고 인증하는 방법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예제를
제공합니다.

구성

참고: 로컬에서 중요한 인증서 기능은 GUI 또는 컨트롤러의 CLI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컨트롤러의 LSC 기능은 비밀번호 챌린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LSC가 작동하려면
CA 서버에서 비밀번호 챌린지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또한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을 CA
서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챌린지를 비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설정

이 예에서는 LSC(Locally Significant Certificates)를 사용하도록 4400 Wireless LAN Controller 및
1130 Series Lightweight Access Point를 구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A(Certificate Authority) 서버
에서 LSC로 무선 LAN 컨트롤러 및 LAP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Microsoft Windows 2003 서버를 CA 서버로 사용합니다.

CA 및 SCEP 설정 프로세스

이 문서에서는 Microsoft Windows 2003 서버의 CA 서버 컨피그레이션이 제자리에 있다고 가정합
니다.다음은 CA 및 SCEP 설정 프로세스의 단계입니다.

Windows 2003 및 CA 서버 설치, http://ca-server/certsrv가 작동하는지 확인1.
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cepsetup.exe 다운로드2.
cepsetup.exe를 설치하고 "Require SCEP Challenge Phrase(SCEP 챌린지 구문 필요)"를 선
택 취소합니다. WLC가 지금 챌린지 등록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름, 이메일, 국가, 도시 및 기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4.
http://ca-server/certsrv/mscep/mscep.dll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5.

참고: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IPSec(Offline Request) 템플릿에 대한 읽기 및 등록 권한을 할당하고
IIS_WPG 그룹의 멤버로 지정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SCEP 설치 및 구
성

GUI를 통해 무선 LAN 컨트롤러 구성

https://www.microsoft.com/download/en/details.aspx?id=2178
https://www.microsoft.com/download/en/details.aspx?id=2178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ireless LAN Controller GUI에서 Security(보안) > Certificate(인증서) > LSC를 클릭하여
Local Significant Certificates(LSC) 페이지를 엽니다.

1.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2.
시스템에서 LSC를 활성화하려면 Enable LSC on Controller(컨트롤러에서 LSC 활성화) 확인
란을 선택합니다.

3.

CA Server URL 필드에 CA 서버의 URL을 입력합니다.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Params 필드에 디바이스 인증서의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키 크기는 384~2048(비트)의 값이
고 기본값은 2048입니다.

5.

Apply(적용)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커밋합니다
.

6.

컨트롤러의 CA 인증서 데이터베이스에 CA 인증서를 추가하려면 인증서 유형에 대한 파란색
드롭다운 화살표 위에 커서를 놓고 Add를 선택합니다.이제 DDoS 공격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
겠습니다
.

7.



액세스 포인트에서 LSC를 프로비저닝하려면 AP 프로비저닝 탭을 클릭하고 Enable AP
Provisioning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

프로비저닝 목록에 액세스 포인트를 추가하려면 AP Ethernet MAC Addresses(AP 이더넷
MAC 주소) 필드에 액세스 포인트 MAC 주소를 입력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다.프로비저닝
목록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제거하려면 액세스 포인트의 파란색 드롭다운 화살표 위에 커서를
놓고 제거를 선택합니다.액세스 포인트 프로비저닝 목록을 구성하는 경우 AP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할 때 프로비저닝 목록의 액세스 포인트만 프로비저닝됩니다.액세스 포인트 프로비저
닝 목록을 구성하지 않으면 컨트롤러에 조인하는 MIC 또는 SSC 인증서가 있는 모든 액세스
포인트가 LSC로 프로비저닝됩니다.

9.

Apply(적용)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커밋합니다
.

10.



CLI를 통해 무선 LAN 컨트롤러 구성

컨트롤러의 CLI에서 LSC(Locally Significant Certificate) 기능을 활성화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6.0의 CLI를 사용하여 LSC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무선 LAN 컨트롤러가 구성되고 CA 서버가 구축되면 무선 LAN 컨트롤러는 CA 서버와 통신하고
LSC 인증서를 얻기 위해 SCE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인증서가 설치되면 WLC의 스크린샷을 볼
수 있습니다.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c60lwap.html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c60lwap.html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c60lwap.html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html


LAP가 나타나면 LAP는 레이어 2/레이어 3 검색 메커니즘으로 WLC를 검색하고 MIC 인증서로 컨트
롤러에 조인 요청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 Wireless LAN Controller는 LSC 인증서 매개변수 요청을 LAP에 보냅니다.

WLC에서 보낸 SubjectName/CN을 사용하여 AP는 PKCS #10 CertReq를 생성하고 WLC에
'LWAPP LSC Certificate Request'를 전송합니다.

이 요청은 WLC에서 CA 서버로 차례로 전달됩니다.CA 서버는 컨트롤러에 LAP LSC 인증서를 전송
합니다.그러면 컨트롤러가 LSC를 LAP로 전송합니다.

이 메시지는 AP CLI에 나타납니다.

The name for the keys will be: Cisco_IOS_LSC_Keys

% The key modulus size is 2048 bits

% Generating 2048 bit RSA keys, keys will be non-exportable...[OK]

LSC CA cert successfully imported

LSC device cert successfully imported

마지막으로 LAP는 LSC와 함께 조인 요청을 보냅니다.

이 이벤트 시퀀스를 보려면 debug capwap events enable 명령을 실행합니다.

LDAP가 LSC에 WLC에 등록되면 WLC GU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WLC CLI에서 이러한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show certificate lsc summary

Information similar to the following appears:

LSC Enabled.......................................... Yes

LSC CA-Server........................................ http://10.77.244.201:8080/caserver

LSC AP-Provisioning.................................. Yes

Provision-List................................... Not Configured

LSC Revert Count in AP reboots................... 3

LSC Params:

Country.......................................... 4

State............................................ ca

City............................................. ch

Orgn............................................. abc

Dept............................................. xyz

Email............................................ abc@abc.com

KeySize.......................................... 2048

LSC Certs:

CA Cert.......................................... Not Configured

RA Cert....................................... Not Configured

LSC로 프로비저닝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how certificate lsc ap-provision

Information similar to the following appears:

LSC AP-Provisioning........................... Yes

Provision-List................................ Present

IdxMac Address

---------------

100:18:74:c7:c0:90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을 트러블슈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이벤트 시퀀스를 보려면
debug pm pki scep enable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한 디버그 로그의 예입니다.

Success log:

WLC



(Cisco Controller) >

scep: waiting for 10 secsmLscScepTask: Nov 23 06:52:21.455:

scep: : Nov 23 06:52:27.519:

===== SCEP_OPERATION_GETCAPS =====

scep: Failed to get SCEP Capabilities from CA. Some CA's do not support this.

scep: Getting CA Certificate(s).

scep: : Nov 23 06:52:27.519:

===== SCEP_OPERATION_GETCA =====

scep: requesting CA certificate

scep: Sent 82 byteseded: Operation now in progress*emWeb: Nov 23 06:52:27.526:

scep: Http response is <HTTP/1.1 200 OK>

scep: Server returned status code 200.

scep: header info: <Connection: close>

scep: header info: <Date: Wed, 23 Nov 2011 06:52:30 GMT>

scep: header info: <Server: Microsoft-IIS/6.0>

scep: header info: <Content-Length: 3795>

scep: header info: <Content-Type: application/x-x509-ca-ra-cert>

scep: MIME header: application/x-x509-ca-ra-cert

scep: found certificate:

  subject: /DC=com/DC=ccie/CN=AD

  issuer: /DC=com/DC=ccie/CN=AD

  usag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Sign, CRL Sign

scep: found certificate:

  subject: /C=CN/ST=BJ/L=BJ/O=Cisco/OU=BN/CN=tls/emailAddress=tls@ccie.com

  issuer: /DC=com/DC=ccie/CN=AD

  usage: Key Encipherment

scep: found certificate:

  subject: /C=CN/ST=BJ/L=BJ/O=Cisco/OU=BN/CN=tls/emailAddress=tls@ccie.com

  issuer: /DC=com/DC=ccie/CN=AD

  usage: Digital Signature

scep: CA cert retrieved with fingerprint 639993FF7FF8FB12EF2FB09DEC7C5BED

scep: waiting for 10 secs 06:52:34.463:

AP

(Cisco Controller) >

scep: waiting for 10 secsmLscScepTask: Nov 23 06:52:47.471:

scep: waiting for 10 secs 06:53:00.479:

scep: AP MAC: 58:bc:27:13:4a:d0 Starting new enrollment request.

scep: creating inner PKCS#7:01.542:

scep: data payload size: 797 bytes:

scep: successfully encrypted payload

scep: envelope size: 1094 bytes545:

scep: Sender Nonce before send: 089AC8C4604FCEB10C1F30E045073B10

scep: creating outer PKCS#7:01.545:

scep: signature added successfully:

scep: adding signed attributes.545:

scep: adding string attribute transId

scep: adding string attribute messageType

scep: adding octet attribute senderNonce

scep: PKCS#7 data written successfully

scep: applying base64 encoding.565:

scep: base64 encoded payload size: 3401 bytes

scep: Sent 3646 bytesed: Operation now in progress*sshpmLscTask: Nov 23 06:53:01.613:

scep: SenderNonce in reply: BF4EE64D4169584D90B2502ECCC0C133

scep: recipientNonce in reply: 089AC8C4604FCEB10C1F30E045073B10

scep: Http response is <HTTP/1.1 200 OK>

scep: Server returned status code 200.:

scep: header info: <Connection: close>:



scep: header info: <Date: Wed, 23 Nov 2011 06:53:02 GMT>

scep: header info: <Server: Microsoft-IIS/6.0>

scep: header info: <Content-Length: 2549>

scep: header info: <Content-Type: application/x-pki-message>

scep: MIME header: application/x-pki-message

scep: reading outer PKCS#706:53:13.488:

scep: PKCS#7 payload size: 2549 bytes8:

scep: PKCS#7 contains 2023 bytes of enveloped data

scep: verifying signature 06:53:13.489:

scep: signature ok Nov 23 06:53:13.490:

scep: finding signed attributes:13.490:

scep: finding attribute transId:13.490:

scep: allocating 32 bytes for attribute.

scep: reply transaction id: A984A2DFE20DA7E0FE702DC8EC307F33

scep: finding attribute messageType490:

scep: allocating 1 bytes for attribute.

scep: reply message type is good13.490:

scep: finding attribute senderNonce490:

scep: allocating 16 bytes for attribute.

scep: finding attribute recipientNonce:

scep: allocating 16 bytes for attribute.

scep: finding attribute pkiStatus3.491:

scep: allocating 1 bytes for attribute.

scep: pkistatus: SUCCESS3 06:53:13.491:

scep: reading inner PKCS#706:53:13.491:

scep: decrypting inner PKCS#753:13.492:

scep: found certificate:

  subject: /serialNumber= PID:AIR-LAP1262N-A-K9

    SN:FTX1433K60R/C=CN/ST=BJ/L=BJ/O=Cisco/OU=BN/CN=AP3G1-f866f267577e/emailAddress=

tls@ccie.com

  issuer: /DC=com/DC=ccie/CN=AD

scep: PKCS#7 payload size: 1580 bytes:53:13.518:

Digital Signature, Key Encipherment

scep: waiting for 10 secs 06:53:13.520:

다음은 실패한 사례의 예입니다.

Fail log

WLC

(Cisco Controller) >debug pm pki scep detail enable

scep: waiting for 10 secsmLscScepTask: Nov 23 00:57:52.407:

scep: waiting for 10 secs 00:58:05.415:

scep: waiting for 10 secs 00:58:18.423:

scep: waiting for 10 secs 00:58:31.431:

scep: waiting for 10 secs 00:58:44.439:

scep: waiting for 10 secs 00:58:57.447:

scep: waiting for 10 secs 00:59:10.455:

scep: : Nov 23 00:59:22.479:

===== SCEP_OPERATION_GETCAPS =====

scep: Failed to get SCEP Capabilities from CA. Some CA's do not support this.

scep: Getting CA Certificate(s).

scep: : Nov 23 00:59:22.479:

===== SCEP_OPERATION_GETCA =====

scep: requesting CA certificate

scep: Sent 82 byteseded: Operation now in progress*emWeb: Nov 23 00:59:22.486:

scep: Http response is <HTTP/1.1 200 OK>

scep: Server returned status code 200.

scep: header info: <Connection: close>

scep: header info: <Date: Wed, 23 Nov 2011 00:59:22 GMT>

scep: header info: <Server: Microsoft-IIS/6.0>



scep: header info: <Content-Length: 3795>

scep: header info: <Content-Type: application/x-x509-ca-ra-cert>

scep: MIME header: application/x-x509-ca-ra-cert

scep: found certificate:

  subject: /DC=com/DC=ccie/CN=AD

  issuer: /DC=com/DC=ccie/CN=AD

  usag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Sign, CRL Sign

scep: found certificate:

  subject: /C=CN/ST=BJ/L=BJ/O=Cisco/OU=BN/CN=tls/emailAddress=tls@ccie.com

  issuer: /DC=com/DC=ccie/CN=AD

  usage: Key Encipherment

scep: found certificate:

  subject: /C=CN/ST=BJ/L=BJ/O=Cisco/OU=BN/CN=tls/emailAddress=tls@ccie.com

  issuer: /DC=com/DC=ccie/CN=AD

  usage: Digital Signature

scep: CA cert retrieved with fingerprint 639993FF7FF8FB12EF2FB09DEC7C5BED

scep: waiting for 10 secs 00:59:23.463:

AP:

(Cisco Controller) >debug pm pki scep detail enable

scep: waiting for 10 secsmLscScepTask: Nov 22 18:06:22.100:

scep: waiting for 10 secs 18:06:35.108:

scep: waiting for 10 secs 18:06:48.116:

scep: waiting for 10 secs 18:07:01.124:

scep: AP MAC: 58:bc:27:13:4a:d0 Starting new enrollment request.

scep: creating inner PKCS#7:04.631:

scep: data payload size: 536 bytes:

scep: successfully encrypted payload

scep: envelope size: 838 bytes.633:

scep: Sender Nonce before send: F8BBA9EB06579188A62635A1DFA6510A

scep: creating outer PKCS#7:04.634:

scep: signature added successfully:

scep: adding signed attributes.634:

scep: adding string attribute transId

scep: adding string attribute messageType

scep: adding octet attribute senderNonce

scep: PKCS#7 data written successfully

scep: applying base64 encoding.655:

scep: base64 encoded payload size: 3055 bytes

scep: Sent 3280 bytesed: Operation now in progress*sshpmLscTask: Nov 22 18:07:04.690:

scep: SenderNonce in reply: 69A4BF610ED41746B1066B5BEC4427F0

scep: recipientNonce in reply: F8BBA9EB06579188A62635A1DFA6510A

scep: Http response is <HTTP/1.1 200 OK>

scep: Server returned status code 200.:

scep: header info: <Connection: close>:

scep: header info: <Date: Tue, 22 Nov 2011 18:07:04 GMT>

scep: header info: <Server: Microsoft-IIS/6.0>

scep: header info: <Content-Length: 540>

scep: header info: <Content-Type: application/x-pki-message>

scep: MIME header: application/x-pki-message

scep: reading outer PKCS#718:07:14.133:

scep: PKCS#7 payload size: 540 bytes33:

scep: PKCS#7 contains 1 bytes of enveloped data

scep: verifying signature 18:07:14.134:

scep: signature ok Nov 22 18:07:14.135:

scep: finding signed attributes:14.135:

scep: finding attribute transId:14.135:

scep: allocating 32 bytes for attribute.

scep: reply transaction id: 3DA1646840CD4FFEB1534EA8F1D45F76

scep: finding attribute messageType135:

scep: allocating 1 bytes for attribute.



scep: reply message type is good14.135:

scep: finding attribute senderNonce135:

scep: allocating 16 bytes for attribute.

scep: finding attribute recipientNonce:

scep: allocating 16 bytes for attribute.

scep: finding attribute pkiStatus4.136:

scep: allocating 1 bytes for attribute.

scep: pkistatus: FAILURE2 18:07:14.136:

scep: finding attribute failInfo14.136:

scep: allocating 1 bytes for attribute.

scep: reason: Transaction not permitted or supported

scep: waiting for 10 secs 18:07:14.136:

scep: waiting for 10 secs 18:07:27.144:

scep: waiting for 10 secs 18:07:40.152:

scep: waiting for 10 secs 18:07:53.160:

scep: waiting for 10 secs 18:08:06.168:

scep: waiting for 10 secs 18:08:19.176:

scep: waiting for 10 secs 18:08:32.184:

scep: waiting for 10 secs 18:08:45.192:

scep: waiting for 10 secs 18:08:58.200:

scep: waiting for 10 secs 18:09:11.208:

관련 정보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6.0●

타사 인증서에 대한 CSR을 생성하고 WLC에 연결된 인증서 다운로드●

무선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wireless/4400-series-wireless-lan-controllers/109597-csr-chained-certificates-wlc-00.html
/content/en/us/support/wireless/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index.html

	Wireless LAN Controller의 로컬 유효 인증서 컨피그레이션 예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로컬 유효 인증서
	WLC(Wireless LAN Controller)의 인증서 프로비저닝
	LWAPP AP의 인증서 프로비저닝
	WLC(Wireless LAN Controller) 및 LAP(Lightweight Access Point)에서 LSC 지원

	구성
	네트워크 설정
	CA 및 SCEP 설정 프로세스
	GUI를 통해 무선 LAN 컨트롤러 구성
	CLI를 통해 무선 LAN 컨트롤러 구성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