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안서버의 정의
인터넷상에서 사업자의 웹서버와 이용자 PC 사이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송
ㆍ수신하는 서버를 보안서버라고 합니다.
※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는 웹 사이트 소스 파일인 HTML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며, HTTPS는 기존 HTTP에 Security를 뜻하는
S를 추가하여 SSL (Secure Socket Layer)로 보안이 강화된 형태의 통신
규약을 뜻함.
보안서버는 독립적인 하드웨어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
하고 있는 웹 서버에 SSL(Secure Sockets Layer)인증서나 암호화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여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SL인증서의 경우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의 실존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 발급되기 때문에 웹
사이트에 대한 인증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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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서버의 필요성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 따르면, 대한
민국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4,5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0%를 상회하며,
그 중 96%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불어 공개망을 통해 송수신되는 모든 정보는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사용자들의 보안 인식이 강화되면서 홈페이지 및 쇼핑몰 등 회
원가입이 필요한 웹사이트들의 서버 보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12년 8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스템 운영 이후 집계
/ 출처 : 19년 국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통신은 종종 전통적인 우편 시스템에서 우편엽서의 사용에 빗대어
비유합니다. 만일 공격자가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있다면, 공격자는
- 당신의 우편엽서를 읽고 정보를 훔칠 수 있으며,(스니핑)
- 당신의 우편엽서를 수정하여 조작할 수 있으며,(데이터 변조)
- 당신 또는 대화 대상자에게 또 다른 우편엽서를 보내 양 당사자를 흉내 낼
수 있습니다. (피싱)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정보의 가치 및 민감 정도는 잠재적 이득을 원하는
공격자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패킷 (전송
되는 데이터)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은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내가 속한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대부분의 패킷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서버 설치 등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서버는 신뢰성 있는 기업에만 발급되는 인터넷상 일종의 신원 증

- 3 -

명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업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불분명 시 실체성 확인 실패 등의 사유로
인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안서버가 설치된 사이트는, 국제적인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업체의
실체성 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보안서버는 네트워크 통신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① 정보 노출 방지 (Sniffing 방지)
스니핑이란,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패킷 정보를 도청하는 해킹 유형 중의 하
나로, 네트워크 통신 구간의 중간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정보)를 훔쳐보는 것
(엿보기)을 의미합니다. 공격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스니핑 프로그
램을 통해 기업의 대외비 정보, 개인의 금융 및 로그인 접속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며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안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웹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평문 형태로 전송됩니다. 이를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훔쳐볼 수 있는 스니핑
툴(Sniffing Tool)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PC방, 회사 등의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PC에서 보안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사이트로 접속할 시 접속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스니핑 툴을 악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ID,
PW,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주고, 전화번호 등)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 사이트에 보안서버가 구축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어 전
송되므로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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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데이터 위변조 방지 (Integrity 보장)
데이터 위변조란, 각종 통신 환경을 이용하여 컴퓨터 내의 정보 또는 데이
터의 전송 결과를 임의로 변조하는 것으로 회사 내 각종 정보 및 성적 정보
변경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SSL 보안서버를 구축하면 이러한 악의적인 데이터의 변조를 암호화 통신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서버는 통신하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웹브라
우저와 웹서버 사이의 통신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을 보장합니다.
③ 위조사이트 방지 (Phishing 방지)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싱 공격자는 전자 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전달 수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위장된 메시지를 공격대상자
에게 보내고, 이를 통해 미리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위장된 사이트로 들어온
공격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금융 정보와 같은 기밀이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악용하는 사기 기법입니다.
피싱 방법은 피싱 메일과 같은 사회공학적인 방법, 유명 사이트 주소를 비
슷하게 보이는 다른 주소로 변경하거나 관련 없는 도메인 주소의 하위 도메
인을 이용하여 조작된 링크를 연결하는 링크 조작 방법, 웹 브라우저가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속이기 위해 브라우저의 주소창과 속성창의 내용을
교묘하게 가리는 웹 사이트 위조 방법, 공격대상자와 웹 서버의 연결을 공격
자가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피싱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가고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개인정보 입력 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안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SSL 인증서를 발
급받아야 합니다. 접속하는 웹 사이트에서 자물쇠 이미지를 확인하거나 개인
정보 입력 시 암호화 호출(https://), 암호화 모듈 로딩 화면 등을 확인하였
다면 유사하게 구성된 피싱 사이트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커
등 공격자가 유사사이트를 만들어 피싱을 시도하더라도 SSL 인증서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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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임을 증명하므로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④ 기업의 신뢰도 향상 (Improved Business Confidence)
보안서버의 설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
지를 부각할 수 있습니다. SSL 인증서 발급업체가 제공하는 보안서버 인증
마크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보안서버를 구축하였음을 표시하여 웹 사이트
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인증마크를 클릭하
면, 일련번호, 발급업체명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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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서버 적용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제6
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전에는 쉽게 결합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 결합 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EI 등 기기에
부여된 정보라도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런 정보를 통해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웹페이지에 대해 암호화 통신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 결과 로그인 구간과 신원확인 과정에서 보안서버 적용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회원가입, ID/PW 찾기, 회원 정보 수정, 구매하기, 게시판
작성 구간 등의 경우 보안서버 적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페이지에 보안서버의 구축 및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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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서버 관련 법률
공개망에서 인증정보ㆍ개인정보를 전송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6.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
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3.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
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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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안서버 구축 사전 준비
1. 서버 형태 확인
보안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서버의 형태 및 종류를 확인한 후 웹서버에 맞는
보안서버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해야 하며, 보안서버 설치 후에는 반드시
웹 페이지에서 HTTPS로 연결되도록 소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운영하는 서버의 형태는 “웹호스팅” 또는 “서버호스팅”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1) 웹호스팅
보안서버 설치의 권한이 웹호스팅 업체에 있기 때문에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후 웹호스팅업체에 설치의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웹호스팅 업체 예시) 까페24, 고도몰 등
2) 서버호스팅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최고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며 운영하는 웹 서버에
따라 서버 재시작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설치 도메인 확인 (싱글형(Single)/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
보안서버 인증서는 운영되는 도메인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발급됩니다.
1) 싱글(Single) 보안서버 인증서
www.domain.com 처럼 단일도메인으로 서비스가 운영 되는 경우, 싱글인
증서 형태의 보안서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 보안서버 인증서
*.domian.com 과 같이 2차 도메인이 많은 경우 또는 하나의 서버에 여러개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경우 멀티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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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서버 구축 절차
보안서버 구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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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별 구축 가이드
2.1 Apache
2.1.1 CSR 및 개인키 생성
1)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할 수 있는 ModSSL 모듈 존재 여부 확인
{$httpd_home}/modules 디렉토리에서 SSL 모듈이 존재하는 확인 합니다.
모듈 설치 방식은 “동적 모드” 와 “정적 모드”가 있으며, 방식마다 존재해야
할 파일의 명칭이 다르니 아래 예시 그림을 참고 하세요.
동적모드 : mod_ssl.so 모듈이 존재해야 함
정적모드 : mod_ssl.c 모듈이 존재해야 함
(명령어)
동적 방식

[root@localhost httpd]# ls mod_ssl.so
mod_ssl.so

정적 방식
[root@localhost httpd]# httpd -l
Compiled in modules:
mod_ssl.c

(동적 모드 예시)
[root@localhost modules]# ls -lrt
합계 25388
-rwxr-xr-x 1 root root 1113480 2013-02-08 14:06 mod_jk.so
-rw-r--r-- 1 root root

9201 2013-12-12 15:48 httpd.exp

-rwxr-xr-x 1 root root 1398712 2013-12-12 15:49 mod_security2.so
-rwxr-xr-x 1 root root

483269 2013-12-12 15:50 mod_qos.so

-rwxr-xr-x 1 root root

188236 2013-12-12 15:50 mod_cband.so

-rwxr-xr-x 1 root root 22797773 2018-07-02 13:36 libphp5.so
-rwxr-xr-x 1 root root 22797773 2018-07-02 13:38 mod_ss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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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모드 예시)
[root@localhost modules]# httpd -l
Compiled in modules:
core.c
mod_authz_groupfile.c
mod_authz_user.c
mod_authz_default.c
mod_auth_basic.c
mod_include.c
mod_filter.c
mod_deflate.c
mod_log_config.c
mod_ssl.c

[그림 2.1.1-2 Apache 개인키 생성 및 CSR 생성가이드]
2) 개인키(Private key) 생성
{$httpd_home}에서 개인키 생성 명령어를 입력 후 보안서버 설치 시 입력
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Apache 서버의 경우, 비밀번호 없이 개인 키를 생성할 수 있으나, 보안상
권장하지 않으며, 설정된 비밀번호는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후 Apache 재시작
시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오류 시 Apache 재시작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비밀번호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밀번호 설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Enter를 입력하여 넘어갑니다.
(명령어)
openssl genrsa -des3 -out [생성할 키의 파일명] 2048 > Enter >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확인

(예시)
[root@mailcsr]# openssl genrsa -des3 -out www.opa.or.kr.key 2048
GeneratingRSAprivatekey,2048bitlongmodulus
.................................+++
................................................................................
..+++
eis65537(0x10001)
Enterpassphrasefor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Verifying-Enterpassphrasefor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확인]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1.1-3 Apache 개인키 생성 및 CSR 생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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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1)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 후 CSR 정보를
입력합니다. CSR의 정보는 국가코드, 도/시, 시/구/군, 회사명, 부서명, 도메
인 순으로 입력됩니다.
(명령어)
openssl req -new –key [위에 생성한 개인키의 이름] -out [생성할 CSR 파일명] > Enter
> 위에서 생성한 비밀번호 입력

(CSR 정보 입력 명령어)
CountryName(2lettercode)[AU]:[국가코드]
StateorProvinceName(fullname)[Some-State]:[도/시]
LocalityName(eg,city)[]:[시/구/군]
OrganizationName(eg,company)[InternetWidgitsPtyLtd]:[회사명]
OrganizationalUnitName(eg,section)[]:[부서명]
CommonName(eg,YOURname)[]:[도메인]

(예시)
[root@mailcsr]# openssl req -new -key www.opa.or.kr.key -out www.opa.or.kr.csr
Enterpassphrasefor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Youareabouttobeaskedtoenterinformationthatwillbeincorporated
intoyourcertificaterequest.
WhatyouareabouttoenteriswhatiscalledaDistinguishedNameoraDN.
Therearequiteafewfieldsbutyoucanleavesomeblank
Forsomefieldstherewillbeadefaultvalue,
Ifyouenter'.',thefieldwillbeleftblank.
----CountryName(2lettercode)[AU]:KR [국가코드]
StateorProvinceName(fullname)[Some-State]:Seoul [도/시]
LocalityName(eg,city)[]:Seocho-gu [시/구/군]
OrganizationName(eg,company)[InternetWidgitsPtyLtd]: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OrganizationalUnitName(eg,section)[]:Dev Team [부서명]
CommonName(eg,YOURname)[]:www.opa.or.kr [도메인]
EmailAddress[]:

Pleaseenterthefollowing'extra'attributes
tobesentwithyourcertificaterequest
Achallengepassword[]: [Enter]
Anoptionalcompanyname[]: [Enter]
[root@mailcsr]#ls
www.opa.or.kr.csrwww.opa.or.kr.key
[root@mailcsr]#

[그림 2.1.1-4 Apache 개인키 생성 및 CSR 생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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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R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아래의 명령어로 CSR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cat [3번에서 생성한 CSR 파일명].csr

(예시)
[root@mail csr]# cat www.opa.or.kr.csr
-----BEGINCERTIFICATEREQUEST----MIIC7zCCAdcCAQAwgYAxCzAJBgNVBAYTAktSMQ4wDAYDVQQIDAVTZW91bDESMBAG
A1UEBwwJU2VvY2hvLWd1MSMwIQYDVQQKDBpLb3JlYSBDb3Jwb3JhdGlvbiBTZWN1
cml0eTEOMAwGA1UECwwFVUNFUlQxGDAWBgNVBAMMD3d3dy51Y2VydC5jby5rcjCC
ASIwDQYJKoZIhvcNAQEBBQADggEPADCCAQoCggEBAKMVGkya5m+jZIUym6z/akHr
Wr6/CUyWzdQV501PEXHN6xVPWaLCQF/kLMPo854ebMbIsg3E323oicmL5PLFLLUU
vm+TiIJ5ASl+TQgQFvV4JSdb1JZT2hiyEI3KfWSAV1BLCtpVp1XG7TU8KpBYuneP
p3gZPL3k3M+nHQz/af2Um1f3P8BB1YeRNso9C/+oLcgKKBEdXnZMb72SUxHt9GBS
FfaGvtmAOa91rBiZBY9V/ws8VjXa9H7I/i2f9ZB8++k7uNWOBmRrGKrXBENgOBLo
Ad3dBK7isrrfyvu3bxMCdXvGuVDJr0b7Jy7Pzk25oQHlth0YLAl5boMX6MY/NDEC
AwEAAaApMCcGCSqGSIb3DQEJDjEaMBgwCQYDVR0TBAIwADALBgNVHQ8EBAMCBeAw
DQYJKoZIhvcNAQEFBQADggEBAGSvSeLd7+YjNgeIszugewKARoszSJoiFsFLGyvM
4zz3x85eNwIc6tCIvuf2bc+DUtstqE4m4WQJy1tbIMuFTk3HSq8sdwjuKuJhJIyO
Kskqly1lCxfV1uayOmqJN7V+jCCz3Jf2UvMPHIClpGa+pNBOk9drzOtZPUqMTIRa
rLTpQjnaiotqaV3T27RwTlYc3Z3PfE+i0EYyNto1smhUbQim/hdkf/iDyFgbgQ6W
Gbb89uTBMK4msKqmJCGadQkaE2s8LyotPoHQBGRQAIXN5MAOo/eS2IaY0ZfaZUmp
tqB6It/i4JjgdFUKE6oli7zdu+T46fynN/bgYx9OdXOcCQQ=
-----ENDCERTIFICATEREQUEST----[root@mailcsr]#

[그림 2.1.1-5 Apache 개인키 생성 및 CSR 생성가이드]
5)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에 전달
2)에서 생성하여 저장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
달 합니다.
(주의사항)
1.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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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인증서 설치
5)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crt 확장자로 이루어진
총3개의 공개키를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Root.crt / Chain.crt / 인증서를 신청한 도메인.crt 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의 공개키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
서 오류 없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Apache 경로 확인
서비스가 되고 있는 Apache의 경로를 아래의 명령어로 확인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할 위치를 확인합니다.
(명령어)
ps –ef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 ps -ef | grep httpd
root
1566
1 0 May11 ?
root
4218 4177 0 19:38 pts/1
nobody 19890 1566 0 May14 ?
nobody 19892 1566 0 May14 ?
nobody 19893 1566 0 May14 ?
nobody 19894 1566 0 May14 ?
nobody 19976 1566 0 May14 ?

00:00:27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0:00 grep httpd
00:00:00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4:10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4:19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4:41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6:37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그림 2.1.2.1-1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2) 공개키(.crt) 업로드
보유하고 있는 공개키(.crt)인증서를 해당 임의 폴더에 업로드 합니다.
(명령어)
#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conf.d/ssl
# 업로드 디렉토리에 인증서 복사
www.opa.or.kr.* conf.d/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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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root@localhost httpd]# mkdir conf.d/ssl
[root@localhost httpd]# cp www.opa.or.kr.* conf.d/ssl
[root@localhost httpd]# ls -la conf.d/ss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ca-bundle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crt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key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root-bundle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2.1-2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ssl.conf 파일 수정
“{$httpd_home}/conf/extra/” 또는 “{$httpd_home}/conf.d/” 로 이동하여
ssl 설정 파일을 열어 다음의 구문을 수정합니다.
(수정할 구문)
1. 보안서버 모듈 설정
2.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3.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shell script 위치 및 설정
4. 도메인 홈 디렉토리 설정
5. 도메인 설정
6. 보안서버 인증서 엔진 사용 설정
7. 보안서버 인증서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설정
8.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예시)
[root@localhost httpd]# vi conf.d/ssl.conf
# 보안서버 인증서 모듈 설정
LoadModule ssl_module modules/mod_ssl.so
#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Listen 443
#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shell script 위치 및 설정 (비밀번호가 없다면 설정 불필요)
SSLPassPhraseDialog exec:/etc/httpd/conf.d/pass.sh
SSLSessionCache shmcb:/var/cache/mod_ssl/scache(512000)
SSLSessionCacheTimeout 300
SSLMutex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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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RandomSeed startup file:/dev/urandom 256
SSLRandomSeed connect builtin
SSLCryptoDevice builtin
## SSL Virtual Host Context
<VirtualHost *:443>
# 도메인 홈 디렉토리 설정
DocumentRoot "/var/www/html"
# 도메인 설정
ServerName www.opa.or.kr:443
ErrorLog logs/ssl_error_log
TransferLog logs/ssl_access_log
LogLevel warn
# 보안서버 인증서 엔진 사용 설정
SSLEngine on
# 보안서버 인증서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설정
SSLProtocol all -SSLv2
SSLCipherSuite DEFAULT:!EXP:!SSLv2:!DES:!IDEA:!SEED:+3DES
#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 도메인 인증서 경로 설정
SSLCertificate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crt
# 개인 키 경로 설정
SSLCertificateKey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key
# chain 인증서 경로 설정
SSLCertificateChain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chain-bundle
# Root 인증서 경로 설정
SSLCACertificate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root-bundle
<Files ~ "\.(cgi|shtml|phtml|php3?)$">
SSLOptions +StdEnvVars
</Files>
<Directory "/var/www/cgi-bin">
SSLOptions +StdEnvVars
</Directory>
SetEnvIf User-Agent ".*MSIE.*" \
nokeepalive ssl-unclean-shutdown \
downgrade-1.0 force-response-1.0
CustomLog logs/ssl_request_log \
"%t %h %{SSL_PROTOCOL}x %{SSL_CIPHER}x \"%r\" %b"
</VirtualHost>

[그림 2.1.2.1-3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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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Apache 재시작 전 설정 구문 문법 오류 확인
Apache 재시작 시 설정 구문에 문법 오류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Syntax
OK“ 메시지가 출력되면 Apache 재시작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합니다.
만약 오류 문구가 출력되는 경우, 반드시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한 후
서버 재시작을 진행합니다.
(명령어)
/usr/sbin/httpd –t

(예시)
[root@localhost httpd]# /usr/sbin/httpd -t
Syntax OK

[그림 2.1.2.1-4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Apache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 합니다.
(명령어)
# Apache Source 컴파일로 설치 되었을 경우
{$httpd_home}/bin/httpd –k restart 또는 {$httpd_home}/bin/apache restart
# 리눅스 패키지로 설치되었을 경우 (Liunx 6)
service httpd restart
# 리눅스 패키지로 설치되었을 경우 (Liunx 7)
systemctl restart httpd

(예시)
[root@localhost httpd]# /usr/sbin/httpd –k restart
[root@localhost httpd]#

[그림 2.1.2.1-5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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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서버 재시작 시 ssl 설정파일에서 ”SSLPassPhraseDialo“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shell script 에 작성되어있는 비밀번호와 키 생성 시의 비밀번호가 일
치해야 합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버 재시작 시 서버
가 재기동 되지 않으니, 반드시 비밀번호를 일치시킨 후 서버 재시작을 진행
하세요.
개인 키의 비밀번호를 삭제, 개인 키 비밀번호 변경 등, 2.1.3 기타 보안서
버 인증서의 설정 변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프로세스 확인
재시작 한 Apache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ps -ef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httpd]# ps -ef | grep httpd
root

117031

1

0 Feb20

00:00:03 /usr/sbin/httpd

daemon

117032 117031

0 Feb20

00:00:00 /usr/sbin/httpd

daemon

117033 117031

0 Feb20

00:00:00 /usr/sbin/httpd

daemon

117034 117031

0 Feb20

00:00:00 /usr/sbin/httpd

daemon

117121 117031

0 Feb20

00:00:00 /usr/sbin/httpd

root

118682 117620 0 01:22 pts/1

00:00:00 grep httpd

[그림 2.1.2.1-6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7) Apache 포트 확인
Apache 재시작 후 ssl 설정파일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있
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 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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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netstat -nlp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httpd]# netstat -nlp | grep httpd
tcp

0

0 :::80

:::*

LISTEN

118721/httpd

tcp

0

0 :::443

:::*

LISTEN

118721/httpd

[그림 2.1.2.1-7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8) 서버 내 인증서 설치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 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
가 확인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unable to load certificate“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6 GMT
notAfter=Dec 31 :38:20 2017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2.1-8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9)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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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2.1-9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2.1-10 Apache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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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Apache 경로 확인
서비스가 되고 있는 Apache의 경로를 아래의 명령어로 확인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할 위치를 확인합니다.
(명령어)
ps –ef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 ps -ef | grep httpd
root
1566
1 0 May11 ?
root
4218 4177 0 19:38 pts/1
nobody 19890 1566 0 May14 ?
nobody 19892 1566 0 May14 ?
nobody 19893 1566 0 May14 ?
nobody 19894 1566 0 May14 ?
nobody 19976 1566 0 May14 ?

00:00:27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0:00 grep httpd
00:00:00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4:10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4:19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4:41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00:06:37 /usr/local/apache_2.4.7/bin/httpd –k start

[그림 2.1.2.2-1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공개키(.crt) 업로드
보유하고 있는 공개키(.crt)인증서를 해당 임의 폴더에 업로드 합니다.
(명령어)
#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conf.d/ssl
# 업로드 디렉토리에 인증서 복사
www.opa.or.kr.* conf.d/ssl

(예시)
[root@localhost httpd]# mkdir conf.d/ssl
[root@localhost httpd]# cp www.opa.or.kr.* conf.d/ssl
[root@localhost httpd]# ls -la conf.d/ss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ca-bundle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crt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key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root-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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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2.2-2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ssl.conf 파일 수정
“{$apache_home}/conf/extra/” 또는 “{$apache_home}/conf.d/” 로 이동
하여 ssl 설정 파일을 열어 다음의 구문을 수정합니다.
도메인이

멀티로

있는

경우,

하나의

도메인은

<VirtualHost>에서

</VirtualHost>까지 한 구문에 설정 되어 있으며, 도메인이 두 개 이상 존재
한다면 <VirtualHost>에서 </VirtualHost>까지 두 개 이상 구문이 존재한다
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도메인에 대한 설정은 도메인 마다 각각 설정이 필요합니다.
(수정할 구문)
1. 보안서버 모듈 설정
2.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3.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shell script 위치 및 설정
4. 도메인 홈 디렉토리 설정
5. 도메인 설정
6. 보안서버 인증서 엔진 사용 설정
7. 보안서버 인증서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설정
8.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예시)
[root@localhost httpd]# vi conf.d/ssl.conf
# 보안서버 인증서 모듈 설정
LoadModule ssl_module modules/mod_ssl.so
#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번호
Listen 443
#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shell script 위치 및 설정
# 비밀번호가 없다면 설정 불필요.
SSLPassPhraseDialog exec:/etc/httpd/conf.d/pass.sh
SSLSessionCache

shmcb:/var/cache/mod_ssl/scache(5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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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SessionCacheTimeout 300
SSLMutex default
SSLRandomSeed startup file:/dev/urandom

256

SSLRandomSeed connect builtin
SSLCryptoDevice builtin
##
## SSL Virtual Host Context
##
<VirtualHost *:443>
# 도메인 홈 디렉토리 설정
DocumentRoot "/var/www/html"
# 도메인명
ServerName www.opa.or.kr:443
ErrorLog logs/ssl_error_log
TransferLog logs/ssl_access_log
LogLevel warn
# SSL 엔진 사용
SSLEngine on
# SSL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설정
SSLProtocol all -SSLv2
SSLCipherSuite DEFAULT:!EXP:!SSLv2:!DES:!IDEA:!SEED:+3DES
#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 도메인 인증서 경로 설정
SSLCertificate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crt
# 개인 키 경로 설정
SSLCertificateKey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key
# chain 인증서 경로 설정
SSLCertificateChain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ca-bundle
# Root 인증서 경로 설정
SSLCACertificate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root-bundle

<Files ~ "\.(cgi|shtml|phtml|php3?)$">
SSLOptions +StdEnvVars
</Files>
<Directory "/var/www/cgi-bin">
SSLOptions +StdEnvVars
</Directory>
SetEnvIf User-Agent ".*MSIE.*" \
nokeepalive ssl-unclean-shutdown \
downgrade-1.0 force-response-1.0
CustomLog logs/ssl_request_log \
"%t %h %{SSL_PROTOCOL}x %{SSL_CIPHER}x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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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Host>
# www.eprivact.ot.kr SSL 설정 추가
<VirtualHost *:443>
DocumentRoot "/var/dev/html"
# 도메인명
ServerName www.eprivacy.or.kr:443
ErrorLog logs/ssl_error_log
TransferLog logs/ssl_access_log
LogLevel warn
# SSL 엔진 사용
SSLEngine on
# SSL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설정
SSLProtocol all -SSLv2
SSLCipherSuite DEFAULT:!EXP:!SSLv2:!DES:!IDEA:!SEED:+3DES
# 인증서 위치는 www.opa.or.kr 도메인과 동일한 위치로 지정
# 도메인 인증서 경로
SSLCertificate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crt
# 개인키 경로 설정
SSLCertificateKey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key
# chain 인증서 경로
SSLCertificateChain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ca-bundle
# Root 인증서 경로
SSLCACertificateFile /etc/httpd/conf.d/ssl/www.opa.or.kr.root-bundle

<Files ~ "\.(cgi|shtml|phtml|php3?)$">
SSLOptions +StdEnvVars
</Files>
<Directory "/var/www/cgi-bin">
SSLOptions +StdEnvVars
</Directory>
SetEnvIf User-Agent ".*MSIE.*" \
nokeepalive ssl-unclean-shutdown \
downgrade-1.0 force-response-1.0
CustomLog logs/ssl_request_log \
"%t %h %{SSL_PROTOCOL}x %{SSL_CIPHER}x \"%r\" %b"
</VirtualHost>

[그림 2.1.2.2-3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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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Apache 재시작 전 설정 구문 문법 오류 확인
Apache 재시작 시 설정 구문에 문법 오류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Syntax
OK“ 메시지가 출력되면 Apache 재시작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합니다.
만약 오류 문구가 출력되는 경우, 반드시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한 후
서버 재시작을 진행합니다.
(명령어)
/usr/sbin/httpd –t

(예시)
[root@localhost httpd]# /usr/sbin/httpd -t
Syntax OK

[그림 2.1.2.2-4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Apache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 합니다.
(명령어)
# Apache Source 컴파일로 설치 되었을 경우
{$httpd_home}/bin/httpd –k restart 또는 {$httpd_home}/bin/apache restart
# 리눅스 패키지로 설치되었을 경우 (Liunx 6)
service httpd restart
# 리눅스 패키지로 설치되었을 경우 (Liunx 7)
systemctl restart httpd

(예시)
[root@localhost httpd]# /usr/sbin/httpd –k restart
[root@localhost httpd]#

[그림 2.1.2.2-5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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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서버 재시작 시 ssl 설정파일에서 ”SSLPassPhraseDialo“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shell script 에 작성되어있는 비밀번호와 키 생성 시의 비밀번호가 일
치해야 합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버 재시작 시 서버
가 재기동 되지 않으니, 반드시 비밀번호를 일치시킨 후 서버 재시작을 진행
하세요.
개인 키의 비밀번호를 삭제, 개인 키 비밀번호 변경 등, 2.1.3 기타 보안서
버 인증서의 설정 변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프로세스 확인
재시작 한 Apache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ps -ef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httpd]# ps -ef | grep httpd
root

117031

1

0 Feb20

00:00:03 /usr/sbin/httpd

daemon

117032 117031

0 Feb20

00:00:00 /usr/sbin/httpd

daemon

117033 117031

0 Feb20

00:00:00 /usr/sbin/httpd

daemon

117034 117031

0 Feb20

00:00:00 /usr/sbin/httpd

daemon

117121 117031

0 Feb20

00:00:00 /usr/sbin/httpd

root

118682 117620 0 01:22 pts/1

00:00:00 grep httpd

[그림 2.1.2.2-6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7) Apache 포트 확인
Apache 재시작 후 ssl 설정파일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있
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 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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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netstat -nlp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httpd]# netstat -nlp | grep httpd
tcp

0

0 :::80

:::*

LISTEN

118721/httpd

tcp

0

0 :::443

:::*

LISTEN

118721/httpd

[그림 2.1.2.2-7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8) 서버 내 인증서 설치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 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
일 등의 정보가 확인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unable to load
certificate“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6 GMT
notAfter=Dec 31 :38:20 2017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2.2-8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9)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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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2.2-9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446

[그림 2.1.2.2-10 Apache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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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타 보안서버 인증서의 설정 변경
1) 개인 키의 비밀번호 삭제
개인키의 비밀번호를 삭제하여 서버가 재기동 할 때 마다 비밀번호를 입력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개인 키의 비밀번호가 삭제되면, 서버 재 시작
시 비밀번호 입력 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안상 개인 키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명령어)
openssl rsa -in [제거할 키 파일 명] -out [제거한 키 파일명]

(예시)
[root@localhost httpd]# openssl rsa -in www.opa.or.kr.key -out www.opa.or.kr.key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비밀번호]
writing RSA key

[그림 2.1.3-1 기타 보안서버 인증서의 설정 변경]
2) 개인 키의 비밀번호 추가
개인 키 생성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진행하셨다면, 추후 다음의 명령
어를 사용하여 개인 키에 비밀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openssl rsa -in [추가할 키 파일명] -passout pass:'[비밀번호]' -out [추가 키파일명]

(예시)
[root@localhost httpd]# openssl rsa -in www.opa.or.kr.key -passout pass:'test1234' -out www.opa.or.kr.key
-des3
writing RSA key

[그림 2.1.3-2 기타 보안서버 인증서의 설정 변경]

3) 서버 재시작 시 자동 비밀번호 입력 Script 생성 방법
개인키의 비밀번호가 추가되어 있으면 서버 재시작 마다 개인키의 비밀번호
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패스워드를 입력 하지 않고 shell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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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하여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재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명령어)
# ssl 설정파일을 vi 로 실행
vi ssl.conf
# “SSLPassPhraseDialog” 옵션을 주석해제
# ssl 설정파일 저장
:wq
# pass.sh를 생성
# 위치는 ssl 설정파일의 “SSLPassPhraseDialog” 옵션 확인
vi pass.sh
# 패스워드를 입력 후 저장
:wq

(예시)
[root@localhost httpd]# vi ssl.conf
# 아래 옵션 주석을 해제 합니다.
SSLPassPhraseDialog exec:/etc/httpd/conf.d/pass.sh
# ssl 설정파일을 저장합니다.
:wq
[root@localhost httpd]# vi conf.d/pass.sh
#!/bin/sh
echo “패스워드”
:wq
# 사용자계정이 아닌 root권한으로 실행한다면 아래 권한 추가 설정
[root@localhost httpd]# chmod a+x paas.sh

[그림 2.1.3-3 기타 보안서버 인증서의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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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omcat 6
2.2.1 CSR 및 개인키 생성
1) KeyStore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 한 후 CSR 정보를 입력 합니다.
CSR의 정보는 도메인, 부서명, 회사명, 구/군/시, 시/도, 국가코드 순으로 입
력됩니다.
(명령어)
alias 옵션은 별칭명이므로 생성하실 임의의 이름으로 입력 합니다.
keytool -genkey -alias [별칭]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생성할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확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www.opa.or.kr [대표도메인]
조직 단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Dev Team [부서명]
조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구/군/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cho-gu [구/군/시]
시/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ul [시/도]
이 조직의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Unknown]:KR [국가코드]
CN=www.opa.or.kr,OU=DevTeam,O= 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L=Seocho-gu, ST=Seoul, C=KR 이(가)
맞습니까?
[아니오]: y
<opa>에 대한 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keystore 암호와 같은 경우 Enter 를 누르십시오):
[root@mailcsr]#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2.1-1 Tomcat6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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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키(CSR)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1)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keytool -certreq -alias [별칭] -file [생성할 CSR 파일명] -keystore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certreq -alias opa -file www.opa.or.kr.csr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root@mailcsr]#

[그림 2.2.1-2 Tomcat6 CSR 및 개인키 생성]
3) 공개키(CSR) 전달
2)에서 생성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 합니다.
(주의사항)
1.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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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증서 설치
2)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jks 확장자인 1개의 파
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
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2.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트는 root 포트 이므로 tomcat을 root
로 기동 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opa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HTTP/1.1" SSLEnabled="true" maxThreads="150"
scheme="https" secure="true"
keystore File=”/usr/local/tomcat/ssl/Wildcard.opa.or.kr.jks” # 인증서 파일 위치 및 파일
keystorePass=”******”
# 인증서 비밀번호
clientAuth="false" sslProtocol="TLS" />
-->

[그림 2.2.2.1-1 Tomcat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 36 -

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2.2.1-2 Tomcat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2.2.1-3 Tomcat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
지 확인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2.2.1-4 Tomcat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8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2.2.1-5 Tomcat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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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로 접속
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2.2.1-6 Tomcat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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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2.2.1-7 Tomcat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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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트는 root 포트 이므로 tomcat을 root
로 기동 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opa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HTTP/1.1" SSLEnabled="true" maxThreads="150"
scheme="https" secure="true"
keystore File=”/usr/local/tomcat/ssl/Wildcard.opa.or.kr.jks” # 인증서 파일 위치 및 파일
keystorePass=”******”
# 인증서 비밀번호
clientAuth="false" sslProtocol="TLS" />
-->

[그림 2.2.2.2-1 Tomcat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2.2.2-2 Tomcat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2.2.2-3 Tomcat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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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지
확인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2.2.2-4 Tomcat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2.2.2-5 Tomcat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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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2.2.2-6 Tomcat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2.2.2-7 Tomcat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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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omcat 7
2.3.1 CSR 및 개인키 생성
1) KeyStore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 한 후 CSR 정보를 입력 합니다.
CSR의 정보는 도메인, 부서명, 회사명, 구/군/시, 시/도, 국가코드 순으로 입
력됩니다.
(명령어)
alias 옵션은 별칭명이므로 생성하실 임의의 이름으로 입력 합니다.
keytool -genkey -alias [별칭]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생성할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확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www.opa.or.kr [대표도메인]
조직 단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Dev Team [부서명]
조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구/군/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cho-gu [구/군/시]
시/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ul [시/도]
이 조직의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Unknown]:KR [국가코드]
CN=www.opa.or.kr,OU=DevTeam,O= 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L=Seocho-gu, ST=Seoul, C=KR 이(가)
맞습니까?
[아니오]: y
<opa>에 대한 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keystore 암호와 같은 경우 Enter 를 누르십시오):
[root@mailcsr]#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3.1-1 Tomcat7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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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키(CSR)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1)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keytool -certreq -alias [별칭] -file [생성할 CSR 파일명] -keystore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certreq -alias opa -file www.opa.or.kr.csr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root@mailcsr]#

[그림 2.3.1-2 Tomcat7 CSR 및 개인키 생성]
3) 공개키(CSR) 전달
2)에서 생성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 합니다.
(주의사항)
4.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5.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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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인증서 설치
2)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jks 확장자인 1개의 파
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3.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
트는 root 포트 이므로 tomcat을 root로 기동 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opa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HTTP/1.1" SSLEnabled="true" maxThreads="150"
scheme="https" secure="true"
keystore File=”/usr/local/tomcat/ssl/Wildcard.opa.or.kr.jks” # 인증서 파일 위치 및 파일
keystorePass=”******”
# 인증서 비밀번호
clientAuth="false" sslProtocol="TLS" />
-->

[그림 2.3.2.1-1 Tomcat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 45 -

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3.2.1-2 Tomcat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3.2.1-3 Tomcat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지
확인 합니다.
- SSL기본포트인 443포트로 설정하셨다면 “https://도메인:443” 으로 접속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3.2.1-4 Tomcat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3.2.5-5 Tomcat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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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3.2.1-6 Tomcat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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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3.2.1-7 Tomcat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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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트는 Root 포트이므로 Tomcat을
Root로 기동해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opa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HTTP/1.1" SSLEnabled="true" maxThreads="150"
scheme="https" secure="true"
keystore File=”/usr/local/tomcat/ssl/Wildcard.opa.or.kr.jks” # 인증서 파일 위치 및 파일
keystorePass=”******”
# 인증서 비밀번호
clientAuth="false" sslProtocol="TLS" />
-->

[그림 2.3.2.2-1 Tomcat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3.2.2-2 Tomcat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3.2.2-3 Tomcat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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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지
확인 합니다.
- SSL기본포트인 443포트로 설정하셨다면 “https://도메인:443” 으로 접속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3.2.2-4 Tomcat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3.2.2-5 Tomcat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로 접속
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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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6 Tomcat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3.2.2-7 Tomcat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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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omcat 8
2.4.1 CSR 및 개인키 생성
1) KeyStore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 한 후 CSR 정보를 입력 합니다.
CSR의 정보는 도메인, 부서명, 회사명, 구/군/시, 시/도, 국가코드 순으로 입
력됩니다.
(명령어)
alias 옵션은 별칭명이므로 생성하실 임의의 이름으로 입력 합니다.
keytool -genkey -alias [별칭]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생성할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확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www.opa.or.kr [대표도메인]
조직 단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Dev Team [부서명]
조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구/군/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cho-gu [구/군/시]
시/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ul [시/도]
이 조직의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Unknown]:KR [국가코드]
CN=www.opa.or.kr,OU=DevTeam,O= 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L=Seocho-gu, ST=Seoul, C=KR 이(가)
맞습니까?
[아니오]: y
<opa>에 대한 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keystore 암호와 같은 경우 Enter 를 누르십시오):
[root@mailcsr]#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4.1-1 Tomcat8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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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키(CSR)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1)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keytool -certreq -alias [별칭] -file [생성할 CSR 파일명] -keystore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certreq -alias opa -file www.opa.or.kr.csr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root@mailcsr]#

[그림 2.4.1-2 Tomcat8 CSR 및 개인키 생성]
3) 공개키(CSR) 전달
2)에서 생성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 합니다.
(주의사항)
7.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8.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9.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2.4.2 인증서 설치
2)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jks 확장자인 1개의 파
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4.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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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트는 root 포트 이므로 tomcat을 root
로 기동 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opa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HTTP/1.1" SSLEnabled="true" maxThreads="150"
scheme="https" secure="true"
keystore File=”/usr/local/tomcat/ssl/Wildcard.opa.or.kr.jks” # 인증서 파일 위치 및 파일
keystorePass=”******”
# 인증서 비밀번호
clientAuth="false" sslProtocol="TLS" />
-->

[그림 2.4.2.1-1 Tomcat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4.2.1-2 Tomcat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4.2.1-3 Tomcat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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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L기본포트인 443포트로 설정하셨다면 “https://도메인:443” 으로 접속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4.2.1-4 Tomcat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4.2.1-5 Tomcat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인
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속
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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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4.2.1-6 Tomcat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4.2.1-7 Tomcat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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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트는 root 포트 이므로 tomcat을 root로
기동 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opa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HTTP/1.1" SSLEnabled="true" maxThreads="150"
scheme="https" secure="true"
keystore File=”/usr/local/tomcat/ssl/Wildcard.opa.or.kr.jks” # 인증서 파일 위치 및 파일
keystorePass=”******”
# 인증서 비밀번호
clientAuth="false" sslProtocol="TLS" />

[그림 2.4.2.2-1 Tomcat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4.2.2-2 Tomcat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4.2.2-3 Tomcat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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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지
확인 합니다.
- SSL기본포트인 443포트로 설정하셨다면 “https://도메인:443” 으로 접속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4.2.2-4 Tomcat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4.2.2-5 Tomcat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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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2-6 Tomcat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4.2.2-7 Tomcat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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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omcat 8.5
2.5.1 CSR 및 개인키 생성
1) KeyStore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 한 후 CSR 정보를 입력 합니다.
CSR의 정보는 도메인, 부서명, 회사명, 구/군/시, 시/도, 국가코드 순으로 입
력됩니다.
(명령어)
alias 옵션은 별칭명이므로 생성하실 임의의 이름으로 입력 합니다.
keytool -genkey -alias [별칭]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생성할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확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www.opa.or.kr [도메인]
조직 단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Dev Team [부서명]
조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구/군/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cho-gu [구/군/시]
시/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ul [시/도]
이 조직의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Unknown]:KR [국가코드]
CN=www.opa.or.kr,OU=DevTeam,O= 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L=Seocho-gu, ST=Seoul, C=KR 이(가)
맞습니까?
[아니오]: y
<opa>에 대한 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keystore 암호와 같은 경우 Enter 를 누르십시오):
[root@mailcsr]#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5.1-1 Tomcat8.5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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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키(CSR)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1)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keytool -certreq -alias [별칭] -file [생성할 CSR 파일명] -keystore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certreq -alias opa -file www.opa.or.kr.csr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root@mailcsr]#

[그림 2.5.1-2 Tomcat8.5 CSR 및 개인키 생성]
3) 공개키(CSR) 전달
2)에서 생성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합니다.
(주의사항)
10.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11.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12.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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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인증서 설치
2)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jks 확장자인 1개의 파
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
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5.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
트는 root 포트 이므로 tomcat을 root로 기동 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만일 아래 server.xml 로 설정 후 인증서 적용이 안된다면,
위 8버전의 server.xml의 설정방법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ucert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org.apache.coyote.http11.Http11NioProtocol"
maxThreads="150" SSLEnabled="true">
<SSLHostConfig>
# 인증서 경로 및 패스워드 확인
<Certificate certificateKeystoreFile="/usr/local/tomcat/ssl/www.ucert.co.kr.jks"
certificateKeystorePassword="******"
type="RSA" />
</SSLHostConfig>
</Connector>

[그림 2.5.2.1-1 Tomcat8.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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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5.2.1-2 Tomcat8.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5.2.1-3 Tomcat8.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
지 확인 합니다.
- SSL기본포트인 443포트로 설정하셨다면 “https://도메인:443” 으로 접속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5.2.1-4 Tomcat8.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5.2.1-5 Tomcat8.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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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5.2.1-6 Tomcat8.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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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5.2.1-7 Tomcat8.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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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트는 root 포트 이므로 tomcat을 root
로 기동 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만일 아래 server.xml 로 설정 후 인증서 적용이 안된다면,
위 8버전의 server.xml의 설정방법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ucert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org.apache.coyote.http11.Http11NioProtocol"
maxThreads="150" SSLEnabled="true">
<SSLHostConfig>
# 인증서 경로 및 패스워드 확인
<Certificate certificateKeystoreFile="/usr/local/tomcat/ssl/www.ucert.co.kr.jks"
certificateKeystorePassword="******"
type="RSA" />
</SSLHostConfig>
</Connector>

[그림 2.5.2.2-1 Tomcat8.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5.2.2-2 Tomcat8.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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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5.2.2-3 Tomcat8.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
지 확인 합니다.
- SSL기본포트인 443포트로 설정하셨다면 “https://도메인:443” 으로 접속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5.2.2-4 Tomcat8.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5.2.2-5 Tomcat8.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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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5.2.2-6 Tomcat8.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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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5.2.2-7 Tomcat8.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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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omcat 9
2.6.1 개인키 및 CSR 생성
1) KeyStore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 한 후 CSR 정보를 입력 합니다.
CSR의 정보는 도메인, 부서명, 회사명, 구/군/시, 시/도, 국가코드 순으로 입
력됩니다.
(명령어)
alias 옵션은 별칭명이므로 생성하실 임의의 이름으로 입력 합니다.
keytool -genkey -alias [별칭]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생성할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확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www.opa.or.kr [도메인]
조직 단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Dev Team [부서명]
조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구/군/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cho-gu [구/군/시]
시/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ul [시/도]
이 조직의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Unknown]:KR [국가코드]
CN=www.opa.or.kr,OU=DevTeam,O= 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L=Seocho-gu, ST=Seoul, C=KR 이(가)
맞습니까?
[아니오]: y
<opa>에 대한 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keystore 암호와 같은 경우 Enter 를 누르십시오):
[root@mailcsr]#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6.1-1 Tomcat9 개인키 및 CSR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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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키(CSR)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1)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keytool -certreq -alias [별칭] -file [생성할 CSR 파일명] -keystore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certreq -alias opa -file www.opa.or.kr.csr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root@mailcsr]#

[그림 2.6.1-2 Tomcat9 개인키 및 CSR 생성]
3) 공개키(CSR) 전달
2)에서 생성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 합니다.
(주의사항)
13.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14.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15.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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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인증서 설치
2)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jks 확장자인 1개의 파
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jks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
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6.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트는 root 포트 이므로 tomcat을 root
로 기동 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opa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org.apache.coyote.http11.Http11NioProtocol"
maxThreads="150" SSLEnabled="true">
<UpgradeProtocol className="org.apache.coyote.http2.Http2Protocol" />
<SSLHostConfig>
# 인증서 경로 및 패스워드 확인
<certificate certificateKeystoreFile="/usr/local/tomcat9/conf/ssl/www.ucert.co.kr.jks"
certificateKeystorePassword="******" type="RSA" />
</SSLHostConfig>
</Connector>

[그림 2.6.2.1-1 Tomcat9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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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6.2.1-2 Tomcat9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6.2.1-3 Tomcat9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
지 확인 합니다.
- SSL기본포트인 443포트로 설정하셨다면 “https://도메인:443” 으로 접속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6.2.1-4 Tomcat9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6.2.1-5 Tomcat9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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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6.2.1-6 Tomcat9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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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6.2.1-7 Tomcat9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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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서버내 Server.xml 파일을 확인 후 SSL 인증서 설정
server.xml 위치는 {$tomcat_home}/conf/server.xml 입니다.
기본 default 포트는 “8443” 입니다.
(443으로 설정하실 경우, 1024이하 포트는 root 포트 이므로 tomcat을 root
로 기동 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제거를 해줍니다. <!-- : 시작, --> : 끝
(명령어)
vi {$tomcat_home}/conf/server.xml

(예시)
root@opa ssl]# vi {$tomcat_home}/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org.apache.coyote.http11.Http11NioProtocol"
maxThreads="150" SSLEnabled="true">
<UpgradeProtocol className="org.apache.coyote.http2.Http2Protocol" />
<SSLHostConfig>
# 인증서 경로 및 패스워드 확인
<certificate certificateKeystoreFile="/usr/local/tomcat9/conf/ssl/www.ucert.co.kr.jks"
certificateKeystorePassword="******" type="RSA" />
</SSLHostConfig>
</Connector>

[그림 2.6.2.2-1 Tomcat9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발급받은 인증서를 업로드 합니다.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11:48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11:49 password.txt

[그림 2.6.2.2-2 Tomcat9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 76 -

3) Tomcat을 재시작합니다.
[root@localhost /bin]# ./shutdown.sh
[root@localhost /bin]# ./startup.sh

[그림 2.6.2.2-3 Tomcat9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포트를 확인합니다.
- 설정한 SSL 포트가 Liste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s://도메인:SSL포트”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
지 확인 합니다.
- SSL기본포트인 443포트로 설정하셨다면 “https://도메인:443” 으로 접속
합니다.
[root@localhost ~]# netstat -na | grep java
tcp

0 0 :::8080

tcp

0 0 :::443

:::* LISTEN
:::* LISTEN

[그림 2.6.2.2-4 Tomcat9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에서 인증서 갱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6.2.2-5 Tomcat9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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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6.2.2-6 Tomcat9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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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6.2.2-7 Tomcat9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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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Windows Server 2003 (IIS 6)
2.7.1 CSR 및 개인키 생성
1) IIS를 실행 → SSL보안서버 인증서를 적용 할 사이트 우클릭 → “속성”을
클릭 합니다.

[그림 2.7.1-1 IIS6 개인키 및 CSR 생성]
2) 디렉터리 보안 탭을 선택한 후 “서버 인증서”를 클릭 합니다.

[그림 2.7.1-2 IIS6 개인키 및 CSR 생성]

- 80 -

3) “다음”을 클릭 합니다.

[그림 2.7.1-3 IIS6 개인키 및 CSR 생성]
4) “새 인증서를 만듭니다“ 선택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그림 2.7.1-4 IIS6 개인키 및 CSR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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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청을 지금 준비하지만 나중에 보냅니다.”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 합니
다.

[그림 2.7.1-5 IIS6 CSR 및 개인키 생성]
6) 비트 길이를 “2048”로 선택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그림 2.7.1-6 IIS6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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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O)”에 영문 회사명을 입력 하고 “조직구성단위(U)”에 부서명을 입
력 합니다.

[그림 2.7.1-7 IIS6 CSR 및 개인키 생성]
8) “일반이름(C)”에 도메인주소를 입력 합니다.

[그림 2.7.1-8 IIS6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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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지역(C)”항목에 “KR(대한민국)”으로 선택 후 “시/도(S)”와 “구/군/
시(L)”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림 2.7.1-9 IIS6 CSR 및 개인키 생성]
10) CSR값을 저장해야하는 위치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그림 2.7.1-10 IIS6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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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장 한 위치의 “www.opa.or.kr.csr” 파일을 인증기관에 전달 합니다.

[그림 2.7.1-11 IIS6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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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인증서 설치
2.7.1)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pfx 확장자인 1개
의 파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
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7.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관리도구 → 인터넷 정보 서비스(IIS) 관리 실
행합니다.
2) SSL 인증서 를 적용할 사이트를 선택 후 "속성"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1-1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 86 -

3) 디렉토리 보안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2.7.2.1-2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보안 통신의 서버인증서(S)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1-3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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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버 인증서 마법사가 실행되면 다음(N)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1-4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6) .pfx파일에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그림 2.7.2.1-5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 88 -

7) 인증서 파일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찾아보기 를 선택합니다.

[그림 2.7.2.1-6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8) 인증서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여 pfx로 된 확장자의 인증서를 선택
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7.2.1-7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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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백업을 위해 "인증서를 내보낼 수 있도록 표시"를 선택 한 후 다음을 클
릭합니다.

[그림 2.7.2.1-8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0) 해당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 한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1-9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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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SL 포트 번호를 지정한 후(기본 443),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1-10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2) 인증서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1-11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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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침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1-12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4) 인증서 보기 를 클릭 합니다.

[그림 2.7.2.1-13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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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급대상과 유효기간이 올바른 지 확인합니다.

[그림 2.7.2.1-14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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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7.2.1-15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7.2.1-16 II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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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pfx 확장자인 1개의 파
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관리도구 → 인터넷 정보 서비스(IIS) 관리 실행
2) SSL 인증서 를 적용할 사이트를 선택 후 "속성"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2-1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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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렉토리 보안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2.7.2.2-2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보안 통신의 서버인증서(S)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2-3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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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버 인증서 마법사가 실행되면 다음(N)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2-4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pfx파일에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그림 2.7.2.2-5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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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파일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찾아보기 를 선택합니다.

[그림 2.7.2.2-6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8) 인증서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여 pfx로 된 확장자의 인증서 를 선택
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7.2.2-7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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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백업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 "인증서를 내보낼 수 있도록 표시"를 선택 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2-8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0) 해당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 한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2-9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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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SL 포트 번호를 지정한 후(기본 443), 다음 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2-10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2) 인증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림 2.7.2.2-11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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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침을 클릭합니다.
- 위 과정을 나머지 적용해야 할 사이트도 동일하게 진행하며 SSL 포트는
444, 446등 다르게 설정합니다.
- 동일하게 설정시 포트 충돌이 일어나 사이트가 중지되기 때문에 먼저 포
트 분리 후

Securebinding 작업으로 중복포트 설정을 진행합니다.

[그림 2.7.2.2-12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4) 적용하실 사이트와 매칭되는 식별자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림 2.7.2.2-13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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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md 창을 열어서 중복포트 설정을 합니다.
cscript.exe C:\Inetpub\AdminScripts\adsutil.vbs set w3svc/[식별
자]/SecureBindings ":443:[호스트 헤더 값]“

C:\Documents and Settings\Ucert>cd \
C:\> cscript.exe C:\Inetpub\AdminScripts\adsutil.vbs set w3svc/2029150278/SecureBindings
":443:www.eprivacy.or.kr"
Microsoft (R) Windows Script Host 버전 5.6
Copyright (C) Microsoft Corporation 1996-2001. All rights reserved.
SecureBindings : (LIST) ":443:www.eprivacy.or.kr"
C:\> cscript.exe C:\Inetpub\AdminScripts\adsutil.vbs set w3svc/831196486/SecureBindings
":443:www.opa.or.kr"
Microsoft (R) Windows Script Host 버전 5.6
Copyright (C) Microsoft Corporation 1996-2001. All rights reserved.
SecureBindings : (LIST) ":443:www.opa.or.kr“

[그림 2.7.2.2-14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6) IIS에서 웹사이트 선택 후 새로 고침하여 중복포트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

[그림 2.7.2.2-15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7)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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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7.2.2-16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 103 -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7.2.2-17 II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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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Windows Server 2008 (IIS 7)
2.8.1 CSR 및 개인키 생성
1) [시작] → [프로그램] → [관리도구] → “인터넷 정보 서비스(IIS) 관리자”를 선택

[그림 2.8.1-1 IIS7 CSR 및 개인키 생성]
2) 인증서를 설치할 서버 이름을 선택하고, 오른쪽의 “서버 인증서”를 선택

[그림 2.8.1-2 IIS7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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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메뉴에서 “인증서 요청 만들기”를 선택 합니다.

[그림 2.8.1-3 IIS7 CSR 및 개인키 생성]
4) 다음과 같이 CSR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합니다.

[그림 2.8.1-4 IIS7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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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호화

서비스

공급자

속성”에서

‘Microsoft

Cryptographic Provider’ 및 ‘2048 bit’로 선택 합니다.

[그림 2.8.1-5 IIS7 CSR 및 개인키 생성]

- 107 -

RSA

SChannel

6) CSR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 합니다.
(C:\Users\Administrator\Documents\www.opa.or.kr.csr )

[그림 2.8.1-6 IIS7 CSR 및 개인키 생성]
7) 저장 한 위치의 파일을 인증기관에 전달 합니다.

[그림 2.8.1-7 IIS7 CSR 및 개인키 생성]

- 108 -

2.8.2 인증서 설치
2.8.1)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pfx 확장자인 1개
의 파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8.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시작] > [관리도구] > [IIS(인터넷 정보 서비스)관리자]를 실행(서버 클릭)

[그림 2.8.2.1-1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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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인증서를 더블 클릭 > 마우스 오른쪽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2.8.2.1-2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인증서 파일을 찾은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2.8.2.1-3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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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이 인증서가 추가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림 2.8.2.1-4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SSL인증서를 설치 할 웹사이트 목록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후
“바인딩”을 선택합니다.

[그림 2.8.2.1-5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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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를 클릭하여 SSL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림 2.8.2.1-6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7) https선택 ->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그림 2.8.2.1-7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8) 추가된 설정 확인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8.2.1-8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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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8.2.1-9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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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8.2.1-10 IIS7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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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시작] > [관리도구] > [IIS(인터넷 정보 서비스)관리자]를 실행(서버 클릭)

[그림 2.8.2.2-1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서버 인증서를 더블 클릭 > 마우스 오른쪽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2.8.2.2-2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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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측의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8.2.2-3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인증서 파일을 찾은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2.8.2.2-4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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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과 같이 인증서가 추가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림 2.8.2.2-5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SSL인증서를 설치 할 웹사이트 목록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후 “바인딩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림 2.8.2.2-6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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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를 클릭하여 SSL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림 2.8.2.2-7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8) https선택 후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그림 2.8.2.2-8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9) 추가된 설정 확인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8.2.2-9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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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가 도메인에 포트가 중복되지 않게 임의의 포트로 인증서 바인딩합니다.

[그림 2.8.2.2-10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1) 관리자 권한으로 CMD 창 실행 - 명령어를 통하여 시큐어 바인딩 실행합니다.
(명령어)
appcmd set site
/site.name:"이름" /+bindings.[protocol='https',bindingInformation='*:443:도메인']

(예시)

[그림 2.8.2.2-11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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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43 포트로 바인딩이 완료됨을 확인 합니다.

[그림 2.8.2.2-12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3) 바인딩 메뉴에서 임의 포트를 제거합니다.

[그림 2.8.2.2-13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 120 -

14) 처음 세팅한 도메인의 443 포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남게 해야 합니다.

[그림 2.8.2.2-14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5) 작업 후 사이트 목록을 확입합니다.

[그림 2.8.2.2-15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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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8.2.2-16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8.2.2-17 IIS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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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Windows Server 2008 R2 (IIS 7.5)
2.9.1 CSR 및 개인키 생성
1) [시작] → [프로그램] → [관리도구] → “인터넷 정보 서비스(IIS) 관리자”를 선택
2) 인증서를 설치할 서버 이름을 선택하고, 오른쪽의 “서버 인증서”를 선택

[그림 2.9.1-1 IIS7.5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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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메뉴에서 “인증서 요청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2.9.1-2 IIS7.5 CSR 및 개인키 생성]
4) 다음과 같이 CSR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9.1-3 IIS7.5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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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호화 서비스 공급자 속성”에서
‘Microsoft RSA SChannel Cryptographic Provider’ 및 ‘2048 bit’로 선택

[그림 2.9.1-4 IIS7.5 CSR 및 개인키 생성]
6) CSR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 합니다.
(C:\Users\Administrator\Documents\www.opa.or.kr.csr )

[그림 2.9.1-5 IIS7.5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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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장한 위치의 파일을 notepad로 열고 CSR을 복사 후 인증기관에 전달

[그림 2.9.1-6 IIS7.5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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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인증서 설치
2.9.1)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pfx 확장자인 1개
의 파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
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9.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시작] > [관리도구] > [IIS(인터넷 정보 서비스)관리자]를 실행합니다.

[그림 2.9.2.1-1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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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인증서를 더블 클릭 > 마우스 오른쪽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2.9.2.1-2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인증서 파일을 찾은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2.9.2.1-3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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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이 인증서가 추가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림 2.9.2.1-4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SSL인증서를 설치 할 웹사이트 목록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후바인딩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림 2.9.2.1-5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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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를 클릭하여 SSL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림 2.9.2.1-6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7) https선택 ->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그림 2.9.2.1-7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8) 추가된 설정 확인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9.2.1-8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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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9.2.1-9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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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9.2.1-10 IIS7.5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2.9.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시작] > [관리도구] > [IIS(인터넷 정보 서비스)관리자]를 실행합니다.

[그림 2.9.2.2-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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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인증서를 더블 클릭 > 마우스 오른쪽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2.9.2.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우측의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9.2.2-3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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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파일을 찾은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2.9.2.2-4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다음과 같이 인증서가 추가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림 2.9.2.2-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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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SL인증서를 설치 할 웹사이트 목록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후바인딩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림 2.9.2.2-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추가를 클릭하여 SSL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림 2.9.2.2-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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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s선택 ->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그림 2.9.2.2-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8) 추가된 설정 확인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9.2.2-9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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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 도메인에 포트가 중복되지 않게 임의의 포트로 인증서 바인딩

[그림 2.9.2.2-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0) 관리자 권한으로 CMD 창 실행 - 명령어를 통하여 시큐어 바인딩 실행
C:\Windows\System32\inetsrv 위치로 이동합니다.
(명령어)
appcmd set site /site.name:"이름" /+bindings.[protocol='https',bindingInformation='*:443:도메인']

(예시)

[그림 2.9.2.2-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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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43 포트를 확인 합니다.

[그림 2.9.2.2-1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2) 바인딩 메뉴에서 임의 포트를 제거 합니다.

[그림 2.9.2.2-13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 138 -

13) 443으로 포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9.2.2-14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4) 작업 후 사이트 목록을 확인 합니다.

[그림 2.9.2.2-1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3)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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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9.2.2-1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9.2.2-1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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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Windows Server 2012 (IIS 8)
2.10.1 CSR 및 개인키 생성
1) IIS관리자 실행 후 서버인증서 우클릭 기능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2.10.1-1 IIS8 CSR 및 개인키 생성]
2) 인증서 요청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10.1-2 IIS8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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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항목을 작성해 줍니다.

[그림 2.10.1-3 IIS8 CSR 및 개인키 생성]
(예시)
일반이름(M) : opa.or.kr
인증 받을 도메0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조직(O) :

OPA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U) : Dev Team
부서명, 조직등을 입력합니다.
구/군/시 : gangnam
조직의 지방을 입력합니다.
시/도 : Seoul
조직의 지역을 입력합니다.
국가/지역 : KR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림 2.10.1-4 IIS8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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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성할 키의 비트수를 설정해줍니다.

[그림 2.10.1-5 IIS8 CSR 및 개인키 생성]
5) csr 생성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그림 2.10.1-6 IIS8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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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성된 csr 파일을 확인 후 인증서 업체에 전달합니다.

[그림 2.10.1-7 IIS8 CSR 및 개인키 생성]
6)에서 생성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 합니다.
(주의사항)
1.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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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인증서 설치
2.10.1)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pfx 확장자인 1개의
파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시작 -> 앱 -> 관리도구 -> IIS 관리자 를 실행 후 서버를 클릭합니다.

[그림 2.10.2.1-1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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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 합니다.

[그림 2.10.2.1-2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인증서 파일 경로를 지정한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2.10.2.1-3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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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이 인증서가 추가된 내용을 확인 합니다.

[그림 2.10.2.1-4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작업할 도메인 클릭 후 바인딩을 선택 합니다.

[그림 2.10.2.1-5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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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림 2.10.2.1-6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7) 설정 및 포트를 확인합니다.

[그림 2.10.2.1-7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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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그림 2.10.2.1-8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9) 확인을 누르고 포트를 확인합니다.

[그림 2.10.2.1-9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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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0.2.1-10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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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0.2.1-11 IIS8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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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시작 -> 앱 -> 관리도구 -> IIS 관리자 를 실행 후 서버를 클릭합니다.

[그림 2.10.2.2-1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서버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 합니다.

[그림 2.10.2.2-2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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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파일 경로를 지정한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2.10.2.2-3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다음과 같이 인증서가 추가된 내용을 확인 합니다.

[그림 2.10.2.2-4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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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할 도메인 클릭 후 바인딩을 선택합니다.

[그림 2.10.2.2-5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림 2.10.2.2-6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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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정 및 포트를 확인합니다.
멀티 인증서는 호스트 이름과 서버 이름 표시 필요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림 2.10.2.2-7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8) 보기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그림 2.10.2.2-8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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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인을 누르고 포트를 확인합니다.

[그림 2.10.2.2-9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1)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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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0.2.2-10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0.2.2-11 IIS8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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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Windows Server 2016 (IIS 10)
2.11.1 CSR 및 개인키 생성
1) IIS관리자 실행 후 서버인증서 우클릭 기능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2.11.1-1 IIS10 CSR 및 개인키 생성]
2) 인증서 요청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10.1-2 IIS10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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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항목을 작성해 줍니다.

[그림 2.10.1-3 IIS10 CSR 및 개인키 생성]
(예시)
일반이름(M) : opa.or.kr
인증 받을 도메0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조직(O) :

OPA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U) : Dev Team
부서명, 조직등을 입력합니다.
구/군/시 : gangnam
조직의 지방을 입력합니다.
시/도 : Seoul
조직의 지역을 입력합니다.
국가/지역 : KR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림 2.10.1-4 IIS10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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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성할 키의 비트수를 설정해줍니다.

[그림 2.10.1-5 IIS10 CSR 및 개인키 생성]
5) csr 생성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그림 2.10.1-6 IIS10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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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성된 csr 파일을 확인 후 인증서 업체에 전달합니다.

[그림 2.10.1-7 IIS10 CSR 및 개인키 생성]
6)에서 생성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 합니다.
(주의사항)
1.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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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인증서 설치
2.11.1)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서버인증서 발급 시 .pfx 확장자인 1개의
파일을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는 공개키,체인,루트 인증서가 import 되어 있습니다.
.pfx 형식의 인증서를 서버에 설치해야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오류 없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1.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시작 -> 앱 -> 관리도구 -> IIS 관리자 를 실행 후 서버를 클릭합니다.

[그림 2.11.2.1-1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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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 합니다.

[그림 2.11.2.1-2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인증서 파일 경로를 지정한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2.11.2.1-3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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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이 인증서가 추가된 내용을 확인 합니다.

[그림 2.11.2.1-4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작업할 도메인 클릭 후 바인딩을 선택합니다.

[그림 2.11.2.1-5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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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림 2.11.2.1-6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7) 설정 및 포트를 확인합니다.

[그림 2.11.2.1-7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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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그림 2.11.2.1-8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9) 확인을 누르고 포트를 확인합니다.

[그림 2.11.2.1-9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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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1.2.1-10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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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1.2.1-11 IIS10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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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시작 -> 앱 -> 관리도구 -> IIS 관리자 를 실행 후 서버를 클릭합니다.

[그림 2.11.2.2-1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서버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 합니다.

[그림 2.11.2.2-2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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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파일 경로를 지정한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2.11.2.2-3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다음과 같이 인증서가 추가된 내용을 확인 합니다.

[그림 2.11.2.2-4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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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할 도메인 클릭 후 바인딩을 선택합니다.

[그림 2.11.2.2-5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림 2.11.2.2-6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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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정 및 포트를 확인합니다. 서버이름표시를 체크합니다.

[그림 2.11.2.2-7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8) 보기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그림 2.11.2.2-8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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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인을 누르고 포트를 확인합니다.

[그림 2.11.2.2-9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1)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 173 -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1.2.2-10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1.2.2-11 IIS10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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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Nginx
2.12.1 CSR 및 개인키 생성
1) 개인키(Private key) 생성
{$Nginx_Home}에서 개인키 생성 명령어를 입력 후 보안서버 설치 시 입력
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Nginx 서버의 경우, 비밀번호 없이 개인 키를 생성할 수 있으나, 보안상 권장
하지 않으며, 설정된 비밀번호는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후 Nginx 재시작 시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오류 시 Nginx 재시작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비밀번호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밀번호 설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Enter를 입력하여 넘어갑니다.
(명령어)
openssl genrsa -des3 -out [생성할 키의 파일명] 2048 > Enter >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확인

(예시)
[root@mailcsr]# openssl genrsa -des3 -out www.opa.or.kr.key 2048
Generating RSA private key, 2048 bit long modulus
.................................+++
..................................................................................+++
e is 65537 (0x010001)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Verifying -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확인]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12.1-1 Nginx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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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키(CSR)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1)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 후 CSR 정보를
입력합니다.
CSR의 정보는 국가코드, 도/시, 시/구/군, 회사명, 부서명, 도메인 순으로 입력
됩니다.
(명령어)
openssl req -new –key [위에 생성한 개인키의 이름] -out [생성할 CSR 파일명] > Enter
> 위에서 생성한 비밀번호 입력

(CSR 정보 입력 명령어)
CountryName(2lettercode)[AU]:[국가코드]
StateorProvinceName(fullname)[Some-State]:[도/시]
LocalityName(eg,city)[]:[시/구/군]
OrganizationName(eg,company)[InternetWidgitsPtyLtd]:[회사명]
OrganizationalUnitName(eg,section)[]:[부서명]
CommonName(eg,YOURname)[]:[도메인]

(예시)
[root@mailcsr]# openssl req -new -key www.opa.or.kr.key –out www.opa.or.kr.csr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You are about to be asked to enter information that will be incorporated
into your certificate request.
into your certificate request.
What you are about to enter is what is called a Distinguished Name or a DN.
There are quite a few fields but you can leave some blank
For some fields there will be a default value,
If you enter '.', the field will be left blank.
----Country Name (2 letter code) [AU]:KR [국가코드]
State or Province Name (full name) [Some-State]:Seoul [도/시]
Locality Name (eg, city) []::Seocho-gu [시/구/군]
Organization Name (eg, company) [Internet Widgits Pty Ltd]::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Organizational Unit Name (eg, section) []:Dev Team [부서명]
Common Name (e.g. server FQDN or YOUR name) []:www.opa.or.kr [도메인]
Email Address []:
Please enter the following 'extra' attributes
to be sent with your certificate request
A challenge password []: [Enter]
An optional company name []: [Enter]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root@mailcsr]#

[그림 2.12.1-2 Nginx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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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아래의 명령어로 CSR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cat [3번에서 생성한 CSR 파일명].csr

(예시)
[root@mail csr]# cat www.opa.or.kr.csr
-----BEGINCERTIFICATEREQUEST----MIIC7zCCAdcCAQAwgYAxCzAJBgNVBAYTAktSMQ4wDAYDVQQIDAVTZW91bDESMBAG
A1UEBwwJU2VvY2hvLWd1MSMwIQYDVQQKDBpLb3JlYSBDb3Jwb3JhdGlvbiBTZWN1
cml0eTEOMAwGA1UECwwFVUNFUlQxGDAWBgNVBAMMD3d3dy51Y2VydC5jby5rcjCC
ASIwDQYJKoZIhvcNAQEBBQADggEPADCCAQoCggEBAKMVGkya5m+jZIUym6z/akHr
Wr6/CUyWzdQV501PEXHN6xVPWaLCQF/kLMPo854ebMbIsg3E323oicmL5PLFLLUU
vm+TiIJ5ASl+TQgQFvV4JSdb1JZT2hiyEI3KfWSAV1BLCtpVp1XG7TU8KpBYuneP
p3gZPL3k3M+nHQz/af2Um1f3P8BB1YeRNso9C/+oLcgKKBEdXnZMb72SUxHt9GBS
FfaGvtmAOa91rBiZBY9V/ws8VjXa9H7I/i2f9ZB8++k7uNWOBmRrGKrXBENgOBLo
Ad3dBK7isrrfyvu3bxMCdXvGuVDJr0b7Jy7Pzk25oQHlth0YLAl5boMX6MY/NDEC
AwEAAaApMCcGCSqGSIb3DQEJDjEaMBgwCQYDVR0TBAIwADALBgNVHQ8EBAMCBeAw
DQYJKoZIhvcNAQEFBQADggEBAGSvSeLd7+YjNgeIszugewKARoszSJoiFsFLGyvM
4zz3x85eNwIc6tCIvuf2bc+DUtstqE4m4WQJy1tbIMuFTk3HSq8sdwjuKuJhJIyO
Kskqly1lCxfV1uayOmqJN7V+jCCz3Jf2UvMPHIClpGa+pNBOk9drzOtZPUqMTIRa
rLTpQjnaiotqaV3T27RwTlYc3Z3PfE+i0EYyNto1smhUbQim/hdkf/iDyFgbgQ6W
Gbb89uTBMK4msKqmJCGadQkaE2s8LyotPoHQBGRQAIXN5MAOo/eS2IaY0ZfaZUmp
tqB6It/i4JjgdFUKE6oli7zdu+T46fynN/bgYx9OdXOcCQQ=
-----ENDCERTIFICATEREQUEST----[root@mailcsr]#

[그림 2.12.1-3 Nginx CSR 및 개인키 생성]
4) 공개키(CSR) 전달
2)에서 생성하여 저장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업체로 전
달합니다.
(주의사항)
1.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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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인증서 설치
4)의 CSR 파일을 이용하여 보안 서버 인증서 발급 시 pem 확장자로 이루
어진 공개키를 보안서버 전문업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pem 파일에는 도메인, Chain, Root 인증서 순서로 저장되어 있
으며,
-----BEGIN CERTIFICATE----- 과 -----END CERTIFICATE----- 구문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 값이 형식에 맞게 저장되어 있어야 설치 시
오류 없이 적용 가능하며, 웹과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오류 없이 HTTPS
보안 통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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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도메인].pem 파일의 구성 확인
파일 업로드 전에 .pem 파일이 도메인, Chain, Root 순으로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2.12.2.1-1 Nginx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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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업로드
인증서를 해당 SSL 폴더에 업로드 또는 저장합니다.
(명령어)
#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Nginx/ssl Nginx/ssl
# 업로드 디렉토리에 인증서 복사
cp www.opa.or.kr.* Nginx/ssl

(예시)
[root@localhost New]$ mkdir /Nginx/ssl
[root@localhost New]$ cp www.opa.or.kr* /Nginx/ssl
[root@localhost New]$ cd /Nginx/ssl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pem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key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2.2.1-2 Nginx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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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ginx_Home]/conf/nginx.conf 파일 수정
nginx.conf 파일을 열어 SSL 환경 설정을 합니다.
(수정할 구문)
1.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2.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shell script 위치 및 설정
3. 도메인 홈 디렉토리 설정
4. 도메인 설정
5. 보안서버 인증서 엔진 사용 설정
6. 보안서버 인증서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설정
7.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8. HTTPS server

# 아래에 주석을 해제하여 SSL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예시)
server {
listen

443 ; # 포트번호 설정

server_name

www.opa.or.kr;

# 서버 네임 기입

ssl

on;

ssl_certificate

/usr/local/nginx/ssl/www.opa.or.kr.pem;

ssl_certificate_key /usr/local/nginx/ssl/www.opa.or.kr.key;
# 인증서 및 키 파일의 위치를 설정하고 파일명을 위와 동일하게 설정
ssl_session_cache

shared:SSL:1m;

ssl_session_timeout 5m;
ssl_ciphers HIGH:!aNULL:!MD5;
ssl_prefer_server_ciphers on;
location / {
root

html;

index index.html index.htm;
}
}

[그림 2.12.2.1-3 Nginx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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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ginx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
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프로세스 정지
nginx –s stop
#프로세스 시작
nginx start

(예시)
[root@localhost nginx]# cd sbin/
[root@localhost sbin]# ll
total 7292
-rwxr-xr-x. 1 root root 4720496 Jan 1 19:36 nginx # 실행 파일 확인 완료
-rwxr-xr-x. 1 root root 2742665 Jan 1 19:10 nginx.old
[root@localhost sbin]# ./nginx -s stop
[root@localhost sbin]# ./nginx start

[그림 2.12.2.1-4 Nginx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6) Nginx 포트 확인
Nginx 재시작 후 nginx.conf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 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를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어)
netstat -nlp | grep nginx

(예시)
[root@localhost ~]# netstat -nlp | grep nginx
tcp

0 0 :::80

:::* LISTEN

tcp

0 0 :::443

:::* LISTEN

[그림 2.12.2.1-5 Nginx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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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버 내에서 인증서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 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2.2.1-6 Nginx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 183 -

8)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2.2.1-7 Nginx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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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2.2.1-8 Nginx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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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멀티인증서와 와일드카드 인증서는 중복포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443포트 설정 가능)
1) [도메인].pem 파일의 구성 확인
파일 업로드 전에 .pem 파일이 도메인, Chain, Root 순으로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2.12.2.2-1 Nginx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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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업로드
인증서를 해당 SSL 폴더에 업로드 또는 저장합니다.
(명령어)
#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Nginx/ssl Nginx/ssl
# 업로드 디렉토리에 인증서 복사
cp www.opa.or.kr.* Nginx/ssl

(예시)
[root@localhost New]$ cp www.opa.or.kr* /Nginx/ssl
[root@localhost New]$ cd /Nginx/ssl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pem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key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2.2.2-2 Nginx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Nginx_Home]/conf/nginx.conf 파일 수정
nginx.conf 파일을 열어 SSL 환경 설정을 합니다.
(수정할 구문)
1.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2.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shell script 위치 및 설정
3. 도메인 홈 디렉토리 설정
4. 도메인 설정
5. 보안서버 인증서 엔진 사용 설정
6. 보안서버 인증서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설정
7.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8. HTTPS server

# 아래에 주석을 해제하여 SSL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예시)
server {
listen

443 ; # 포트번호 설정.

server_name

www.opa.or.kr;

# 서버 네임 기입

ssl

on;

ssl_certificate

/usr/local/nginx/ssl/www.opa.or.kr.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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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_certificate_key /usr/local/nginx/ssl/www.opa.or.kr.key;
# 인증서가 업로드된 위치 및 파일명 지정
ssl_session_cache

shared:SSL:1m;

ssl_session_timeout 5m;

ssl_ciphers HIGH:!aNULL:!MD5;
ssl_prefer_server_ciphers on;

location / {
root

html;

index index.html index.htm;
}
}

server {
listen

443 ; # 동일한 포트번호 설정

server_name

www.eprivacy.or.kr;

# 서버 네임 기입

ssl

on;

ssl_certificate

/usr/local/nginx/ssl/www.eprivacy.or.kr.pem;

ssl_certificate_key /usr/local/nginx/ssl/www.eprivacy.or.kr.key;
# 인증서가 업로드된 위치 및 파일명 지정
ssl_session_cache

shared:SSL:1m;

ssl_session_timeout 5m;
}
ssl_ciphers HIGH:!aNULL:!MD5;
ssl_prefer_server_ciphers on;

location / {
root

html;

index index.html index.htm;
}
}

[그림 2.12.2.2-3 Nginx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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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ginx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
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프로세스 정지
nginx –s stop
#프로세스 시작
nginx start

(예시)
[root@localhost nginx]# cd sbin/
[root@localhost sbin]# ll
total 7292
-rwxr-xr-x. 1 root root 4720496 Jan 1 19:36 nginx # 실행 파일 확인 완료
-rwxr-xr-x. 1 root root 2742665 Jan 1 19:10 nginx.old
[root@localhost sbin]# ./nginx -s stop
[root@localhost sbin]# ./nginx start

[그림 2.12.2.2-4 Nginx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포트 확인
Nginx 재시작 후 nginx.conf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 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를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어)
netstat -nlp | grep nginx

(예시)
[root@localhost ~]# netstat -nlp | grep nginx
tcp

0 0 :::80

:::* LISTEN

tcp

0 0 :::443

:::* LISTEN

[그림 2.12.2.2-5 Nginx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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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버 내에서 인증서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2.2.2-6 Nginx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7) 웹 브라우저에서 인증서 확인 방법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인
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로 접속
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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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 주소로 접속

[그림 2.12.2.2-7 Nginx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2.2.2-8 Nginx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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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Webtob
2.13.1 CSR 및 개인키 생성
1) 개인키(Private key) 생성
{$Webtob_Home}에서 개인키 생성 명령어를 입력 후 보안서버 설치 시 입
력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Webtob 서버의 경우, 비밀번호 없이 개인 키를 생성할 수 있으나, 보안상
권장하지 않으며, 설정된 비밀번호는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후 Webtob 재시작
시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오류 시 Webtob 재시작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비밀번호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밀번호 설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Enter를 입력하여 넘어갑니다.
(명령어)
openssl genrsa -des3 -out [생성할 키의 파일명] 2048 > Enter >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확인

(예시)
[root@mailcsr]# openssl genrsa -des3 -out www.opa.or.kr.key 2048
Generating RSA private key, 2048 bit long modulus
.................................+++
..................................................................................+++
e is 65537 (0x010001)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Verifying -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확인]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13.1-1 Webtob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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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키(CSR)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1)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 후 CSR 정보를
입력합니다.
CSR의 정보는 국가코드, 도/시, 시/구/군, 회사명, 부서명, 도메인 순으로 입력
됩니다.
(명령어)
openssl req -new –key [위에 생성한 개인키의 이름] -out [생성할 CSR 파일명] > Enter
> 위에서 생성한 비밀번호 입력

(CSR 정보 입력 명령어)
CountryName(2lettercode)[AU]:[국가코드]
StateorProvinceName(fullname)[Some-State]:[도/시]
LocalityName(eg,city)[]:[시/구/군]
OrganizationName(eg,company)[InternetWidgitsPtyLtd]:[회사명]
OrganizationalUnitName(eg,section)[]:[부서명]
CommonName(eg,YOURname)[]:[도메인]

(예시)
[root@mailcsr]# openssl req -new -key www.opa.or.kr.key –out www.opa.or.kr.csr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You are about to be asked to enter information that will be incorporated
into your certificate request.
into your certificate request.
What you are about to enter is what is called a Distinguished Name or a DN.
There are quite a few fields but you can leave some blank
For some fields there will be a default value,
If you enter '.', the field will be left blank.
----Country Name (2 letter code) [AU]:KR [국가코드]
State or Province Name (full name) [Some-State]:Seoul [도/시]
Locality Name (eg, city) []::Seocho-gu [시/구/군]
Organization Name (eg, company) [Internet Widgits Pty Ltd]::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Organizational Unit Name (eg, section) []:Dev Team [부서명]
Common Name (e.g. server FQDN or YOUR name) []:www.opa.or.kr [도메인]
Email Address []:
Please enter the following 'extra' attributes
to be sent with your certificate request
A challenge password []: [Enter]
An optional company name []: [Enter]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root@mailcsr]#

[그림 2.13.1-2 Webtob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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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아래의 명령어로 CSR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cat [3번에서 생성한 CSR 파일명].csr

(예시)
[root@mail csr]# cat www.opa.or.kr.csr
-----BEGINCERTIFICATEREQUEST----MIIC7zCCAdcCAQAwgYAxCzAJBgNVBAYTAktSMQ4wDAYDVQQIDAVTZW91bDESMBAG
A1UEBwwJU2VvY2hvLWd1MSMwIQYDVQQKDBpLb3JlYSBDb3Jwb3JhdGlvbiBTZWN1
cml0eTEOMAwGA1UECwwFVUNFUlQxGDAWBgNVBAMMD3d3dy51Y2VydC5jby5rcjCC
ASIwDQYJKoZIhvcNAQEBBQADggEPADCCAQoCggEBAKMVGkya5m+jZIUym6z/akHr
Wr6/CUyWzdQV501PEXHN6xVPWaLCQF/kLMPo854ebMbIsg3E323oicmL5PLFLLUU
vm+TiIJ5ASl+TQgQFvV4JSdb1JZT2hiyEI3KfWSAV1BLCtpVp1XG7TU8KpBYuneP
p3gZPL3k3M+nHQz/af2Um1f3P8BB1YeRNso9C/+oLcgKKBEdXnZMb72SUxHt9GBS
FfaGvtmAOa91rBiZBY9V/ws8VjXa9H7I/i2f9ZB8++k7uNWOBmRrGKrXBENgOBLo
Ad3dBK7isrrfyvu3bxMCdXvGuVDJr0b7Jy7Pzk25oQHlth0YLAl5boMX6MY/NDEC
AwEAAaApMCcGCSqGSIb3DQEJDjEaMBgwCQYDVR0TBAIwADALBgNVHQ8EBAMCBeAw
DQYJKoZIhvcNAQEFBQADggEBAGSvSeLd7+YjNgeIszugewKARoszSJoiFsFLGyvM
4zz3x85eNwIc6tCIvuf2bc+DUtstqE4m4WQJy1tbIMuFTk3HSq8sdwjuKuJhJIyO
Kskqly1lCxfV1uayOmqJN7V+jCCz3Jf2UvMPHIClpGa+pNBOk9drzOtZPUqMTIRa
rLTpQjnaiotqaV3T27RwTlYc3Z3PfE+i0EYyNto1smhUbQim/hdkf/iDyFgbgQ6W
Gbb89uTBMK4msKqmJCGadQkaE2s8LyotPoHQBGRQAIXN5MAOo/eS2IaY0ZfaZUmp
tqB6It/i4JjgdFUKE6oli7zdu+T46fynN/bgYx9OdXOcCQQ=
-----ENDCERTIFICATEREQUEST----[root@mailcsr]#

[그림 2.13.1-3 Webtob CSR 및 개인키 생성]
4) 공개키(CSR) 전달
2)에서 생성하여 저장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업체로 전
달합니다.
(주의사항)
1.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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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인증서 설치
2.13.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인증서 업로드
인증서를 해당 SSL 폴더에 업로드 또는 저장합니다.
(명령어)
#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Webtob/ssl Webtob/ssl
# 업로드 디렉토리에 인증서 복사
cp www.opa.or.kr.* Webtob/ssl

(예시)
[root@localhost New]$ mkdir /webtob/ssl
[root@localhost New]$ cp www.opa.or.kr* /webtob/ssl
[root@localhost New]$ cd /webtob/ssl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ca-bundle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crt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key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root-bundle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3.2.1-1 Webtob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2) [$Webtob_Home]/config/http.m 파일 설정
http.m 파일을 열어 SSL 환경설정을 합니다.
(수정할 구문)
1. VHOST에 ssl 추가 설정
2. 도메인 홈 디렉토리 및 NODENAME 설정
3.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4. SSLFLAG 활성화 설정
5. HOSTNAME 및 HOSTALIAS 설정
6. 보안서버 인증서 구문 및 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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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root@localhost webtob]$ vi config/http.m

*NODE
OPA

WEBTOBDIR="/usr/local/webapp/webtob ",
DOCROOT="/usr/local/webapp/webtob/docs/OPA/",
PORT = "80",
HTH = 2

# 기본 홈 디렉토리

# 기본 http 포트
# Jesus 연동 Count

SHMKEY = 54000,
JSVPORT = 9900,

# Jesus 연동 포트

IPCPERM = 0777,
NODENAME = "$(NODENAME)",
SERVICEORDER = "ext,uri",
INDEXNAME = "index.jsp,index.html,index.htm",
LOGGING = "log1",
ERRORLOG = "log2"
*VHOST
OPA_ssl

DOCROOT="/usr/local/webapp/webtob/docs/OPA/" # 홈 디렉토리,
NODENAME=OPA,
PORT="443",
SSLFLAG=Y,
SSLNAME="OPAssl",
HOSTNAME = "www.opa.or.kr",
HOSTALIAS = "111.222.111.222",

# 대표 도메인 외 지정하실 별칭

ServiceOrder="uri,ext",
LOGGING="log1_vhmytx",
ERRORLOG="log2_vhmytx"

*SSL
OPAssl

CertificateFile = "/usr/local/webtob/config/ssl/www.opa.or.kr.crt",
#인증서 경로 설정 및 파일 명
CertificateKeyFile = "/usr/local/webtob/config/ssl/www.opa.or.kr.key",
#개인키 경로 설정 및 파일 명
CACertificateFile = "/usr/local/webtob/config/ssl/www.opa.or.kr.root-bundle",
#Root 인증서 경로 설정 및 파일 명
CertificateChainFile ="/usr/local/webtob/config/ssl/www.opa.or.kr.ca-bundle",
#Chain 인증서 경로 설정 및 파일 명
PassPhraseDialog=" exec:/usr/local/webtob/config/ssl/pass.sh"
# 패스워드가 적용되어있는 key 파일 일 경우, 비밀번호 입력없이 기동 가능

*SVRGROUP
htmlg

SVRTYPE = HTML

jsvg

SVRTYPE = JSV, VhostName = "OPA, OPA_ssl"

# Servlet 호출을 위한 Jeus 연동 할 가상호스트 선언
*SERVER
html

SVGNAME = htmlg, MinProc = 50, MaxProc = 50, ASQCoun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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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Group SVGNAME = jsvg, MinProc = 100, MaxProc = 200, VhostName = " OPA, OPA_ssl "
# Servlet 호출을 위한 Jeus 연동 할 가상호스트 선언
*URI
uri1 Uri = "/", Svrtype = JSV, SvrName = MyGroup

[그림 2.13.2.1-2 Webtob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패스워드 쉘 생성
패스워드 쉘을 생성하여 기동 시 패스워드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해줍니다.
(예시)
[root@localhost ssl]$ vi pass.sh
#!/bin/sh
echo opa.or.kr

# echo “password” 를 입력

:wq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ca-bundle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crt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key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root-bundle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pass.sh

[그림 2.13.2.1-3 Webtob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Webtob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
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프로세스 정지
wsdown
#프로세스 시작
wsboot

(예시)
[root@localhost webtob]# wscfl –i http.m # 환경파일 컴파일
urrent configuration:
Number of client handler(HTH)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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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d maximum user per node = 4047
Supported maximum user per handler = 4047
Successfully created the configuration file (/root/webtob/config/wsconfig) for node OPA.
The host name of the running machine is OPA.
[root@localhost webtob]# wsdown
Do you really want to shut down WebtoB? (y : n): y
WSDOWN for node(localhost) is starting:
WSDOWN: SERVER(html:1)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html:0)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cgi:11)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ssi:21)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ssi:20)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cgi:10)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HTL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HTH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WSM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WebtoB is down
[root@localhost webtob]# wsboot
Booting WebtoB on node (OPA)
Welcome to WebtoB demo system. It will expire on 2018/06/27
Today is 2018/06/07
Starting WSM at Fri Jan 1 00:00:00 2018
Starting HTL at Fri Jan 1 00:00:00 2018
Starting HTH at Fri Jan 1 00:00:00 2018
Current WebtoB Configuration:
Number of client handlers (HTH) = 1
Supported maximum user per node = 4047
Supported maximum user per handler = 4047
Starting SVR(htmls) at Fri Jan 1 00:00:00 2018
Starting SVR(htmls) at Fri Jan 1 00:00:00 2018
Starting SVR(cgis) at Fri Jan 1 00:00:00 2018

[그림 2.13.2-4 Webtob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포트 확인
Webtob 재시작 후 http.m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 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를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어)
netstat -nlp | grep h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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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root@localhost ~]# netstat -nlp | grep htl
tcp

0 0 :::80

:::* LISTEN

tcp

0 0 :::443

:::* LISTEN

[그림 2.13.2.1-5 Webtob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서버 내에서 인증서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 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6 GMT
notAfter=Dec 31 :38:20 2017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3.2.1-5 Webtob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7) 웹 페이지에서 인증서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로 접속
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 199 -

(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3.2.1-6 Webtob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3.2.1-7 Webtob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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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멀티 및 와일드 인증서의 경우 포트 번호를 동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https 통신으로 443으로 통일 가능)
1) 인증서 업로드
인증서를 해당 SSL 폴더에 업로드 또는 저장합니다.
(명령어)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Webtob/ssl Webtob/ssl
#업로드 디렉토리로 업로드
cp www.opa.or.kr.* Webtob/ssl

(예시)
[root@localhost New]$ mkdir /webtob/ssl
[root@localhost New]$ cp www.opa.or.kr* /webtob/ssl
[root@localhost New]$ cd /webtob/ssl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ildcard.opa.or.kr.ca-bundle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ildcard.opa.or.kr.crt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ildcard.opa.or.kr.key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ildcard.opa.or.kr.root-bundle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3.2.2-1 Webtob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Webtob_Home]/config/http.m 파일 설정
http.m 파일을 열어 SSL 환경설정을 합니다.
(수정할 구문)
1. VHOST에 ssl 추가 설정
2. 도메인 홈 디렉토리 및 NODENAME 설정
3.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4. SSLFLAG 활성화 설정
5. HOSTNAME 및 HOSTALIAS 설정
6. 보안서버 인증서 구문 및 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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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root@localhost webtob]$ vi config/http.m
*NODE
OPA

WEBTOBDIR="/usr/local/webapp/webtob ",
DOCROOT="/usr/local/webapp/webtob/docs/OPA/",

# 기본 홈 디렉토리

SHMKEY = 54000,
PORT = "80",

# 기본 http 포트

HTH = 2

# Jesus 연동 Count

JSVPORT = 9900,

# Jesus 연동 포트

IPCPERM = 0777,
NODENAME = "$(NODENAME)",
SERVICEORDER = "ext,uri",
INDEXNAME = "index.jsp,index.html,index.htm",
LOGGING = "log1",
ERRORLOG = "log2"
*VHOST
OPA_ssl

DOCROOT="/usr/local/webapp/webtob/docs/OPA/"

# 홈 디렉토리,

NODENAME=OPA,
PORT="443",
SSLFLAG=Y,
SSLNAME="OPAssl",
HOSTNAME = "www.opa.or.kr",
HOSTALIAS = "111.222.111.222",

# 대표 도메인 외 지정하실 별칭

ServiceOrder="uri,ext",
LOGGING="log1_vhmytx",
ERRORLOG="log2_vhmytx"

*SSL
OPAssl

CertificateFile = "/usr/local/webtob/config/ssl/Wildcard.opa.or.kr.crt",
#인증서 경로 설정 및 파일 명
CertificateKeyFile = "/usr/local/webtob/config/ssl/Wildcard.opa.or.kr.key",
#개인키 경로 설정 및 파일 명
CACertificateFile = "/usr/local/webtob/config/ssl/Wildcard.opa.or.kr.root-bundle",
#Root 인증서 경로 설정 및 파일 명
CertificateChainFile ="/usr/local/webtob/config/ssl/Wildcard.opa.or.kr.ca-bundle",
#Chain 인증서 경로 설정 및 파일 명
PassPhraseDialog=" exec:/usr/local/webtob/config/ssl/pass.sh"

*SVRGROUP
htmlg

SVRTYPE = HTML

jsvg

SVRTYPE = JSV, VhostName = "OPA, OPA_ssl"

# Servlet 호출을 위한 Jeus 연동 할 가상호스트 선언
*SERVER
html

SVGNAME = htmlg, MinProc = 50, MaxProc = 50, ASQCount = 1

MyGroup SVGNAME = jsvg, MinProc = 100, MaxProc = 200, VhostName = " OPA, OPA_ssl "
# Servlet 호출을 위한 Jeus 연동 할 가상호스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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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uri1 Uri = "/", Svrtype = JSV, SvrName = MyGroup

[그림 2.13.2.2-2 Webtob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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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스워드 쉘 생성
패스워드 쉘을 생성하여 기동 시 패스워드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해줍니다.
(예시)
[root@localhost ssl]$ vi pass.sh
#!/bin/sh
echo opa.or.kr

# echo “password” 를 입력

:wq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ca-bundle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crt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key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www.opa.or.kr.root-bundle
-rw-r--r--. 1 root root 1931 Jan 1 00:00 pass.sh

[그림 2.13.2.2-3 Webtob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Webtob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
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환경파일 컴파일
wscfl –i http.m
#프로세스 정지
wsdown
#프로세스 시작
wsboot

(예시)
[root@localhost webtob]# wscfl –i http.m # 환경파일 컴파일
urrent configuration:
Number of client handler(HTH) = 1
Supported maximum user per node = 4047
Supported maximum user per handler = 4047
Successfully created the configuration file (/root/webtob/config/wsconfig) for node OPA.
The host name of the running machine is 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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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localhost webtob]# wsdown
Do you really want to shut down WebtoB? (y : n): y
WSDOWN for node(localhost) is starting:
WSDOWN: SERVER(html:1)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html:0)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cgi:11)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ssi:21)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ssi:20)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SERVER(cgi:10)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HTL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HTH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WSM downed: Fri Jan 1 00:00:00 2018
WSDOWN: WebtoB is down
[root@localhost webtob]# wsboot
Booting WebtoB on node (OPA)
Welcome to WebtoB demo system. It will expire on 2018/06/27
Today is 2018/06/07
Starting WSM at Fri Jan 1 00:00:00 2018
Starting HTL at Fri Jan 1 00:00:00 2018
Starting HTH at Fri Jan 1 00:00:00 2018
Current WebtoB Configuration:
Number of client handlers (HTH) = 1
Supported maximum user per node = 4047
Supported maximum user per handler = 4047
Starting SVR(htmls) at Fri Jan 1 00:00:00 2018
Starting SVR(htmls) at Fri Jan 1 00:00:00 2018
Starting SVR(cgis) at Fri Jan 1 00:00:00 2018

[그림 2.13.2.2-4 Webtob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포트 확인
Webtob 재시작 후 http.m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 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어)
netstat -nlp | grep htl

(예시)
[root@localhost ~]# netstat -nlp | grep htl
tcp

0 0 :::80

:::* LISTEN

tcp

0 0 :::443

:::* LISTEN

[그림 2.13.2.2-5 Webtob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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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버 내에서 인증서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 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6 GMT
notAfter=Dec 31 :38:20 2017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3.2.2-6 Webtob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7) 웹 페이지에서 인증서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인
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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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3.2.2-7 Webtob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3.2.2-8 Webtob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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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Lighttpd
2.14.1 CSR 및 개인키 생성
1) 개인키(Private key) 생성
{$Lighttpd_Home}에서 개인키 생성 명령어를 입력 후 보안서버 설치 시 입
력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Lighttpd 서버의 경우, 비밀번호 없이 개인 키를 생성할 수 있으나, 보안상
권장하지 않으며, 설정된 비밀번호는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후 Lighttpd 재
시작 시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오류 시 Lighttpd 재시작이 되지 않을 수 있
으니, 비밀번호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밀번호 설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Enter를 입력하여 넘어갑니다.
(명령어)
openssl genrsa -des3 -out [생성할 키의 파일명] 2048 > Enter >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확인

(예시)
[root@mailcsr]# openssl genrsa -des3 -out www.opa.or.kr.key 2048
Generating RSA private key, 2048 bit long modulus
.................................+++
..................................................................................+++
e is 65537 (0x010001)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Verifying -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확인]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14.1-1 Lighttpd CSR 및 개인키 생성]
2) 공개키(CSR) 생성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1)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 후 CSR 정보를
입력합니다.
CSR의 정보는 국가코드, 도/시, 시/구/군, 회사명, 부서명, 도메인 순으로 입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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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openssl req -new –key [위에 생성한 개인키의 이름] -out [생성할 CSR 파일명] > Enter
> 위에서 생성한 비밀번호 입력

(CSR 정보 입력 명령어)
CountryName(2lettercode)[AU]:[국가코드]
StateorProvinceName(fullname)[Some-State]:[도/시]
LocalityName(eg,city)[]:[시/구/군]
OrganizationName(eg,company)[InternetWidgitsPtyLtd]:[회사명]
OrganizationalUnitName(eg,section)[]:[부서명]
CommonName(eg,YOURname)[]:[도메인]

(예시)
[root@mailcsr]# openssl req -new -key www.opa.or.kr.key –out www.opa.or.kr.csr
Enter pass phrase for www.opa.or.kr.key: [패스워드 입력]
You are about to be asked to enter information that will be incorporated
into your certificate request.
into your certificate request.
What you are about to enter is what is called a Distinguished Name or a DN.
There are quite a few fields but you can leave some blank
For some fields there will be a default value,
If you enter '.', the field will be left blank.
----Country Name (2 letter code) [AU]:KR [국가코드]
State or Province Name (full name) [Some-State]:Seoul [도/시]
Locality Name (eg, city) []::Seocho-gu [시/구/군]
Organization Name (eg, company) [Internet Widgits Pty Ltd]::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Organizational Unit Name (eg, section) []:Dev Team [부서명]
Common Name (e.g. server FQDN or YOUR name) []:www.opa.or.kr [도메인]
Email Address []:
Please enter the following 'extra' attributes
to be sent with your certificate request
A challenge password []: [Enter]
An optional company name []: [Enter]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root@mailcsr]#

[그림 2.14.1-Lighttpd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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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아래의 명령어로 CSR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cat [3번에서 생성한 CSR 파일명].csr

(예시)
[root@mail csr]# cat www.opa.or.kr.csr
-----BEGINCERTIFICATEREQUEST----MIIC7zCCAdcCAQAwgYAxCzAJBgNVBAYTAktSMQ4wDAYDVQQIDAVTZW91bDESMBAG
A1UEBwwJU2VvY2hvLWd1MSMwIQYDVQQKDBpLb3JlYSBDb3Jwb3JhdGlvbiBTZWN1
cml0eTEOMAwGA1UECwwFVUNFUlQxGDAWBgNVBAMMD3d3dy51Y2VydC5jby5rcjCC
ASIwDQYJKoZIhvcNAQEBBQADggEPADCCAQoCggEBAKMVGkya5m+jZIUym6z/akHr
Wr6/CUyWzdQV501PEXHN6xVPWaLCQF/kLMPo854ebMbIsg3E323oicmL5PLFLLUU
vm+TiIJ5ASl+TQgQFvV4JSdb1JZT2hiyEI3KfWSAV1BLCtpVp1XG7TU8KpBYuneP
p3gZPL3k3M+nHQz/af2Um1f3P8BB1YeRNso9C/+oLcgKKBEdXnZMb72SUxHt9GBS
FfaGvtmAOa91rBiZBY9V/ws8VjXa9H7I/i2f9ZB8++k7uNWOBmRrGKrXBENgOBLo
Ad3dBK7isrrfyvu3bxMCdXvGuVDJr0b7Jy7Pzk25oQHlth0YLAl5boMX6MY/NDEC
AwEAAaApMCcGCSqGSIb3DQEJDjEaMBgwCQYDVR0TBAIwADALBgNVHQ8EBAMCBeAw
DQYJKoZIhvcNAQEFBQADggEBAGSvSeLd7+YjNgeIszugewKARoszSJoiFsFLGyvM
4zz3x85eNwIc6tCIvuf2bc+DUtstqE4m4WQJy1tbIMuFTk3HSq8sdwjuKuJhJIyO
Kskqly1lCxfV1uayOmqJN7V+jCCz3Jf2UvMPHIClpGa+pNBOk9drzOtZPUqMTIRa
rLTpQjnaiotqaV3T27RwTlYc3Z3PfE+i0EYyNto1smhUbQim/hdkf/iDyFgbgQ6W
Gbb89uTBMK4msKqmJCGadQkaE2s8LyotPoHQBGRQAIXN5MAOo/eS2IaY0ZfaZUmp
tqB6It/i4JjgdFUKE6oli7zdu+T46fynN/bgYx9OdXOcCQQ=
-----ENDCERTIFICATEREQUEST----[root@mailcsr]#

[그림2.14.1-3 Lighttpd CSR 및 개인키 생성]
4)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에 전달
2)에서 생성하여 저장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
합니다.
(주의사항)
1.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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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인증서 설치
2.14.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인증서 생성
발급받은 인증서/개인키 파일을 한 파일로 저장합니다.
(예시)
[root@localhost ssl]# cat www.opa.or.kr.key www.opa.or.kr.crt >www.opa.or.kr.pem

[그림 2.14.2.1-1 Lighttpd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2) lighttpd.conf 파일 수정
lighttpd.conf 파일의 SSL 환경을 설정합니다.
(수정할 구문)
1.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2. 보안서버 서비스 활성화 설정
3.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4. 보안서버 적용할 도메인 설정
5. 홈 디렉토리 설정

(예시)
[root@localhost lighttpd]# vi lighttpd.conf

# lighttpd 환경 파일 수정

$HTTP["host"]=~"www.opa.or.kr" {
server.document-root = "/srv/www/htdocs"
index-file.names += ( "index.html", "index.xhtml", "index.htm", "default.htm", "index.php" )
}
#### CGI module
#cgi.assign = ( ".pl" => "/usr/bin/perl",
# ".cgi" => "/usr/bin/perl" )
#### SSL engine
$SERVER["socket"] == ":443" { # SSL 서비스 포트 설정
ssl.engine = "enable“

# SSL 서비스 활성화

ssl.pemfile = "/usr/local/lighttpd/conf/ssl/www.opa.or.kr.pem“
# 도메인 인증서, 개인키 경로 및 파일명 설정
ssl.ca-file = "/usr/local/lighttpd/conf/ssl/www.opa.or.kr.ca-bundle"
# chain, root 경로 및 파일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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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name = “www.opa.or.kr”
# 도메인 명 설정
server.document-root = "/srv/www/vhosts/opa/"
index-file.names += ( "index.html", "index.xhtml", "index.htm", "default.htm", "index.php" )
# 홈 디렉토리 설정
}

[그림 2.14.2.1-2 Lighttpd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Lighttpd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etc/rc.d/init.d/lighttpd restart

(예시)
[root@localhost conf]# /etc/rc.d/init.d/lighttpd restart
lighttpd 를 정지 중:

[ OK ]

lighttpd (을)를 시작 중: Enter PEM pass phrase: [개인키 패스워드 입력]
[ OK ]

[그림 2.14.2.1-3 Lighttpd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Lighttpd 포트 확인
Lighttpd 재시작 후 lighttpd.conf 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어)
netstat –nap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 netstat -nap | grep httpd
tcp 0 0 :::80 :::* LISTEN 19301/lighttpd
tcp 0 0 :::443 :::* LISTEN 19301/lighttpd

[그림 2.14.2.1-4 Lighttpd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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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버 내 인증서 설치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unable to load certificate“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mail ~]#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enddate
notAfter=Jan 01 21:38:20 2019 GMT

[그림 2.14.2.1-5 Lighttpd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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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4.2.1-5 Lighttpd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4.2.1-6 Lighttpd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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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인증서 생성
발급받은 인증서/개인키 파일을 한 파일로 저장합니다.
(예시)
[root@localhost ssl]# cat WildCard.opa.or.kr.key WildCard.opa.or.kr.crt >WildCard.opa.or.kr.pem

[그림 2.14.2.2-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lighttpd.conf 파일 수정
lighttpd.conf 파일의 SSL 환경을 설정합니다.
(수정할 구문)
1.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2. 보안서버 서비스 활성화 설정
3.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4. 보안서버 적용할 도메인 설정
5. 홈 디렉토리 설정

(예시)
[root@localhost lighttpd]# vi lighttpd.conf

# lighttpd 환경 파일 수정

$HTTP["host"]=~"www.opa.or.kr" {
server.document-root = "/srv/www/htdocs"
index-file.names += ( "index.html", "index.xhtml", "index.htm", "default.htm", "index.php" )
}
#### CGI module
#cgi.assign = ( ".pl" => "/usr/bin/perl",
# ".cgi" => "/usr/bin/perl" )
#### SSL engine
$SERVER["socket"] == ":443" { # SSL 서비스 포트 설정
ssl.engine = "enable“

# SSL 서비스 활성화

ssl.pemfile = "/usr/local/lighttpd/conf/ssl/WildCard.opa.or.kr.pem“
# 도메인 인증서, 개인키 경로 및 파일명 설정
ssl.ca-file = "/usr/local/lighttpd/conf/ssl/WildCard.opa.or.kr.ca-bundle"
# chain,root 경로 및 파일명 설정
server.name = “www.opa.or.kr”
# 도메인 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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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document-root = "/srv/www/vhosts/opa/"
index-file.names += ( "index.html", "index.xhtml", "index.htm", "default.htm", "index.php" )
# 홈 디렉토리 설정
}
#### SSL engine
# 같은 설정을 진행
$SERVER["socket"] == ":443" {
# SSL 서비스 포트 설정
ssl.engine = "enable"
# SSL 서비스 활성화 설정
ssl.pemfile = "/usr/local/lighttpd/conf/ssl/WildCard.opa.or.kr.pem“
# 도메인 인증서, 개인키 경로 및 파일명 설정
ssl.ca-file = "/usr/local/lighttpd/conf/ssl/WildCard.opa.or.kr.ca-bundle"
# chain,root 경로 및 파일명 설정
server.document-root = "/usr/local/lighttpd/opa/"
# 홈디렉토리 설정

[그림 2.14.2.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Lighttpd을 재시작합니다.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
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etc/rc.d/init.d/lighttpd restart

(예시)
[root@localhost conf]# /etc/rc.d/init.d/lighttpd restart
lighttpd 를 정지 중:

[ OK ]

lighttpd (을)를 시작 중: Enter PEM pass phrase: [개인키 패스워드 입력]
[ OK ]

[그림 2.14.2.2-3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Lighttpd 포트 확인
Lighttpd 재시작 후 lighttpd.conf 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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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netstat –nap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 netstat -nap | grep httpd
tcp 0 0 :::80 :::* LISTEN 19301/lighttpd
tcp 0 0 :::443 :::* LISTEN 19301/lighttpd

[그림 2.14.2.2-4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 인증서 설치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unable to load certificate“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mail ~]#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enddate
notAfter=Jan 01 21:38:20 2019 GMT

[그림 2.14.2.2-5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 주소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 217 -

(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 주소로 접속

[그림 2.14.2.2-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4.2.2-7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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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Resin
2.15.1 CSR 및 개인키 생성
1) KeyStore를 생성합니다.
KeyStore를 생성하여 비밀키(PrivateKey)를 생성해줍니다.
임의 별칭 명으로 생성하실 keystore 정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keytool -genkey -alias [별칭]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생성할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확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www.opa.or.kr [도메인]
조직 단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Dev Team [부서명]
조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구/군/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cho-gu [구/군/시]
시/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ul [시/도]
이 조직의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Unknown]:KR [국가코드]
CN=www.opa.or.kr,OU=DevTeam,O= 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L=Seocho-gu, ST=Seoul, C=KR이(가) 맞
습니까?
[아니오]: y
<opa>에 대한 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keystore암호와 같은 경우 Enter를 누르십시오):
[root@mailcsr]#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15.1-1 Resin CSR 및 개인키 생성]
2) 비밀키(PrivateKey)를 생성합니다.
비밀키 생성 시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공개키(CSR)를 생성합니다.
(명령어)
keytool -certreq -alias [별칭] -file [생성할 CSR파일명] -keystore [키스토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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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root@mailcsr]#keytool -certreq -alias opa -file www.ucert.co.kr.csr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그림 2.15.1-2 Resin CSR 및 개인키 생성]
3) 공개키(CSR)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아래의 명령어로 CSR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cat [3번에서 생성한 CSR 파일명].csr

(예시)
[root@mail csr]# cat www.opa.or.kr.csr
-----BEGINCERTIFICATEREQUEST----MIIC7zCCAdcCAQAwgYAxCzAJBgNVBAYTAktSMQ4wDAYDVQQIDAVTZW91bDESMBAG
A1UEBwwJU2VvY2hvLWd1MSMwIQYDVQQKDBpLb3JlYSBDb3Jwb3JhdGlvbiBTZWN1
cml0eTEOMAwGA1UECwwFVUNFUlQxGDAWBgNVBAMMD3d3dy51Y2VydC5jby5rcjCC
ASIwDQYJKoZIhvcNAQEBBQADggEPADCCAQoCggEBAKMVGkya5m+jZIUym6z/akHr
Wr6/CUyWzdQV501PEXHN6xVPWaLCQF/kLMPo854ebMbIsg3E323oicmL5PLFLLUU
vm+TiIJ5ASl+TQgQFvV4JSdb1JZT2hiyEI3KfWSAV1BLCtpVp1XG7TU8KpBYuneP
p3gZPL3k3M+nHQz/af2Um1f3P8BB1YeRNso9C/+oLcgKKBEdXnZMb72SUxHt9GBS
FfaGvtmAOa91rBiZBY9V/ws8VjXa9H7I/i2f9ZB8++k7uNWOBmRrGKrXBENgOBLo
Ad3dBK7isrrfyvu3bxMCdXvGuVDJr0b7Jy7Pzk25oQHlth0YLAl5boMX6MY/NDEC
AwEAAaApMCcGCSqGSIb3DQEJDjEaMBgwCQYDVR0TBAIwADALBgNVHQ8EBAMCBeAw
DQYJKoZIhvcNAQEFBQADggEBAGSvSeLd7+YjNgeIszugewKARoszSJoiFsFLGyvM
4zz3x85eNwIc6tCIvuf2bc+DUtstqE4m4WQJy1tbIMuFTk3HSq8sdwjuKuJhJIyO
Kskqly1lCxfV1uayOmqJN7V+jCCz3Jf2UvMPHIClpGa+pNBOk9drzOtZPUqMTIRa
rLTpQjnaiotqaV3T27RwTlYc3Z3PfE+i0EYyNto1smhUbQim/hdkf/iDyFgbgQ6W
Gbb89uTBMK4msKqmJCGadQkaE2s8LyotPoHQBGRQAIXN5MAOo/eS2IaY0ZfaZUmp
tqB6It/i4JjgdFUKE6oli7zdu+T46fynN/bgYx9OdXOcCQQ=
-----ENDCERTIFICATEREQUEST----[root@mailcsr]#

[그림 2.15.1-3 Resin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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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에 전달
2)에서 생성하여 저장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
합니다.
(주의사항)
4.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5.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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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인증서 설치
2.15.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인증서 업로드
보유하고 있는 공개키(.crt)인증서를 해당 임의 폴더에 업로드 합니다.
(명령어)
#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Resin/ssl
# 업로드 디렉토리에 인증서 복사
www.opa.or.kr.* Resin/ssl

(예시)
[root@localhost New]$ cp www.opa.or.kr* /Resin/keys
[root@localhost New]$ cd /Resin/keys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5.2.1-1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2) resin.properties.in 파일 설정
conf/resin.properties.in 파일을 확인합니다. 주석을 해제하고, 파일 경로와
확장자를 기입 후 설정을 저장합니다.
(수정할 구문)
1. 도메인 설정
2.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3. 보안서버 인증서 형식 설정
4.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5.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예시)
#Set HTTP and HTTPS bind address
http_addr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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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HTTP and HTTPS ports.
# Use overrides for individual server control, for example: app-0.http : 8081
app.http

: 80

app.https

: 443

web.http

: 80

web.https

: 443 # ssl 포트 설정(default 포트번호는 443)

……………………………………………………………………………………………………………………
# JSSE certificate configuration
# Keys are typically stored in the resin configuration directory.
jsse_keystore_type : jks
jsse_keystore_file : /usr/local/Resin/keys/www.opa.or.kr.jks
jsse_keystore_password : ******

# 비밀번호 설정

[그림 2.15.2.1-2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Resin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
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프로세스 정지
bin/resin.sh stop
#프로세스 시작
bin/resin.sh start-all

(예시)
[root@localhost resin4]# bin/resin.sh stop

# Resin 프로세스 정지

[root@localhost resin4]# bin/resin.sh start-all # Resin 프로세스 시작

[그림 2.15.2.1-3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SSL 포트 확인
resin 재시작 후 resin.properties.in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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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netstat -nlp | grep java

(예시)
[root@localhost resin-4.0.48]# netstat -nlp | grep java
tcp

0

0 ::ffff:127.0.0.1:6600

:::*

LISTEN

3195/java

tcp

0

0 ::ffff:127.0.0.1:6800

:::*

LISTEN

3244/java

tcp

0

0 :::88

:::* LISTEN

3244/java

tcp

0

0 :::443

:::*

3244/java

LISTEN

[그림 2.15.2.1-4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 인증서 설치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 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unable to load certificate“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6 GMT
notAfter=Dec 31 :38:20 2017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5.2.1-5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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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5.2.1-6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5.2.1-7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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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인증서 업로드
보유하고 있는 공개키(.crt)인증서를 해당 임의 폴더에 업로드 합니다.
(명령어)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Resin/ssl
#업로드 디렉토리에 인증서 복사
www.opa.or.kr.* Resin/ssl

(예시)
[root@localhost New]$ cp www.opa.or.kr* /Resin/keys
[root@localhost New]$ cd /Resin/keys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5.2.2-1 Resin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resin.properties.in 파일 설정
conf/resin.properties.in 파일을 확인합니다. 주석을 해제하고, 파일경로와
확장자를 기입 후 설정을 저장합니다.
(수정할 구문)
1. 도메인 설정
2.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3. 보안서버 인증서 형식 설정
4.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5.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예시)
#Set HTTP and HTTPS bind address
http_address : *
# Set HTTP and HTTPS ports.
# Use overrides for individual server control, for example: app-0.http : 8081
app.http

: 80

app.https

: 443

web.http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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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https

: 443 # ssl 포트 설정(default 포트번호는 443)

……………………………………………………………………………………………………………………
# JSSE certificate configuration
# Keys are typically stored in the resin configuration directory.
jsse_keystore_type : jks
jsse_keystore_file : /usr/local/Resin/keys/www.opa.or.kr.jks
jsse_keystore_password : ******

# 비밀번호 설정

[그림 2.15.2.2-2 Resin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Resin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
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프로세스 정지
bin/resin.sh stop
#프로세스 시작
bin/resin.sh start-all

(예시)
[root@localhost resin4]# bin/resin.sh stop

# Resin 프로세스 정지

[root@localhost resin4]# bin/resin.sh start-all # Resin 프로세스 시작

[그림 2.15.2.2-3 Resin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SSL 포트 확인
resin 재시작 후 resin.properties.in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
시기 바랍니다.
(명령어)
netstat -nlp | grep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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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root@localhost resin-4.0.48]# netstat -nlp | grep java
tcp

0

0 ::ffff:127.0.0.1:6600

:::*

LISTEN

3195/java

tcp

0

0 ::ffff:127.0.0.1:6800

:::*

LISTEN

3244/java

tcp

0

0 :::88

:::* LISTEN

3244/java

tcp

0

0 :::443

:::*

3244/java

LISTEN

[그림 2.15.2.2-4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 인증서 설치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 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unable to load certificate“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6 GMT
notAfter=Dec 31 :38:20 2017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5.2.2-5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 주소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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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 주소로 접속

[그림 2.15.2.2-6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5.2.2-5 Resin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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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Jboss
2.16.1 CSR 및 개인키 생성
1) KeyStore를 생성합니다.
KeyStore를 생성하여 비밀키(PrivateKey)를 생성해줍니다.
임의 별칭 명으로 생성하실 keystore 정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keytool -genkey -alias [별칭]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생성할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확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www.opa.or.kr [도메인]
조직 단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Dev Team [부서명]
조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구/군/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cho-gu [구/군/시]
시/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Seoul [시/도]
이 조직의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Unknown]:KR [국가코드]
CN=www.opa.or.kr,OU=DevTeam,O= 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L=Seocho-gu, ST=Seoul, C=KR이(가) 맞
습니까?
[아니오]: y
<opa>에 대한 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keystore암호와 같은 경우 Enter를 누르십시오):
[root@mailcsr]#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16.1-1 Jboss CSR 및 개인키 생성]
2) 비밀키(PrivateKey)를 생성합니다.
비밀키 생성 시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공개키(CSR)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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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keytool -certreq -alias [별칭] -file [생성할 CSR파일명] -keystore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certreq -alias opa -file www.ucert.co.kr.csr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그림 2.16.1-2 Jboss CSR 및 개인키 생성]
3) 공개키(CSR)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아래의 명령어로 CSR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cat [3번에서 생성한 CSR 파일명].csr

(예시)
[root@mail csr]# cat www.opa.or.kr.csr
-----BEGINCERTIFICATEREQUEST----MIIC7zCCAdcCAQAwgYAxCzAJBgNVBAYTAktSMQ4wDAYDVQQIDAVTZW91bDESMBAG
A1UEBwwJU2VvY2hvLWd1MSMwIQYDVQQKDBpLb3JlYSBDb3Jwb3JhdGlvbiBTZWN1
cml0eTEOMAwGA1UECwwFVUNFUlQxGDAWBgNVBAMMD3d3dy51Y2VydC5jby5rcjCC
ASIwDQYJKoZIhvcNAQEBBQADggEPADCCAQoCggEBAKMVGkya5m+jZIUym6z/akHr
Wr6/CUyWzdQV501PEXHN6xVPWaLCQF/kLMPo854ebMbIsg3E323oicmL5PLFLLUU
vm+TiIJ5ASl+TQgQFvV4JSdb1JZT2hiyEI3KfWSAV1BLCtpVp1XG7TU8KpBYuneP
p3gZPL3k3M+nHQz/af2Um1f3P8BB1YeRNso9C/+oLcgKKBEdXnZMb72SUxHt9GBS
FfaGvtmAOa91rBiZBY9V/ws8VjXa9H7I/i2f9ZB8++k7uNWOBmRrGKrXBENgOBLo
Ad3dBK7isrrfyvu3bxMCdXvGuVDJr0b7Jy7Pzk25oQHlth0YLAl5boMX6MY/NDEC
AwEAAaApMCcGCSqGSIb3DQEJDjEaMBgwCQYDVR0TBAIwADALBgNVHQ8EBAMCBeAw
DQYJKoZIhvcNAQEFBQADggEBAGSvSeLd7+YjNgeIszugewKARoszSJoiFsFLGyvM
4zz3x85eNwIc6tCIvuf2bc+DUtstqE4m4WQJy1tbIMuFTk3HSq8sdwjuKuJhJIyO
Kskqly1lCxfV1uayOmqJN7V+jCCz3Jf2UvMPHIClpGa+pNBOk9drzOtZPUqMTIRa
rLTpQjnaiotqaV3T27RwTlYc3Z3PfE+i0EYyNto1smhUbQim/hdkf/iDyFgbgQ6W
Gbb89uTBMK4msKqmJCGadQkaE2s8LyotPoHQBGRQAIXN5MAOo/eS2IaY0ZfaZUmp
tqB6It/i4JjgdFUKE6oli7zdu+T46fynN/bgYx9OdXOcCQQ=
-----ENDCERTIFICATEREQUEST----[root@mailcsr]#

[그림 2.16.1-3 Jboss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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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에 전달
2)에서 생성하여 저장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
달 합니다.
(주의사항)
7.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8.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9.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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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인증서 설치
2.16.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JBoss의 웹 컨테이너는 Jakarta Tomcat 으로 Jboos_home/server/default/deply/
jbossweb.deployer/server.xml 파일을 확인하면 tomcat 의 SSL 설정과 같
습니다.
1) 인증서 업로드
유하고 있는 공개키(.crt)인증서를 해당 임의 폴더에 업로드 합니다.
(명령어)
#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Jboss/ssl
# 업로드 디렉토리에 인증서 업로드
www.opa.or.kr.* Jboss/ssl

[root@localhost New]$ mkdir Jboss/ssl
[root@localhost New]$ cp www.opa.or.kr* /Jboss/keys
[root@localhost New]$ cd /Jboss/keys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ww.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6.2.1-1 Jbos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2) server.xml 파일 설정
server.xml 파일을 확인하여 SSL 인증서 설정을 합니다.
(수정할 구문)
1. 주석을 제거해줍니다. <!-- : 시작, --> : 끝
2.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3. 보안서버 인증서 형식 설정
4.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5.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6. 보안서버 인증서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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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Connector protocol="org.apache.coyote.http11.Http11Protocol" port="443“
minSpareThreads="5" maxSpareThreads="75“
enableLookups="true" disableUploadTimeout="true“
acceptCount="100"

maxThreads="200“

scheme="https" secure="true“ SSLEnabled="true"
keystoreFile="${Jboss_home}/conf/ssl/www.opa.co.kr.jks“
# 인증서 업로드 경로 및 파일명을 지정
keystorePass="******"
# 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
clientAuth="false" sslProtocol="TLS"/>

[그림 2.16.2.1-2 Jbos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Jboss 프로세스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
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프로세스 정지
shutdown.sh –S
#프로세스 시작
run.sh

(예시)
[root@localhost ~]# shutdown.sh –S
[root@localhost ~]# run.sh

[그림 2.16.2.1-3 Jbos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SSL 포트 확인
Jboss 재시작 후 server.xml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 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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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netstat -nlp | grep java

(예시)
[root@localhost Jboss-4.0.48]# netstat -nlp | grep java
tcp

0

0 :::8080

:::* LISTEN

3244/java

tcp

0

0 :::443

:::* LISTEN

3244/java

[그림 2.16.2.1-4 Jbos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 인증서 설치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 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unable to load certificate“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6 GMT
notAfter=Dec 31 :38:20 2017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6.2.1-5 Jbos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9)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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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6.2.1-6 Jbos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6.2.1-7 Jbos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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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JBoss의 웹 컨테이너는 Jakarta Tomcat 으로 Jboos_home/server/default/deply/
jbossweb.deployer/server.xml 파일을 확인하면 tomcat 의 SSL 설정과 같
습니다.
1) 인증서 업로드
유하고 있는 공개키(.crt)인증서를 해당 임의 폴더에 업로드합니다.
(명령어)
# 업로드 디렉토리 생성
mkdir Jboss/ssl
# 업로드 디렉토리에 인증서 복사
www.opa.or.kr.* Jboss/ssl

(예시)
[root@localhost New]$ cp WildCard.opa.or.kr* /Jboss/keys
[root@localhost New]$ cd /Jboss/keys
[root@localhost ssl]$ ll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WildCard.opa.or.kr.jks
-rw-r--r--. 1 root root 1744 Jan 1 00:00 password.txt

[그림 2.16.2.2-1 Jbos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server.xml 파일 설정
server.xml 파일을 확인하여 SSL 인증서 설정을 합니다.
(수정할 구문)
1. 주석을 제거해줍니다. <!-- : 시작, --> : 끝
2. 사용할 보안서버 인증서 포트 설정
3. 보안서버 인증서 형식 설정
4.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 경로 설정
5. 보안서버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6. 보안서버 인증서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설정

(예시)
<Connector protocol="org.apache.coyote.http11.Http11Protocol" port="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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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pareThreads="5" maxSpareThreads="75“
enableLookups="true" disableUploadTimeout="true“
acceptCount="100"

maxThreads="200“

scheme="https" secure="true“ SSLEnabled="true"
keystoreFile="${Jboss_home}/conf/ssl/WildCard.opa.co.kr.jks“
# 인증서 업로드 경로 및 파일명을 지정
keystorePass="******"
#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clientAuth="false" sslProtocol="TLS"/>

[그림 2.16.2.2-2 Jbos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Jboss 프로세스 재시작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재시작을 진행하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
오면 키 생성 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프로세스 정지
shutdown.sh –S
#프로세스 시작
run.sh

(예시)
[root@localhost ~]# shutdown.sh –S
[root@localhost ~]# run.sh

[그림 2.16.2.2-3 Jbos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SSL 포트 확인
Jboss 재시작 후 server.xml에서 설정한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 되었다면, 설정하신 포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경우, HTTPS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오픈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어)
netstat -nlp | grep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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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root@localhost Jboss-4.0.48]# netstat -nlp | grep java
tcp

0

0 :::8080

:::* LISTEN

3244/java

tcp

0

0 :::443

:::* LISTEN

3244/java

[그림 2.16.2.2-4 Jbos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서버 내 인증서 설치 확인
서버 내에서 다음의 명령어로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일 경우, 발급 받으신 보안서버 인증서의 시작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unable to load certificate“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도메인 or IP]:[포트번호]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6 GMT
notAfter=Dec 31 :38:20 2017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6.2.2-5 Jbos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9)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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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6.2.2-6 Jbos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6.2.2-7 Jbos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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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IHS
2.17.1 CSR 및 개인키 생성
1) Start Key Management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그림 2.17.1-1 IHS CSR 및 개인키 생성]
2) IBM Key Management 창에서 Key Database File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림 2.17.1-2 IHS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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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 데이터베이스 유형, 이름, 저장경로를 지정 후 ok(확인) 버튼을 클릭합
니다.

[그림 2.17.1-3 IHS CSR 및 개인키 생성]
4) 생성된 key의 비밀번호를 설정 합니다.
(생성된 key파일은 3번에서 설정한 위치에 저장됩니다.)

[그림 2.17.1-4 IHS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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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서 생성요청을 위해 create > New Certificate Request를 클릭합니다.

[그림 2.17.1-5 IHS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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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항목을 작성해 줍니다.

[그림 2.17.1-6 IHS CSR 및 개인키 생성]
(예시)
Key Label opalable
데이터 베이스에서 키를 식별하는데 사용합니다.
Key Size 2048
키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Common Name www.opa.or.kr
인증 받을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Organization OPA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Organization Unit Dev Team
부서명, 조직등을 입력합니다.
Locality gangnam
조직의 지역을 입력합니다/
State/Province Seoul
조직의 지방을 입력합니다.
Country KR
국가 코드 입력합니다.
Request file C:/Program Files/IBM/HTTPServer/cert.arm
CSR이 생성 될 파일의 경로 및 이름입니다.

[그림 2.17.1-7 IHS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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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K(확인)을 누르면 아래와같은 메시지가 출력되며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림 2.17.1-8 IHS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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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인증서 설치
2.17.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HTTPSever]/conf/httpd.conf 파일을 확인합니다.
(명령어)
vi [$HTTPSever]/conf/httpd.conf

(예시)
[root@localhost ~]# vi [$HTTPSever]/conf/httpd.conf
# Uncomment the following line to load the IBM SSL module.
# Note: You must have installed the corresponding IBM SSL support for this to work
LoadModule ibm_ssl_module modules/mod_ibm_ssl.so # 주석처리 되어 있을 시 주석 제거.

Listen 443
<VirtualHost *:443>
SSLEnable
SSLClientAuth None
SSLCRLHostname

www.opa.or.kr:443

SSLCRLPort 443
</VirtualHost>
SSLDisable
Keyfile "C:/Program Files/IBM/HTTPServer/ssl/www.opa.or.kr.kdb # kdb파일 위치 지정
SSLV2Timeout 100
SSLV3Timeout 1000

[그림 2.17.2.1-1 IH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2) SSL 인증서 파일 업로드 작업
1. 지정한 인증서의 위치로 파일명을 맞추어 진행
(ex www.opa.or.kr.kdb www.opa.or.kr.sth)
2. 발급 받은 인증서를 해당 위치에 업로드
3. 업로드 후 httpd.conf 환경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셋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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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HS 웹 서버 재시작
bin/apachectl stop
bin/apachectl start

4) SSL 포트 확인
(명령어)
netstat –nap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 netstat –nap | grep httpd
tcp

0 0 :::80

:::* LISTEN

tcp

0 0 :::443

:::* LISTEN

[그림 2.17.2.1-2 IH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인증서 확인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7.2.1-3 IH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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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HTTPSever]/conf/httpd.conf 파일을 확인합니다.
(명령어)
vi [$HTTPSever]/conf/httpd.conf

(예시)
[root@localhost ~]# vi [$HTTPSever]/conf/httpd.conf
# Uncomment the following line to load the IBM SSL module.
# Note: You must have installed the corresponding IBM SSL support for this to work
LoadModule ibm_ssl_module modules/mod_ibm_ssl.so # 주석처리 되어 있을 시 주석 제거.
Listen 443
<VirtualHost 192.168.1.104:443>

# 서비스할 도메인 IP:PORT입력

ServerName www.opa1.com

# 서비스할 도메인 입력

<Directory "c:/Program Files/IBM HTTP Server/htdocs1">
Options Indexes
AllowOverride None
order allow,deny
allow from all
</Directory>
DocumentRoot "c:/program files/ibm http server/htdocs1" # 해당 도메인 ROOT입력
DirectoryIndex index1.html
</VirtualHost>
<VirtualHost 192.168.1.103:443>

# 서비스할 도메인 IP:PORT입력

ServerName www.opa2.com

# 서비스할 도메인 입력

<Directory "c:/Program Files/IBM HTTP Server/htdocs2">
Options Indexes
AllowOverride None
order allow,deny
allow from all
</Directory>
DocumentRoot "c:/program files/ibm http server/htdocs2" # 해당 도메인 ROOT입력
DirectoryIndex index2.html
</VirtualHost>
SSLDisable
Keyfile "C:/Program Files/IBM/HTTPServer/ssl/www.opa.or.kr.kdb # kdb파일 위치 지정

[그림 2.17.2-1 IHS6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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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L인증서 파일 업로드 작업
1. 지정한 인증서의 위치로 파일명을 맞추어 진행
(ex www.opa.or.kr.kdb www.opa.or.kr.sth)
2. 발급 받은 인증서를 해당 위치에 업로드
3. 업로드 후 httpd.conf 환경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셋팅
3) IHS 웹 서버 재시작
bin/apachectl stop
bin/apachectl start

4) SSL 포트 확인
(명령어)
netstat –nap | grep httpd

(예시)
[root@localhost ~]# netstat –nap | grep httpd
tcp

0 0 :::80

:::* LISTEN

tcp

0 0 :::443

:::* LISTEN

[그림 2.17.2.1-2 IH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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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서 확인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예시)
[root@localhost ~]#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openssl x509 -noout –dates
notBefore=Jan 1 00:24:14 2018 GMT
notAfter=Dec 31 :38:20 2019 GMT

#인증서 시작일
#인증서 만료일

[그림 2.17.2.1-3 IHS6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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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Oracle HTTP Server
2.18.1 CSR 및 개인키 생성
1) 새로 생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림 2.18.1-1 OHS CSR 및 개인키 생성]
2) 인증서 생성 암호를 입력

[그림 2.18.1-2 OHS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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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 정보를 입력 후 확인 클릭

[그림 2.18.1-3 OHS CSR 및 개인키 생성]
4) 확인 클릭

[그림 2.18.1-3 OHS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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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SR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한 뒤 인증서 발급업체로 전달

[그림 2.18.1-6 OHS CSR 및 개인키 생성]
7) 생성 완료 후 인증키를 안전한 장소에 저장

[그림 2.18.1-7 OHS CSR 및 개인키 생성]
8) 확인을 클릭하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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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인증서 설치
2.18.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OHS 인증서 설치
opmn.xml 설정 파일을 확인합니다.
(명령어)
vi $ORACLE_HOME/opmn/conf/opmn.xml

(예시)
[oracle@localhost /]$ vi $ORACLE_HOME/opmn/conf/opmn.xml
<ias-component id="HTTP_Server">
<process-type id="HTTP_Server" module-id="OHS">
<module-data>
<category id="start-parameters">
<data id="start-mode" value="ssl-enabled"/> # ssl-disabled 로 되어있을 경우 수정
*
</category>
</module-data>
<process-set id="HTTP_Server" numprocs="1"/>
</process-type>
</ias-component>

[그림 2.18.2.1-1 OH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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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HS의 환경설정 파일인 httpd.conf 편집
(명령어)
vi /App/LOCALHOST/Apache/Apache/conf/httpd.conf

(예시)
[oracle@localhost /]$ vi /App/LOCALHOST/Apache/Apache/conf/httpd.conf
# 주석 처리 되어있을겨우 해제
<IfDefine SSL>
LoadModule ossl_module "/App/LOCALHOST/Apache/Apache/modules/mod_ossl.so"
</IfDefine>
# Include the SSL definitions and Virtual Host container
include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conf“ # 참조된 파일을 확인

[그림 2.18.2.1-2 OH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명령어)
ls -l
mv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cd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ls -l

(예시)
[oracle@localhost default]$ ls -l
drwxr-xr-x. 2 root root 4096 2018-01-01 14:03 cwallet.sso
[oracle@localhost default]$ mv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oracle@localhost default]$ cd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oracle@localhost default]$ ls -l
drwxr-xr-x. 2 root root 4096 2018-01-01 14:03 cwallet.sso

[그림 2.18.2.1-3 OH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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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SL 환경설정 파일 ssl.conf 편집
(명령어)
vi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conf

(예시)
[oracle@localhost /]$ vi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conf
<IfDefine SSL>
SSLPassPhraseDialog builtin
#SSLSessionCache none
#SSLSessionCache

dbm:/App/LOCALHOST/Apache/Apache/logs/ssl_scache

#SSLSessionCache
...(중략)
Listen 443 # 서비스 포트 설정
<VirtualHost *:443> # 가상호스트 설정
DocumentRoot "/App/LOCALHOST/Apache/Apache/htdocs"
ServerNae www.opa.or.kr
ServerAdmin you@your.address
ErrorLog "|/App/LOCALHOST/Apache/Apache/bin/rotatelogs \
/App/LOCALHOST/Apache/Apache/logs/error_ssl_log 43200"
TransferLog "|/App/LOCALHOST/Apache/Apache/bin/rotatelogs \
/App/LOCALHOST/Apache/Apache/logs/access_ssl_log 43200"
Port 443
...(중략)
SSLWallet file:/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 인증서가 업로드된 폴더를 위치로 지정
SSLWalletPassword a12345
# 인증서 패스워드 설정
<Files ~"\.(cgi|shtml)$"> SSLOptions +StdEnvVars
</Files>

[그림 2.18.2.1-4 OH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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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HS를 재시작합니다.
(명령어)
opmnctl stopall
opmnctl startall

6)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443 포트 Listen 된 상태에서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로컬에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명령어)
netstat -nap | grep httpd

(예시)
[oracle@localhost /]$ netstat -nap | grep httpd

tcp 0 0 :::80 :::* LISTEN
tcp 0 0 :::443 :::* LISTEN

[그림 2.18.2.1-5 OH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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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만료일 확인 방법
로컬에서 인증서 출력이 정상적으로 외부에서 https://[도메인] 으로 브라우저
접속시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 내부 방화벽(예: iptables ), 외부 방화벽 등에
SSL 포트가 Allow 또는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dev/null 2>&1 | openssl x509 –noout –
enddate

(예시)
[oracle@localhost /]$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dev/null 2>&1 | openssl x509 –noout –enddate

notAfter=Dec 20 23:59:59 2018 GMT

[그림 2.18.2.1-6 OH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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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8.2.1-7 OH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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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8.2.1-8 OHS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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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OHS 인증서 설치
opmn.xml 설정 파일을 확인합니다.
(명령어)
vi /App/LOCALHOST/opmn/conf/opmn.conf

(예시)
[oracle@localhost default]$ vi /App/LOCALHOST/opmn/conf/opmn.conf

<ias-component id="HTTP_Server">
<process-type id="HTTP_Server" module-id="OHS">
<module-data>
<category id="start-parameters">
<data id="start-mode" value="ssl-enabled"/> # disabled 로 되어있을 경우 enabled로 수정
</category>
</module-data>
<process-set id="HTTP_Server" numprocs="1"/>
</process-type>
</ias-component>

[그림 2.18.2.2-1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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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HS의 환경 파일인 httpd.conf 파일을 편집합니다.
(명령어)
vi /App/LOCALHOST/Apache/Apache/conf/httpd.conf

(예시)
[oracle@localhost default]$ vi /App/LOCALHOST/Apache/Apache/conf/httpd.conf

<IfDefine SSL> # 주석 처리 되어있을 경우 해제
LoadModule ossl_module "/App/LOCALHOST/Apache/Apache/modules/mod_ossl.so"
</IfDefine>
# Include the SSL definitions and Virtual Host container
include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conf" # 참조된 파일을 확인

[그림 2.18.2.2-2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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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명령어)
ls -l
mv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cd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ls -l

(예시)
[oracle@localhost default]$ ls -l
drwxr-xr-x. 2 root root 4096 2018-01-01 14:03 cwallet.sso
[oracle@localhost default]$ mv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oracle@localhost default]$ cd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oracle@localhost default]$ ls -l
drwxr-xr-x. 2 root root 4096 2018-01-01 14:03 cwallet.sso

[그림 2.18.2.2-3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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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SL 환경 설정 파일인 ssl.conf 파일을 편집합니다.(필요한 구문만 출력)
(명령어)
vi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conf

(예시)
[oracle@localhost default]$ vi /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conf
<IfDefine SSL>
SSLPassPhraseDialog builtin
SSLSessionCache shmcb:/App/LOCALHOST/Apache/Apache/logs/ssl_scache(512000)
SSLSessionCacheTimeout 300
SSLMutex file:/App/LOCALHOST/Apache/Apache/logs/ssl_mutex
SSLLog /App/LOCALHOST/Apache/Apache/logs/ssl_engine_log
SSLLogLevel warn
AddType application/x-x509-ca-cert .crt
AddType application/x-pkcs7-crl .crl
Listen 443

# 서비스 포트 설정

<VirtualHost *:443>

# 가상호스트 설정

...중략
SSLWallet file:/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 인증서가 업로드된 폴더를 위치로 지정
SSLWalletPassword a12345

# 인증서 패스워드 설정

<Files ~"\.(cgi|shtml)$"> SSLOptions +StdEnvVars
</Files>
...중략
</VirtualHost>

<VirtualHost *:443>

# 가상호스트 설정

[그림 2.18.2.2-4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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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SSLWallet file:/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 인증서 경로 설정
# 멀티 인증서의 경우 동일 경로로 설정
# Per-Server Logging:
# The home of a custom SSL log file. Use this when you want a
# compact non-error SSL logfile on a virtual host basis.
CustomLog /App/LOCALHOST/Apache/Apache/logs/ssl_request_log
\ "%t %h %{SSL_PROTOCOL}x %{SSL_CIPHER}x \"%r\" %b"
RewriteEngine on RewriteOptions inherit
</VirtualHost>
SSLWalletPassword a12345

# 인증서 패스워드 설정

..중략
</VirtualHost>
<VirtualHost *:443>

# 가상호스트 설정

DocumentRoot "/App/LOCALHOST/Apache/Apache/htdocs"
ServerNae www.eprivacy.or.kr
ServerAdmin you@your.address
ErrorLog "|/App/LOCALHOST/Apache/Apache/bin/rotatelogs \
/App/LOCALHOST/Apache/Apache/logs/error_ssl_log 43200"
TransferLog "|/App/LOCALHOST/Apache/Apache/bin/rotatelogs \
/App/LOCALHOST/Apache/Apache/logs/access_ssl_log 43200"
Port 443
SSLCipherSuite ALL:!ADH:!EXPORT56:+HIGH:+MEDIUM:+LOW:+SSLv2:+EXP
SSLWallet file:/App/LOCALHOST/Apache/Apache/conf/ssl.wlt/default
# 인증서가 업로드된 폴더를 위치로 지정
SSLWalletPassword a12345

# 인증서 패스워드 설정

<Files ~"\.(cgi|shtml)$"> SSLOptions +StdEnvVars
</Files>

[그림 2.18.2.2-5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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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HS를 재시작합니다.
(명령어)
opmnctl stopall
opmnctl startall

[oracle@localhost default]$ opmnctl stopall
[oracle@localhost default]$ opmnctl startall

[그림 2.18.2.2-6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인증서를 확인합니다.
443 포트 Listen 된 상태에서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로컬에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명령어)
netstat -nap | grep httpd

(예시)
[oracle@localhost default]$ netstat -nap | grep httpd
tcp 0 0 :::80 :::* LISTEN
tcp 0 0 :::443 :::* LISTEN

[그림 2.18.2.2-7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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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만료일 확인 방법
로컬에서 인증서 출력이 정상적이고 외부에서 https://[도메인]으로 브라우
저 접속 시 통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내부 방화벽(예. iptables), 외부 방화벽
등에 SSL 포트가 Allow 또는

웹방화벽에 인증서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확인

합니다.
(명령어)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dev/null 2>&1 | openssl x509 -noout –
enddate

(예시)
[oracle@localhost default]$ openssl s_client -connect localhost:443 < /dev/null 2>&1 | openssl x509 -noout –enddate
notAfter=Dec 20 23:59:59 2018 GMT

[그림 2.18.2.2-8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8)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인
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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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8.2.2-9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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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8.2.2-10 OHS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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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Iplanet
2.19.1 CSR 및 개인키 생성
1) 웹 브라우저에서 관리자창 으로 접속, 인증서를 설치할 서버를 선택하고
manage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1-1 Iplanet CSR 및 개인키 생성]
2). Security 탭을 선택한 후, 인증서 Trust Database 를 생성 후 password를
입력합니다.

[그림 2.19.1-2 Iplanet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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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 생성을 위해 Request a Certificate 를 선택합니다.

[그림 2.19.1-3 Iplanet CSR 및 개인키 생성]
4)

인증서

생성이

완료되면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에서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복사하여, 메모장 등에 복사합니다.

[그림 2.19.1-4 Iplanet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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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인증서 설치
2.19.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발급 받은 인증서를 서버 경로의 config폴더에 이동 후 업로드 합니다.
기존 인증서가 있을시 백업 진행 후 파일명은 cert8.db와 key3.db로 변경합
니다.

[그림 2.19.2.1-1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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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관리콘솔 접속하여 수정된 인스턴스 구성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1-2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구성 가져오기 및 배포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1-3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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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버 인증서 항목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1-4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발급받은 인증서의 패스워드 입력 후 확인 클릭, 닫기를 누릅니다.

[그림 2.19.2.1-5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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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서의 정상 등록을 확인합니다.

[그림 2.19.2.1-6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7) 홈페이지로 이동 후 구성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1-7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8) HTTP Listener 항목으로 이동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19.2.1-8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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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빈칸에 정보를 입력 후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그림 2.19.2.1-9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0)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1-10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 276 -

11) 리스너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2.19.2.1-11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2) 가상서버 항목으로 이동하여 인증서를 적용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그림 2.19.2.1-12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3) HTTP Listener 항목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림 2.19.2.1-13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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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새로 생성한 Listener를 선택합니다.

[그림 2.19.2.1-14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5) 정상적으로 추가된 Listener를 확인 후 저장합니다.

[그림 2.19.2.1-15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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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경된 내용을 배포 후 서버 재시작을 합니다.
17)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9.2.1-16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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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9.2.1-17 Iplanet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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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인증서 설치
2.19.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발급 받은 인증서를 서버 경로의 config폴더에 이동 후 업로드 합니다.
기존 인증서가 있을시 백업 진행 후 파일명은 cert8.db와 key3.db로 변경
합니다.

[그림 2.19.2.2-1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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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관리콘솔 접속하여 수정된 인스턴스 구성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2-2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3) 구성 가져오기 및 배포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2-3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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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버 인증서 항목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2-4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5) 발급받은 인증서의 패스워드 입력 후 확인 클릭, 닫기를 누릅니다.

[그림 2.19.2.2-5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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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서의 정상 등록을 확인합니다.

[그림 2.19.2.2-6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7) 홈페이지로 이동 후 구성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2-7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8) HTTP Listener 항목으로 이동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2.19.2.2-8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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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빈칸에 정보를 입력 후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그림 2.19.2.2-9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0)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림 2.19.2.2-10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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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리스너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2.19.2.2-11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2) 가상서버 항목으로 이동하여 인증서를 적용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그림 2.19.2.2-12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3) HTTP Listener 항목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림 2.19.2.2-13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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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새로 생성한 Listener를 선택합니다.

[그림 2.19.2.2-14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5) 정상적으로 추가된 Listener를 확인 후 저장합니다.

[그림 2.19.2.2-15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 287 -

16) 변경된 내용을 배포 후 서버 재시작을 합니다.
17)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19.2.2-16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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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19.2.2-17 Iplanet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 289 -

2.20 Weblogic 11
2.20.1 CSR 및 개인키 생성
1) 키 생성을 위해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예시)
[root@mail mailcsr]# 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확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www.opa.or.kr [도메인]
조직 단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Dev Team [부서명]
조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구/군/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Seocho-gu [구/군/시]
시/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Seoul [시/도]
이 조직의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Unknown]: KR [국가코드]
CN=www.ucert.co.kr, OU=UCERT, O=Korea Corporation Security, L=Seocho-gu, ST=Seoul, C=KR이(가) 맞습니까?
[아니오]: y
<opa>에 대한 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keystore 암호와 같은 경우 Enter를 누르십시오):
[root@mailcsr]#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20.1-1 weblogic11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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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키(PrivateKey)를 생성합니다.
비밀키 생성 시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공개키(CSR)를 생성합니다.
(명령어)
keytool -certreq -alias [별칭] -file [생성할 CSR파일명] -keystore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certreq -alias opa -file www.ucert.co.kr.csr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그림 2.20.1-2 weblogic11 CSR 및 개인키 생성]
3) 공개키(CSR)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아래의 명령어로 CSR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cat [3번에서 생성한 CSR 파일명].csr

(예시)
[[root@mail csr]# cat www.opa.or.kr.csr
-----BEGINCERTIFICATEREQUEST----MIIC7zCCAdcCAQAwgYAxCzAJBgNVBAYTAktSMQ4wDAYDVQQIDAVTZW91bDESMBAG
A1UEBwwJU2VvY2hvLWd1MSMwIQYDVQQKDBpLb3JlYSBDb3Jwb3JhdGlvbiBTZWN1
cml0eTEOMAwGA1UECwwFVUNFUlQxGDAWBgNVBAMMD3d3dy51Y2VydC5jby5rcjCC
ASIwDQYJKoZIhvcNAQEBBQADggEPADCCAQoCggEBAKMVGkya5m+jZIUym6z/akHr
Wr6/CUyWzdQV501PEXHN6xVPWaLCQF/kLMPo854ebMbIsg3E323oicmL5PLFLLUU
vm+TiIJ5ASl+TQgQFvV4JSdb1JZT2hiyEI3KfWSAV1BLCtpVp1XG7TU8KpBYuneP
p3gZPL3k3M+nHQz/af2Um1f3P8BB1YeRNso9C/+oLcgKKBEdXnZMb72SUxHt9GBS
FfaGvtmAOa91rBiZBY9V/ws8VjXa9H7I/i2f9ZB8++k7uNWOBmRrGKrXBENgOBLo
Ad3dBK7isrrfyvu3bxMCdXvGuVDJr0b7Jy7Pzk25oQHlth0YLAl5boMX6MY/NDEC
AwEAAaApMCcGCSqGSIb3DQEJDjEaMBgwCQYDVR0TBAIwADALBgNVHQ8EBAMCBeAw
DQYJKoZIhvcNAQEFBQADggEBAGSvSeLd7+YjNgeIszugewKARoszSJoiFsFLGyvM
4zz3x85eNwIc6tCIvuf2bc+DUtstqE4m4WQJy1tbIMuFTk3HSq8sdwjuKuJhJIyO
Kskqly1lCxfV1uayOmqJN7V+jCCz3Jf2UvMPHIClpGa+pNBOk9drzOtZPUqMTIRa
rLTpQjnaiotqaV3T27RwTlYc3Z3PfE+i0EYyNto1smhUbQim/hdkf/iDyFgbgQ6W
Gbb89uTBMK4msKqmJCGadQkaE2s8LyotPoHQBGRQAIXN5MAOo/eS2IaY0ZfaZUmp
tqB6It/i4JjgdFUKE6oli7zdu+T46fynN/bgYx9OdXOcCQQ=
-----ENDCERTIFICATEREQUEST-----

[그림 2.20.1-3 weblogic11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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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에 전달
2)에서 생성하여 저장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달
합니다.
(주의사항)
1.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2.20.2 인증서 설치
2.20.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http://localhost(또는 서버 IP):7001/console 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그림 2.20.2.1-1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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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메인 구조 창에서 환경 -> 서버를 선택합니다.

[그림 2.20.2.1-2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3) 우측 구성 탭에서 “이 테이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림 2.20.2.1-3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 293 -

4) 보기 열에서 SSL 사용, SSL 수신 포트, SSL 수신 포트 사용을 선택
선택한 항목으로 이동

[그림 2.20.2.1-4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5) 적용되었는지 확인후에 아래 적용 클릭합니다.

[그림 2.20.2.1-5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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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버에 SSL사용, SSL수신포트 항목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서버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림 2.20.2.1-6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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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 일반으로 이동하여 아래에 SSL수신 포트 사용에 체크하고
SSL 수신 포트를 입력합니다.

[그림 2.20.2.1-7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8) 키 저장소 탭으로 이동하여 키 저장소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림 2.20.2.1-8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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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 정의 ID 및 Java 표준 보안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

[그림 2.20.2.1-9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0) 그림을 참조하여 키 저장소 항목에 맞게 세팅 후 저장합니다.
(Java 키 저장소 기본 패스워드 : changeit)

[그림 2.20.2.1-10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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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SL 클릭하여 ID 및 보안 위치가 키 저장소인지 확인하고 ID항목을 셋
팅하고 저장합니다. (개인 키 별칭은 keystore 생성시 alias 명)

[그림 2.20.2.1-11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2) “고급” 탭을 활성화 하여 “JSSE SSL 사용” 체크 후 “저장”합니다.

[그림 2.20.2.1-12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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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든 변경이 활성화되었습니다.”를 확인 후 https//Mydomain:SSL 포트
로 접속 후 확인.

[그림 2.20.2.1-13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4)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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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20.2.1-14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20.2.1-15 weblogic1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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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인증서 설치
2.20.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http://localhost(또는 서버 IP):7001/console 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그림 2.20.2.2-1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도메인 구조 창에서 환경 -> 서버를 선택합니다.

[그림 2.20.2.2-2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 301 -

3) 우측 구성 탭에서 “이 테이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림 2.20.2.2-3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4) 보기 열에서 SSL 사용, SSL 수신 포트, SSL 수신 포트 사용을 선택
선택한 항목으로 이동

[그림 2.20.2.2-4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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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었는지 확인후에 아래 적용 클릭합니다.

[그림 2.20.2.2-5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서버에 SSL사용, SSL수신포트 항목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서버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림 2.20.2.2-6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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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 일반으로 이동하여 아래에 SSL수신 포트 사용에 체크하고 SSL
수신 포트를 입력합니다.

[그림 2.20.2.2-7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8) 키 저장소 탭으로 이동하여 키 저장소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림 2.20.2.2-8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 304 -

9) 사용자 정의 ID 및 Java 표준 보안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림 2.20.2.2-9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0) 그림을 참조하여 키 저장소 항목에 맞게 세팅 후 저장합니다.
(Java 키 저장소 기본 패스워드 : changeit)

[그림 2.20.2.2-10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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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SL을 클릭하여 ID 및 보안 위치가 키 저장소인지 확인하고 ID항목을
셋팅하고 저장합니다. (개인 키 별칭은 keystore 생성시 alias 명)

[그림 2.20.2.2-11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2) 고급 탭을 활성화 하여 JSSE SSL 사용 체크 후 저장합니다.

[그림 2.20.2.2-12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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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든 변경이 활성화되었습니다.”를 확인 후 https//Mydomain:SSL 포트로
접속 후 확인.

[그림 2.20.2.2-13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4)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인
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20.2.2-14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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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20.2.2-15 weblogic11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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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Weblogic 12
2.21.1 CSR 및 개인키 생성
1) 키 생성을 위해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
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예시)
[root@mail mailcsr]# keytool -genkey -alias opa -keyalg RSA -keysize 2048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확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www.opa.or.kr [도메인]
조직 단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Dev Team [부서명]
조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 [회사명]
구/군/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Seocho-gu [구/군/시]
시/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Unknown]: Seoul [시/도]
이 조직의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Unknown]: KR [국가코드]
CN=www.ucert.co.kr, OU=UCERT, O=Korea Corporation Security, L=Seocho-gu, ST=Seoul, C=KR이(가) 맞습니까?
[아니오]: y
<opa>에 대한 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keystore 암호와 같은 경우 Enter를 누르십시오):
[root@mailcsr]#
[root@mailcsr]#ls
www.opa.or.kr.key

[그림 2.21.1-4 weblogic12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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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키(PrivateKey)를 생성합니다.
비밀키 생성 시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공개키(CSR)를 생성합니다.
(명령어)
keytool -certreq -alias [별칭] -file [생성할 CSR파일명] -keystore [키스토어명]

(예시)
[root@mailcsr]#keytool -certreq -alias opa -file www.ucert.co.kr.csr –keystore www.opa.or.kr.key
keystore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
[root@mailcsr]#ls
www.opa.or.kr.csr www.opa.or.kr.key

[그림 2.21.1-5 weblogic12 CSR 및 개인키 생성]
3) 공개키(CSR)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 아래의 명령어로 CSR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어)
cat [3번에서 생성한 CSR 파일명].csr

(예시)
[[root@mail csr]# cat www.opa.or.kr.csr
-----BEGINCERTIFICATEREQUEST----MIIC7zCCAdcCAQAwgYAxCzAJBgNVBAYTAktSMQ4wDAYDVQQIDAVTZW91bDESMBAG
A1UEBwwJU2VvY2hvLWd1MSMwIQYDVQQKDBpLb3JlYSBDb3Jwb3JhdGlvbiBTZWN1
cml0eTEOMAwGA1UECwwFVUNFUlQxGDAWBgNVBAMMD3d3dy51Y2VydC5jby5rcjCC
ASIwDQYJKoZIhvcNAQEBBQADggEPADCCAQoCggEBAKMVGkya5m+jZIUym6z/akHr
Wr6/CUyWzdQV501PEXHN6xVPWaLCQF/kLMPo854ebMbIsg3E323oicmL5PLFLLUU
vm+TiIJ5ASl+TQgQFvV4JSdb1JZT2hiyEI3KfWSAV1BLCtpVp1XG7TU8KpBYuneP
p3gZPL3k3M+nHQz/af2Um1f3P8BB1YeRNso9C/+oLcgKKBEdXnZMb72SUxHt9GBS
FfaGvtmAOa91rBiZBY9V/ws8VjXa9H7I/i2f9ZB8++k7uNWOBmRrGKrXBENgOBLo
Ad3dBK7isrrfyvu3bxMCdXvGuVDJr0b7Jy7Pzk25oQHlth0YLAl5boMX6MY/NDEC
AwEAAaApMCcGCSqGSIb3DQEJDjEaMBgwCQYDVR0TBAIwADALBgNVHQ8EBAMCBeAw
DQYJKoZIhvcNAQEFBQADggEBAGSvSeLd7+YjNgeIszugewKARoszSJoiFsFLGyvM
4zz3x85eNwIc6tCIvuf2bc+DUtstqE4m4WQJy1tbIMuFTk3HSq8sdwjuKuJhJIyO
Kskqly1lCxfV1uayOmqJN7V+jCCz3Jf2UvMPHIClpGa+pNBOk9drzOtZPUqMTIRa
rLTpQjnaiotqaV3T27RwTlYc3Z3PfE+i0EYyNto1smhUbQim/hdkf/iDyFgbgQ6W
Gbb89uTBMK4msKqmJCGadQkaE2s8LyotPoHQBGRQAIXN5MAOo/eS2IaY0ZfaZUmp
tqB6It/i4JjgdFUKE6oli7zdu+T46fynN/bgYx9OdXOcCQQ=
-----ENDCERTIFICATEREQUEST-----

[그림 2.21.1-6 weblogic12 CSR 및 개인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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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에 전달
2)에서 생성하여 저장된 CSR 파일을 보안서버 인증서 전문 발급 업체로 전
달 합니다.
(주의사항)
4. CSR 파일 전달 시 -----BEGIN NEW CERTIFICATE REQUEST----- 부터 -----END
NEW CERTIFICATE REQUEST----- 까지 입력된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5. 생성 된 개인키 및 CSR 파일이 유출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생성 된 개인키는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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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인증서 설치
2.21.2.1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 http://localhost(또는 서버 IP):7001/console 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림 2.21.2.1-1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2) 도메인 구조 창에서 환경 -> 서버를 선택합니다.

[그림 2.21.2.1-2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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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측 구성 탭에서 “이 테이블 사용자 정의”를 선택 합니다.

[그림 2.21.2.1-3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보기 열에서 SSL 사용, SSL 수신 포트, SSL 수신 포트 사용 선택 후
선택한 항목 란 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2.21.2.1-4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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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었는지 확인후에 아래 적용 클릭 합니다.

[그림 2.21.2.1-5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서버에 SSL 사용, SSL수신포트 항목란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서버관리를 클릭 합니다.

[그림 2.21.2.1-6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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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 -> 일반으로 이동하여 아래에 SSL 수신 포트 사용에 체크하고 SSL
수신 포트를 입력, 설정 후 저장을 선택 합니다.

[그림 2.21.2.1-7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8) 키 저장소 탭으로 이동하여 키 저장소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림 2.21.2.1-8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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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 정의 ID 및 Java 표준 보안”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 합니다.

[그림 2.21.2.1-9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0) 그림을 참조하여 키 저장소 항목에 맞게 세팅 후 저장합니다.
(Java 키 저장소 기본 패스워드: changeit)

[그림 2.21.2.1-10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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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SL 란으로 이동하여 ID 및 보안 위치가 키 저장소인지 확인하고 ID 항
목을 세팅하고 저장합니다.(개인 키 별칭은 keystore 생성시 alias 명)

[그림 2.21.2.1-11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2) “모든 변경이 활성화되었습니다.”메시지 확인 뒤
https//Mydomain:SSL포트로 접속 후 확인.

[그림 2.21.2.1-12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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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21.2.1-13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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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21.2.1-14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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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인증서 설치
2.21.2.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1) http://localhost(또는 서버 IP):7001/console 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림 2.21.2.2-1 weblogic12 멀티(Multi)/와일드카드(WildCard)형 보안서버 인증서]
2) 도메인 구조 창에서 환경 -> 서버를 선택합니다.

[그림 2.21.2.2-2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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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측 구성 탭에서 “이 테이블 사용자 정의”를 선택 합니다.

[그림 2.21.2.2-3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4) 보기 열에서 SSL 사용, SSL 수신 포트, SSL 수신 포트 사용 선택 후
선택한 항목 란 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2.21.2.2-4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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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었는지 확인후에 아래 적용 클릭 합니다.

[그림 2.21.2.2-5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6) 서버에 SSL 사용, SSL수신포트 항목란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서버관리를 클릭 합니다.

[그림 2.21.2.2-6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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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 -> 일반으로 이동하여 아래에 SSL 수신 포트 사용에 체크하고 SSL
수신 포트를 입력, 설정 후 저장을 선택 합니다.

[그림 2.21.2.2-7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8) 키 저장소 탭으로 이동하여 키 저장소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림 2.21.2.2-8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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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 정의 ID 및 Java 표준 보안”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 합니다.

[그림 2.21.2.2-9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0) 그림을 참조하여 키 저장소 항목에 맞게 세팅 후 저장합니다.
(Java 키 저장소 기본 패스워드: changeit)

[그림 2.21.2.2-10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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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SL 란으로 이동하여 ID 및 보안 위치가 키 저장소인지 확인하고 ID 항
목을 세팅하고 저장합니다.(개인 키 별칭은 keystore 생성시 alias 명)

[그림 2.21.2.2-11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2) “모든 변경이 활성화되었습니다.”메시지 확인 뒤
https//Mydomain:SSL포트로 접속 후 확인.

[그림 2.21.2.2-12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13) 웹사이트에서 HTTPS 확인
포트 오픈 및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https://도메인 주소를 확
인하여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인증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에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 한 경우, 주소 뒤에 별도의 포트 지정
없이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하여 보안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5 -

만약, 443 이 외 포트를 지정하신 경우,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로 접
속해야지만 보안서버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 접속 시 주의하세요.
(443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21.2.2-13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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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외 포트 인증서 설치 시)
https://도메인주소:포트번호

[그림 2.21.2.2-14 weblogic12 싱글(Single)형 보안서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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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http://에서 https:// 리다이렉트 방법
보안서버는 인증서 설치 후, 클라이언트 PC에서 웹사이트 접속 시 https://
프로토콜로 접속할 수 있도록 리다이랙션(Redirection)을 설정해야 합니다.
소스를 수정하여 일부 페이지만 https:// 통신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최근 브라우저사들의 강화된 보안정책으로 일부 페이지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통신 시 “주의 요함”의 문구가 출력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서버 설치 후
반드시 서버에서 리다이랙트를 설정하여 모든 페이지가 암호화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전체 웹사이트 https:// 프로토콜 설정 시 이미지, 동영상 등의 파일도
함께 암호화되기 때문에 일부 페이지 https:// 소스 수정방식에 비해 서버의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1. Apache
(명령어)
위치: Vhost 설정파일
Redirect / https://www.opa.or.kr

(예시)
[Apache]
<VirtualHost www.opa.or.kr:80>
ServerName www.opa.or.kr
DocumentRoot /home/www.opa.or.kr
ServerAlias opa.or.kr
Redirect / https://www.opa.or.kr
</VirtualHost>

[그림 1-1 리다이렉트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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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S
2.1 IIS를 실행 후 리다이렉트 할 도메인을 더블 클릭 합니다.

[그림 1-2 리다이렉트 Apache]
2. “HTTPRedirect”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HTTPRedirect” 아이콘이 없을
경우, 서버관리자에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림 1-3 리다이렉트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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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크 박스에 체크 후 리다이렉트 될 URL을 입력 합니다.
http://www.opa.or.kr 을 접속 후, https://www.opa.or.kr 로 리다이렉트
설정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https://www.opa.or.kr URL을 입력합니다.

[그림 1-4 리다이렉트 Apache]
4. Apply를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그림 1-5 리다이렉트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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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트에서 설정한 리다이렉트 URL로 이동하는지 확인 합니다.
http://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1-6 리다이렉트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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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mcat
3.1 {$tomcat_home}/conf/web.xml 파일에서 아래 설정 구문을 마지막 하
단 </web-app> 구문 위에 넣어 주도록 합니다.
(구문)
<security-constraint>
<web-resource-collection>
<web-resource-name>Entire Application</web-resource-name>
<url-pattern>/*</url-pattern>
</web-resource-collection>
<user-data-constraint>
<transport-guarantee>CONFIDENTIAL</transport-guarantee>
</user-data-constraint>
</security-constraint>

[그림 2-1 tomcat 리다이렉트]
(예시)

[그림 2-2 tomcat 리다이렉트]
3.2 server.xml의 “http Connector” 부분에서 지정한 리다이렉트 될 SSL 포
트로 설정 합니다.
“redirectPort”를 “444”로 설정 시 “444” port로 리다이렉트 하게 됩니다.
만일, SSL(HTTPS) 포트가 8443 이라면, 8443 포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opa.or.kr 에서 https://www.opa.or.kr:8443 으로 접속)
(예시)

[그림 2-3 tomcat 리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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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omcat 프로세스 재시작을 진행 합니다.
[root@localhost /bin]#./shutdown.sh
[root@localhost /bin]#./startup.sh

[그림 2-3 tomcat 리다이렉트]
3.4 사이트 접속하여 리다이렉트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http://도메인주소 로 접속

[그림 2-4 tomcat 리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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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설정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
1. ‘DLG_FLAGS_SEC_CERT_CN_INVALID’ 오류
(오류)

[그림 1.1 서버 설정 오류-1]
(원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도메인 주소와 설치를 진행한 도메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발생합니다.
(해결방안)
보안서버 인증서의 도메인 주소(CN 값)과 설치한 도메인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설치할 도메인의 보안서버 인증서를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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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보안 인증서는 신뢰할 만한 인증 기관에서 발급
한 것이 아닙니다.‘ 오류
(오류)

[그림 1.1 서버 설정 오류-2]
(원인)
브라우저에서 보안서버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웹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한 사설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
는 문제입니다.
(해결방안)
공인된 CA를 통해 발급 받은 인증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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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LG_FLAGS_SEC_CERT_DATE_INVLID“ 오류
(오류)

[그림 1.1 서버 설정 오류-2]
(원인)
만료된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하였거나, 브라우저에서 유효하지 않은 인증
서로 인식하는 경우
(해결방안)
보안서버 인증서는 공인인증서처럼 지정된 만료일자 및 시간이 등록되어있
습니다. 만료된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했을 경우, 인증서 갱신이 필요하며,
간혹 클라이언트 PC의 날짜 설정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PC 시간 설정에 오류가 있진 않은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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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페이지의 주소 및 자물쇠 확인
보안서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적용된 경우, 웹사이트의 주소가
https:// 로 접속되며, 주소창의 자물쇠를 클릭하여 보안서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보안서버 인증서가 설치된 웹사이트(IE11)]

[그림 1 보안서버 인증서가 설치된 웹사이트(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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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우저의 속성 확인
웹페이지의 속성을 확인하면 보안서버 암호화 통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익스플로러(IE11) 속성 확인방법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 속성

2) 인증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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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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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크롬 속성 확인방법
1) 개발자도구(f12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 검사)에서 Security 선택

2) View certificat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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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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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킷 확인
패킷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 입니다.
분할된 패킷에는 목적지의 인터넷 주소가 기록 되며, 패킷의 정보를 확인하여
암호화 통신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서버를 통한 암호화 통신을 하지 않을 경우, 웹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은 패킷형태로 전달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 통신)
웹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전달한 결과 : name, test 등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

[그림 1 http 통신]

(HTTPS 통신)
웹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전달한 패킷 결과 : 정보가 암호화되어 전달

[그림 2 https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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