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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 Gateway 설치, 구성
및 작동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문서는 시스템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대상
본 문서는 SGD Gateway의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웹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Windows 및 UNIX
플랫폼의 일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2 문서 구성
본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장. SGD Gateway 설치에서는 SGD Gateway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2장. SGD Gateway 구성에서는 네트워크에 맞게 SGD Gateway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부록 A. SGD Gateway 구조 개요에서는 SGD Gateway의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 부록 B. 명령줄 참조에서는 명령줄에서 SGD Gateway를 구성 및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부록 C. 고급 구성에서는 SGD Gateway의 리플렉션 서비스를 구성 및 사용하는 방법을 비롯한 SGD Gateway의 고급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 부록 D. SGD Gateway 문제 해결에는 SGD Gateway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한 문제 해결 정보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3 관련 문서
본 제품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technetwork/documentation/sgd-193668.html

4 규약
본 문서에 사용된 텍스트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 의미
굵은 글씨체 굵은 글씨체는 작업과 관련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또는 텍스트나 용어

집에 정의된 용어를 의미합니다.
기울임꼴 기울임꼴은 책 제목, 강조 또는 특정 값을 적용하는 위치 표시자 변수를 의미합니

다.
monospace 고정 폭 글꼴은 단락 내 명령, URL, 예제 코드,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또는 사용

자 입력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5 문서 개정
문서 생성 날짜: 2017-04-05 (revision: 4946)

http://www.oracle.com/technetwork/documentation/sgd-1936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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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SGD Gateway 설치
이 장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SGD Gateway)를 간단하게 소개한 후 SGD Gateway 소프트웨어
를 설치 및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 장에는 SGD Gateway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의 세부정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절. “SGD Gateway 정보”

• 1.2절. “시스템 요구사항”

• 1.3절. “설치 수행”

• 1.4절. “SGD Gateway 업그레이드”

• 1.5절. “SGD Gateway에 패치 적용”

1.1 SGD Gateway 정보
SGD Gateway는 DMZ(Demilitarized Zone)에서 SGD 어레이 앞에 배치되도록 설계된 프록시 서버입니다. 그러면 SGD
어레이를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레이의 SGD 서버에 대한 연결을 수행하기 전에 DMZ에
서 모든 연결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통과(방화벽 전달이라고도 함)를 사용하여 SGD 서버를 실행하는 대신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GD Gateway는 어레이의 SGD 서버에 대한 HTTP 연결의 로드 균형 조정을 관리합니다.

1.2 시스템 요구사항
SGD Gateway 호스트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플랫폼 지원 및 릴리스 노트에 나
와 있습니다.

SGD Gateway 호스트에 sgdgsys 사용자와 sgdgserv 그룹이 필요합니다. 이 사용자와 그룹이 Gateway 호스트에 없을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Linux 플랫폼: 필수 사용자와 그룹이 Gateway 패키지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Oracle Solaris 플랫폼: 설치 중 필수 사용자와 그룹을 수동으로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를 실행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주의

Oracle 제품 설명서에 기술된 대로 sgdgserv 그룹에만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다음 요구사항은 SGD Gateway와 함께 사용되는 SGD 서버에 적용됩니다.

• 방화벽 전달. Gateway와 함께 사용되는 SGD 서버에서 방화벽 전달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SGD 표준 설치
의 경우 방화벽 전달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 SGD 버전. 항상 Gateway 5.3 버전과 함께 SGD 5.3 버전을 사용합니다.

• 시계 동기화. SGD 서버와 SGD Gateway의 시스템 시계가 동기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NTP(Network Time Protocol)
소프트웨어 또는 rdate 명령을 사용하여 시계가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GD 서버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플랫폼 지원 및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
십시오.

1.2.1 네트워크 요구사항
SGD Gateway 배치 시 IPv6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v6 지원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네트워크 주소 및
Gateway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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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IPv6 지원은 SGD Gateway에 대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Pv4 주소와 함께 IPv6 주소가 지원
됩니다.

IPv6 네트워크 주소에 바인드하도록 Gateway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6절. “SGD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1.2.2 알려진 문제
이 SGD Gateway 릴리스의 알려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플랫폼 지원 및 릴리스 노
트를 참조하십시오.

1.3 설치 수행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는 pkgadd 명령을 사용하여 SGD Gateway를 설치합니다.

Linux 플랫폼에서는 yum 명령을 사용하여 SGD Gateway를 설치합니다. 패키지 종속성이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하려면
적합한 Linux 패키지 저장소를 사용하도록 yum을 구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저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ISO 이미지에
서 Linux 패키지 저장소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SGD Gateway는 /opt/SUNWsgdg/proxy/etc 디렉토리에 설치됩니다.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는 설치 프로
그램에서 설치 디렉토리를 묻는 프롬프트를 표시할 때 설치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1 SGD Gateway를 설치하는 방법
1. 호스트의 임시 디렉토리에 SGD Gateway 패키지를 저장합니다.

설치 매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패키지는 gateway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또는 https://server.example.com의 SGD 웹 서버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서
server.example.com은 SGD 서버의 이름입니다. SGD 웹 서버 시작 페이지가 표시되면 Install the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설치)를 누릅니다.

다음은 패키지 파일입니다.

• SUNWsgdg-version.sol-x86_64.pkg - x86 플랫폼에 있는 Oracle Solaris의 경우

• SUNWsgdg-version.sol-sparcv9.pkg - SPARC 기술 플랫폼에 있는 Oracle Solaris의 경우

• SUNWsgdg-version.x86_64.rpm - Linux 플랫폼의 경우

여기서 version은 SGD Gateway 버전 번호입니다.

2.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3. SGD Gateway를 설치합니다.

패키지 파일이 압축된 경우 설치하기 전에 확장해야 합니다.

x86 플랫폼의 Oracle Solaris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pkgadd -d /tempdir/SUNWsgdg-version.sol-x86_64.pkg

SPARC 기술 플랫폼의 Oracle Solaris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pkgadd -d /tempdir/SUNWsgdg-version.sol-sparcv9.pkg

주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설치에 실패하고 pwd: cannot determine current directory!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tempdir 디렉토리로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3/html/install-prepare.html#install-create-linux-repo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3/html/install-prepare.html#install-create-linux-r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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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플랫폼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yum install --nogpgcheck /tempdir/SUNWsgdg-version.x86_64.rpm

4. SGD Gateway 패키지가 패키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racle Solaris 플랫폼:

# pkginfo -x SUNWsgdg

Linux 플랫폼:

# rpm -qa | grep -i SUNWsgdg

5. SGD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etup

SGD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은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제공합니다.

• SGD Gateway 포트 설정. SGD Gateway에서 들어오는 연결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및 포트입니다. 기본적으로
SGD Gateway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포트 443에서 수신 대기합니다.

• 네트워크 시작점. 클라이언트 장치가 SGD Gateway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IP 주소 또는 DNS 이름과 포트입니
다. 이는 SGD Gateway의 주소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로드 밸런서 또는 다른 외부
장치의 주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SGD Gateway(gateway1.example.com)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네트워크 시작점에 대해
gateway1.example.com:443을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로드 밸런서를 통해 SGD Gateway(lb.example.com)에 연결하는 경우 네트워크 시작점에 대해
lb.example.com:443을 입력합니다.

주

나중에 gateway config create 명령을 사용하여 이러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2.1.1
절. “SGD Gateway에 대한 포트 및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SGD Gateway의 추가 구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SGD Gateway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1.4 SGD Gateway 업그레이드
이 절에서는 SGD Gateway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GD Gateway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키 저장소, 경로 지정 프록시 구성 파일 등 대부분의 원본 구성이 유지됩니다. 업
그레이드한 후 Gateway를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IPv6 지원에 대한 현재 설정은 보존됩니다. IPv4 Gateway를 업그레이드할 때 IPv6 지원을 사용으로 설정할지 여부를 묻
는 설치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업그레이드 로그는 /opt/SUNWsgdg/proxy/var/log/upgrade_oldversion_newversion.log에 생성됩니다. 여기서
oldversion은 이전 버전의 SGD Gateway이고, newversion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SGD Gateway입니다.

업그레이드 시 SGD Gateway는 모든 사용자정의 Apache 웹 서버 파일과 리플렉션 서비스 구성 파일을 계속 사용합니
다. 이러한 파일은 업그레이드 로그에 나열됩니다. 업그레이드 후 사용자정의 파일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iff 등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일을 비교하고 변경된 사항을 표시합니다.

Gateway 로깅 등록 정보 파일 /opt/SUNWsgdg/proxy/etc/logging.properties의 변경사항은 업그레이드 시 유지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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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SGD Gateway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1. SGD Gateway를 통해 실행 중인 사용자 세션과 응용 프로그램 세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최신 버전의 SGD Gateway를 설치합니다.

1.3.1절. “SGD Gateway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SGD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현재 구성 설정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1.5 SGD Gateway에 패치 적용
gateway patch 명령을 사용하여 SGD Gateway에 패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Java 아카이브와 같은 Gateway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합니다.

gateway patch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12절. “gateway patch”를 참조하십시오.

1.5.1 SGD Gateway에 패치를 설치하는 방법
패치 파일들은 아카이브 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카이브 파일은 tar 또는 tar.gz 형식이어야 합니다.

1.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op

2. 소프트웨어 패치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patch add --file patch-file

여기서 patch-file은 패치 파일 아카이브의 전체 경로입니다.

3. SGD Gateway를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rt

4. 패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patch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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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SGD Gateway 구성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배치 시나리오에 맞게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SGD Gateway)를 구성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SGD Gateway를 시작하고 중지하는 방법 및 SGD Gateway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
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절. “SGD Gateway 배치”

• 2.2절. “SGD Gateway 구성 작업”

• 2.3절. “SGD Gateway 제어”

• 2.4절. “SGD Gateway 제거”

2.1 SGD Gateway 배치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SGD Gateway 배치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합니다.

• 2.1.1절. “기본 배치”

• 2.1.2절. “로드 균형 조정된 배치”

2.1.1 기본 배치
이 절에서는 SGD Gateway 기본 배치의 구성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 배치는 그림 2.1. “단일 SGD Gateway를 사용한 기본 배치”와 같이 단일 SGD Gateway를 사용합니다.

그림 2.1 단일 SGD Gateway를 사용한 기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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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배치 구성에는 표 2.1. “SGD Gateway의 기본 배치 연결”과 같은 연결 구성이 포함됩니다.

표 2.1 SGD Gateway의 기본 배치 연결

연결 구성 단계
클라이언트 장치와 SGD Gateway
간

1.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포트와 연결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SGD Gateway를 설치할 때 구성했습니다.

SGD Gateway의 구성을 변경하려면 2.2.1.1절. “SGD Gateway에 대한 포트 및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 SGD Gateway에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
를 설치합니다.

2.2.1.2절.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SSL 인증서를 설
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선택사항) SGD Gateway에 대해 태블릿 장치 연결을 구성합니다.

2.2.1.3절. “SGD Gateway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한 태블릿 장치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SGD Gateway와 SGD 서버 간 1. 어레이에 대해 SGD 보안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SGD 서버가 보안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방화벽 전달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표준 설치에서 SGD 서버는 보안 연결을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SGD 서버의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SGD 서버에 대한
보안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2. SGD Gateway에서 SGD 서버에 대한 보안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gateway server 명령을 사용하여 어레이의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와 SSL
인증서를 SGD Gateway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2.2.2.1절. “SGD 서버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SGD Gateway를 사용하도록 어레이의 SGD 서버를 설정합니다.

SGD 어레이에 SGD Gateway 인증서를 설치하고 tarantella gateway add 명령
을 사용하여 SGD Gateway를 SGD 어레이에 등록합니다.

2.2.2.2절. “SGD 어레이에 SGD Gateway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
시오.

4.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SGD 클라이언트 연결을 구성합니다.

2.2.2.3절. “SGD 클라이언트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1.2 로드 균형 조정된 배치
이 절에서는 SGD Gateway 로드 균형 조정 배치의 구성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로드 균형 조정된 배치는 그림 2.2. “여러 SGD Gateway와 단일 로드 밸런서를 사용한 네트워크 배치”와 같이 여러 SGD
Gateway와 단일 로드 밸런서를 네트워크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security.html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security.html


로드 균형 조정된 배치

7

그림 2.2 여러 SGD Gateway와 단일 로드 밸런서를 사용한 네트워크 배치

로드 균형 조정된 배치 구성에는 표 2.2. “SGD Gateway의 로드 균형 조정 배치 연결”과 같은 연결 구성이 포함됩니다.

표 2.2 SGD Gateway의 로드 균형 조정 배치 연결

연결 구성 작업
클라이언트 장치와 로드 밸런서 간 1.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들어오는 연결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TCP 포트 443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드 밸런서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2. (선택사항) 로드 밸런서에서 SGD Gateway가 클라이언트 연결에 사용하는
SSL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드 밸런서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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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구성 작업
로드 밸런서와 SGD Gateway 간 1. 연결을 SGD Gateway로 전달하도록 로드 밸런서를 구성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드 밸런서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2.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포트와 연결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시작점을 로드 밸런서의 주소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SGD Gateway를 설치할 때 구성했습니다.

SGD Gateway의 구성을 변경하려면 2.2.1.1절. “SGD Gateway에 대한 포트 및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각 SGD Gateway에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SSL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2.2.1.2절.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SSL 인증서를 설
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4. (선택사항) 각 SGD Gateway에 대해 태블릿 장치 연결을 구성합니다.

2.2.1.3절. “SGD Gateway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한 태블릿 장치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SGD Gateway와 SGD 서버 간 1. SGD 어레이에 대해 SGD 보안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SGD 서버가 보안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방화벽 전달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표준 설치에서 SGD 서버는 보안 연결을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SGD 서버의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SGD 서버에 대한
보안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2. SGD Gateway에서 SGD 서버에 대한 보안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gateway server 명령을 사용하여 어레이의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와 SSL
인증서를 SGD Gateway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2.2.2.1절. “SGD 서버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SGD Gateway를 사용하도록 어레이의 SGD 서버를 설정합니다.

SGD 어레이에 SGD Gateway 인증서를 설치하고 tarantella gateway add 명령
을 사용하여 SGD Gateway를 SGD 어레이에 등록합니다.

2.2.2.2절. “SGD 어레이에 SGD Gateway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
시오.

4.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SGD 클라이언트 연결을 구성합니다.

2.2.2.3절. “SGD 클라이언트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2 SGD Gateway 구성 작업
이 절에는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연결 구성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성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 2.2.1절. “클라이언트 장치와 SGD Gateway 연결”

• 2.2.2절. “SGD Gateway와 SGD 서버 연결”

• 2.2.3절. “클라이언트 장치와 로드 밸런서 연결”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security.html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secur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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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절. “로드 밸런서와 SGD Gateway 연결”

2.2.1 클라이언트 장치와 SGD Gateway 연결
클라이언트 장치와 SGD Gateway 간의 연결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작업이 포함됩니다.

1. (선택사항)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포트와 연결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SGD Gateway를 설치할 때 구성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2.2.1.1절. “SGD Gateway에 대한 포트 및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 (선택사항) SGD Gateway에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SSL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2.2.1.2절.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SSL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선택사항) SGD Gateway에 대해 태블릿 장치 연결을 구성합니다.

이 작업은 Gateway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2.2.1.3절. “SGD Gateway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한 태블릿 장치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
오.

2.2.1.1 SGD Gateway에 대한 포트 및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
SGD Gateway를 설치하는 동안 수행한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1.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gateway config create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create

화면에 표시된 질문에 대답하여 다음을 구성합니다.

• SGD Gateway 포트 설정. SGD Gateway에서 들어오는 연결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및 포트입니다.

• 네트워크 시작점. 클라이언트 장치가 SGD Gateway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IP 주소 또는 DNS 이름과 포트입니
다. 이는 SGD Gateway의 주소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로드 밸런서 또는 다른 외부
장치의 주소일 수 있습니다.

• 보안 연결. 어레이의 SGD 서버와 SGD Gateway 간의 연결에 보안을 설정할지 여부입니다. 보안 연결을 사용하려
면 어레이의 SGD 서버가 보안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3. 포트 및 네트워크 시작점 설정을 저장합니다.

입력한 설정을 사용하여 SGD Gateway가 구성됩니다.

2.2.1.2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SSL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
SGD Gateway가 클라이언트 연결에 사용하는 SSL 인증서를 SGD Gateway SSL 인증서라고 합니다. SSL 인증서는 클
라이언트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keystore.client)에 저장됩니다.

기본적으로 SGD Gateway는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해 자체 서명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사용하지만 자체 서명
된 SSL 인증서를 CA(인증 기관)에서 서명된 인증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CA에서 서명된 SSL 인증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설치하는 개인 키는 PEM(Privacy Enhanced Mail) 형식이어야 합니다.

1.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SSL 인증서와 해당 개인 키를 SGD Gateway 호스트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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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SL 인증서와 개인 키를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gateway sslkey import 명령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slkey import \
--keyfile temp.key \
--keyalg RSA \
--certfile example.com.pem

여기서는 인증서 파일 example.com.pem과 RSA로 인코딩된 해당 개인 키 temp.key를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로 가져
옵니다.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의 자체 서명된 기존 SSL 인증서를 덮어씁니다.

SSL 인증서 체인 가져오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27절. “gateway sslkey import”를 참조하십시오.

4. (선택사항)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의

SGD Gateway의 초기 구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단계를 사용합니다. 초기 구성 중
이 단계에서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하면 SGD Gateway의 초기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
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미 구성되어 실행 중인 SGD Gateway의 SSL 인증서를 교체하는 경우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하면 SGD Gateway를 통해 실행 중인 모든 사용자 세션과 응용
프로그램 세션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SGD Gateway 호스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2.2.1.3 SGD Gateway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한 태블릿 장치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
주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이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태블릿 장치에서 SGD Gateway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SGD Gateway가 신뢰할 수 없는 SSL 인증서(예: 자체 서명된 인증서 또는 사용자정의 CA
가 서명한 SSL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1.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각 SGD Gateway에 대해 다음 단계를 반복합니다.

a.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b.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다시 생성합니다.

i. 태블릿 클라이언트 장치와 호환되는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제공된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 /opt/SUNWsgdg/bin/scripts/regenerate_sslcert.sh --ca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의 기존 SGD Gateway SSL 인증서가 교체됩니다.

ii.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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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slcert export --certfile gw1-example-com.pem

인증서를 내보낼 때 소스 SGD Gateway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서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2.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SGD 어레이로 복사합니다.

a. 기본 SGD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b. 인증서 파일을 기본 SGD 호스트의 /opt/tarantella/var/tsp/certs/gateway 디렉토리로 복사합니다.

c. 파일 권한과 소유권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chmod 600 gw1-example-com.pem
# chown root:ttaserv gw1-example-com.pem

3. (선택사항) CA 인증서를 SGD 어레이로 복사합니다.

이 단계는 사용자정의 CA나 중간 CA가 SGD Gateway SSL 인증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a. 기본 SGD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b. CA 인증서 파일을 기본 SGD 호스트의 /opt/tarantella/var/tsp/certs/gateway 디렉토리로 복사합니다.

중간 CA의 경우 CA 인증서 체인을 복사합니다.

c. 파일 권한과 소유권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chmod 600 gw-ca.pem
# chown root:ttaserv gw-ca.pem

4. SGD Gateway에 사용된 보안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제공된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 /opt/tarantella/bin/scripts/mobile_profile_create.sh

• /opt/tarantella/var/docroot/certs/sgdg.mobileconfig의 구성 프로파일이 생성되고 SGD Gateway에서 사용된 SSL
인증서의 세부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해당 MD5 체크섬 파일도 생성됩니다.

• Gateway SSL 인증서가 처리되고 해당 .crt 인증서 파일이 /opt/tarantella/var/docroot/certs/gateway 디렉토리에 생
성됩니다. 인증서를 나열하는 android_certs.html 파일이 업데이트됩니다.

5. 업데이트된 보안 구성 파일을 어레이의 다른 SGD 서버로 복사합니다.

업데이트된 보안 구성 파일은 cert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어레이의 모든 서버에서 다음 단계를 반복합니다.

a. 기본 서버에서 SGD 웹 서버로 /opt/tarantella/var/docroot/certs 디렉토리를 복사합니다.

파일 권한과 소유권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cp -pr certs/ /opt/tarantella/var/docroot/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할 때 필요한 보안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
서의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태블릿 장치에 대한 보안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2.2.2 SGD Gateway와 SGD 서버 연결
어레이의 SGD Gateway와 SGD 서버 간의 연결은 상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연결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작업이 포함됩니다.

1. SGD Gateway에 SGD 서버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security.html#secure-conns-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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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절. “SGD 서버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 SGD 어레이에 SGD Gateway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2.2.2.2절. “SGD 어레이에 SGD Gateway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SGD Gateway에 대해 SGD 클라이언트 연결을 구성합니다.

2.2.2.3절. “SGD 클라이언트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2.2.1 SGD 서버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
이 절차를 사용하려면 어레이의 SGD 서버가 보안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표준 설치에서 SGD 서버는 보안 연결을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SGD 서버에서 보안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
정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1장 “SGD 서버에 대한 보안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어레이의 각 SGD 서버에 대해 다음 절차를 반복합니다.

1. SGD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 권한으로 로그인합니다.

2. SGD 서버에서 SGD Gateway 키 저장소 디렉토리로 CA 인증서를 복사합니다.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는 SGD 호스트의 /opt/tarantella/var/info/certs/PeerCAcert.pem에 있습니다.

주

SGD 서버가 어레이 간 보안 통신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CA 인증서입니다.

SGD Gateway 키 저장소 디렉토리는 /opt/SUNWsgdg/proxy/etc입니다.

CA 인증서를 복사할 때 파일에 포함된 내용과 소스 SGD 서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서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것
이 좋습니다.

3. SGD 서버에서 SGD Gateway 키 저장소 디렉토리로 SSL 인증서를 복사합니다.

보안 모드에서 실행 중인 SGD 서버에 대한 SSL 인증서는 SGD 호스트의 /opt/tarantella/var/tsp/cert.pem에 있습니
다.

SGD Gateway 키 저장소 디렉토리는 /opt/SUNWsgdg/proxy/etc입니다.

SSL 인증서를 복사할 때 파일에 포함된 내용과 소스 SGD 서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서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것
이 좋습니다.

4.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5. 인증서를 SGD Gateway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erver add --server sgd-server1 \
--certfile /opt/SUNWsgdg/proxy/etc/PeerCAcert.pem --url https://sgd1.example.com \
--ssl-certfile /opt/SUNWsgdg/proxy/etc/cert.pem

--server 옵션은 키 저장소에 인증서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별칭 이름을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 CA 인증서는 별칭
sgd-server1을 사용하여 저장되고, SSL 인증서는 별칭 sgd-server1-ssl을 사용하여 저장됩니다.

https://sgd1.example.com은 SGD 웹 서버의 URL입니다.

6.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하면 SGD Gateway를 통해 실행 중인 모든 사용자 세션과 응용
프로그램 세션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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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 Gateway 호스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2.2.2.2 SGD 어레이에 SGD Gateway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

각 SGD Gateway에 대해 다음 절차를 반복합니다.

1. SGD Gateway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a.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b. SGD Gateway 키 저장소에서 SGD Gateway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gateway cert export 명령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ert export --certfile gateway1.pem

인증서를 gateway1.pem 파일로 내보냅니다.

인증서를 내보낼 때 소스 SGD Gateway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 인증서를 어레이의 기본 SGD 서버에 있는 /opt/tarantella/var/tsp 디렉토리로 복사합니다.

d. Gateway 인증서에 대한 파일 권한과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 chmod 600 /opt/tarantella/var/tsp/gateway1.pem
# chown ttasys:ttaserv /opt/tarantella/var/tsp/gateway1.pem

2. SGD 어레이에 SGD Gateway를 등록합니다.

a. 기본 SGD 서버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b. SGD Gateway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 tarantella gateway add --name sgd-gateway1 \
--certfile /opt/tarantella/var/tsp/gateway1.pem

여기서 sgd-gateway1은 SGD에서 SGD Gateway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이고, gateway1.pem은 SGD
Gateway 인증서 파일 이름입니다.

SGD Gateway 인증서는 SGD 서버의 게이트웨이 키 저장소(/opt/tarantella/var/info/gatewaycerts)에 추가됩니다.

여러 SGD Gateway를 동시에 등록하려면 tarantella gateway add 명령의 --file 옵션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33절. “tarantella gateway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tarantella gateway add를 사용하여 수행한 구성 변경사항이 어레이의 다른 SGD 서버로 복제됩니다.

2.2.2.3 SGD 클라이언트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
1. SGD Gateway를 사용하는 SGD 클라이언트 연결을 구성합니다.

기본 SGD 서버에서 --security-gateway 전역 속성을 설정하여 IP 주소 또는 DNS 이름을 기준으로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SGD 클라이언트를 정의합니다.

모든 SGD 클라이언트 연결이 단일 SGD Gateway gateway1.example.com의 TCP 포트 443을 통해 경로 지정되도록
지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tarantella config edit --security-gateway \
"*:sgdg:gateway1.example.com: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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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SGD 클라이언트 연결이 외부 로드 밸런서 lb.example.com의 TCP 포트 443을 통해 경로 지정되도록 지정하려
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tarantella config edit --security-gateway \
"*:sgdg:lb.example.com:443"

주

--security-gateway 속성의 변경사항은 어레이의 모든 SGD 서버에 영향을 줍니다. 변경사
항은 새 사용자 세션에만 적용됩니다.

--security-gateway 속성을 사용하여 여러 SGD 클라이언트 연결 필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38
절. “--security-gatewa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2.2.3 클라이언트 장치와 로드 밸런서 연결
클라이언트 장치와 외부 로드 밸런서 간의 연결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작업이 포함됩니다.

1. 클라이언트 장치에서의 연결을 허용하도록 로드 밸런서를 구성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드 밸런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선택사항) 로드 밸런서에 SGD Gateway에 대한 SSL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드 밸런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2.4 로드 밸런서와 SGD Gateway 연결
외부 로드 밸런서와 SGD Gateway 간의 연결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작업이 포함됩니다.

1.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포트와 연결을 구성합니다.

2.2.1.1절. “SGD Gateway에 대한 포트 및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 (선택사항) SGD Gateway에 들어오는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SSL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2.2.1.2절.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SSL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3 SGD Gateway 제어
이 절에서는 SGD Gateway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 SGD Gateway 시작

• SGD Gateway 중지

• SGD Gateway 다시 시작

2.3.1 SGD Gateway 시작
SGD Gateway를 시작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rt

2.3.2 SGD Gateway 중지
주의

SGD Gateway를 중지하면 SGD Gateway를 통해 실행 중인 모든 사용자 세션과 응용 프로그
램 세션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즉, SGD Gateway가 예기치 않게 중지되면 응용 프로그램 데이
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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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 Gateway를 중지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op

gateway stop 명령을 사용하면 SGD Gateway를 중지할 것인지 확인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를 표
시하지 않으려면 gateway stop 명령의 --force 옵션을 사용합니다.

주

SGD Gateway가 중지되면 네트워크 외부의 사용자가 SGD Gateway를 사용하여 SGD에 연결
할 수 없습니다. --security-gateway 속성을 사용하여 SGD Gateway를 통과하지 않고 SGD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된 클라이언트 장치는 SGD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B.38
절. “--security-gatewa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2.3.3 SGD Gateway 다시 시작
주의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하면 SGD Gateway를 통해 실행 중인 모든 사용자 세션과 응용 프
로그램 세션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즉, SGD Gateway가 예기치 않게 다시 시작되면 응용 프로
그램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gateway restart 명령을 사용하면 SGD Gateway를 중지할 것인지 확인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gateway restart 명령의 --force 옵션을 사용합니다.

2.4 SGD Gateway 제거
SGD Gateway를 제거하려면 SGD Gateway 호스트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2.4.1 SGD Gateway를 제거하는 방법
1.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SGD 어레이에 대한 SGD 클라이언트 경로 지정 구성을 변경합니다.

a. 기본 SGD 서버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b. SGD 어레이에 대한 --security-gateway 속성을 편집합니다.

단일 SGD Gateway를 사용한 기본 배치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tarantella config edit --security-gateway ""

주

여러 SGD Gateway와 외부 로드 밸런서를 사용한 로드 균형 조정 배치의 경우 --
security gateway 속성을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3. SGD Gateway를 제거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uninstall

SGD Gateway를 중지할 것인지 확인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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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gateway uninstall 명령은 SGD Gateway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pkgrm 또는
rpm 명령을 직접 사용하여 SGD Gateway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4. (선택사항)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SGD Gateway 목록에서 SGD Gateway를 제거합니다.

a.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SGD Gateway를 표시합니다.

# tarantella gateway list
Installed gateway: gateway1.example.com
Issuer: CN=gateway1.example.com, OU=Marketing, O=Example, L=Boston, 
ST=Massachusetts, C=US
Serial Number: 1208509056
Subject: CN=gateway2.example.com, OU=Marketing, O=Example, L=Boston, 
ST=Massachusetts, C=US
Valid from Fri Sep 26 09:57:36 GMT 2008 to Thu Dec 25 09:57:36 GMT 2008

b.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SGD Gateway 목록에서 SGD Gateway를 제거합니다.

# tarantella gateway remove --name gateway1.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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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SGD Gateway 구조 개요
이 장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SGD Gateway)의 구조 및 주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1절. “SGD Gateway 구조”

• A.2절. “SGD Gateway의 구성요소”

A.1 SGD Gateway 구조
이 절에서는 SGD Gateway의 구조를 살펴보고, SGD Gateway를 통해 SGD에 액세스할 때 수행되는 연결에 대해 설명
합니다.

그림 A.1. “SGD Gateway 구조”에서는 SGD Gateway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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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 SGD Gateway 구조

다음 단계에서는 SGD Gateway를 통해 SGD에 액세스할 때 수행되는 연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단계는 브라우저를
사용한 SGD 초기 연결, SGD에 로그온, 응용 프로그램 시작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주

다음 단계에서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SGD Gateway에 액세스할 때 수행되는 연결에 대해 설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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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작업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 사소한 차이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GD 클라
이언트는 태블릿 장치에 다운로드 및 설치되지 않습니다. 대신, HTML5 웹 페이지를 사용하여
SGD Gateway 연결을 관리합니다.

1. 클라이언트 장치의 브라우저는 TCP 포트 443에서 SGD Gateway에 HTTPS(HTTP over Secure Sockets Layer) 연
결을 수행합니다.

• 기본 배치의 경우 사용자가 SGD Gateway의 URL로 이동하여 SGD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TCP 포트 443은 SGD Gateway의 기본 포트입니다.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포트는 경로 지정 프록시 구
성 파일 gateway.xml을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이 파일은 SGD Gateway를 설치하는 동안 자동으로 생성되고,
gateway 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SGD Gateway 구성을 변경할 때 업데이트됩니다.

• SGD Gateway는 클라이언트 장치의 브라우저에 SSL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키 저장소의 위치와 암호는 경로 지정 프록시 구성 파일 gateway.xml에서 정의됩니
다.

2. 경로 지정 프록시는 HTTPS 연결을 인식하고, 데이터 스트림의 암호를 해독한 다음 HTTP 데이터를 Apache 역 프록
시로 전달합니다.

• HTTP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TCP 포트 8081에서 전송됩니다.

• Apache 역 프록시에 대한 구성은 httpd.conf 파일에서 정의됩니다. 이 파일 및 관련 역 프록시 구성 파일은 SGD
Gateway를 설치하는 동안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파일은 gateway 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SGD Gateway 구성을
변경할 때 업데이트됩니다.

3. 역 프록시는 HTTP 로드 균형 조정을 사용하여 어레이의 SGD 웹 서버를 선택합니다.

• 역 프록시와 SGD 웹 서버 간의 연결은 TCP 포트 443에서 HTTPS를 사용하는 보안 연결입니다.

• Apache 역 프록시는 브라우저에 로드 균형 조정 쿠키를 설정합니다. 브라우저에 의한 모든 후속 HTTP 요청은 동
일한 SGD 웹 서버를 사용합니다.

4. SGD 웹 서버의 HTML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브라우저로 경로 지정됩니다.

• HTML은 SGD Gateway의 TCP 포트 443에 대해 설정된 연결에서 HTTPS 데이터로 전송됩니다.

• SGD Gateway는 HTTPS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달합니다.

5. 사용자가 SGD에 로그인합니다.

• SGD 서버가 사용자를 인증하고 새 사용자 세션을 시작합니다.

• SGD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다운로드되어 설치된 다음 시작됩니다.

• 경로 지정 토큰이 브라우저로 전송되는 HTML에 포함됩니다. 경로 지정 토큰에는 사용자 세션을 관리하는 SGD 서
버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AIP(Adaptive Internet Protocol) 데이터를 올바른 SGD 서버로 경로 지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경로 지정 토큰이 SGD 서버의 CA 인증서에 대한 개인 키를 사용하여 서명된 다음 SGD 서버의 SGD Gateway 인
증서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 경로 지정 토큰이 SGD 클라이언트로 전달됩니다.

•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연결은 HTTPS를 사용합니다.

6. SGD 클라이언트가 TCP 포트 443에서 SGD Gateway에 연결합니다.

• SGD 클라이언트와 SGD Gateway 간의 데이터 연결은 AIP over SSL(Secure Sockets Layer)을 사용합니다.

• SGD Gateway에 대한 SSL 인증서가 연결에 제공됩니다.

• 경로 지정 프록시가 들어오는 AIP over SSL 데이터를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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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L 데이터 스트림의 암호가 해독되고 AIP 데이터 스트림에서 경로 지정 토큰이 추출됩니다.

• SGD Gateway 개인 키를 사용하여 경로 지정 토큰의 암호가 해독된 다음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를 사용하
여 검증됩니다.

• SGD Gateway 개인 키와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는 SGD Gateway 키 저장소 keystore에 저장됩니다.

• 경로 지정 토큰의 시간 기록을 검사하여 경로 지정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AIP 데이터 스트림이 SSL을 사용하여 다시 암호화됩니다.

7. AIP over SSL 데이터가 경로 지정 프록시를 통해 경로 지정 토큰에 표시된 SGD 서버로 경로 지정됩니다.

• AIP over SSL 데이터 연결은 TCP 포트 5307을 사용합니다.

• 경로 지정 토큰이 AIP 데이터 스트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사용자가 SGD 작업 영역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실행 요청이 HTTPS를 사용하여 SGD Gateway로 전송됩니다.

• 경로 지정 프록시가 HTTPS 데이터를 인식하고 암호를 해독한 다음 HTTP 트래픽을 Apache 역 프록시로 전달합
니다.

• 역 프록시가 로드 균형 조정 쿠키를 감지하고 쿠키에 표시된 SGD 웹 서버를 사용합니다.

• SGD 응용 프로그램 세션 로드 균형 조정에서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관리할 SGD 서버를 선택합니다.

• 새 경로 지정 토큰이 SGD 서버에 생성됩니다. 경로 지정 토큰은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관리하도록 선택된 SGD 서
버로 AIP 데이터를 경로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SGD 서버가 경로 지정 토큰을 SGD 클라이언트로 전송합니다. 경로 지정 토큰이 기존 AIP 데이터 스트림에 포함
됩니다.

9. SGD 클라이언트가 TCP 포트 443에서 SGD Gateway에 연결합니다.

• SGD Gateway에 대한 SSL 인증서가 연결에 제공됩니다.

• 경로 지정 프록시가 들어오는 AIP over SSL 데이터를 인식합니다.

• 경로 지정 토큰의 암호가 해독되고 검증됩니다.

• AIP over SSL 데이터가 경로 지정 프록시를 통해 경로 지정 토큰에 표시된 SGD 서버로 경로 지정됩니다.

• 경로 지정 토큰이 AIP 데이터 스트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SGD 서버에서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관리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은 LAN(Local Area Network)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A.2 SGD Gateway의 구성요소
SGD Gateway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경로 지정 프록시. AIP 데이터 연결을 SGD 서버로 경로 지정하는 Java 기술 기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경로 지정 프록시의 주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지정 토큰 – A.2.1절. “경로 지정 토큰 정보” 참조

• 키 저장소 – A.2.2절.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키 저장소” 참조

• 경로 지정 프록시 구성 파일 – A.2.3절. “경로 지정 프록시 구성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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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프록시. 역 프록시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된 Apache 웹 서버입니다. 역 프록시는 HTTP 연결의 로드 균형 조정
도 수행합니다.

역 프록시의 주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Apache 웹 서버 구성 파일 – A.2.4절. “Apache 웹 서버 구성 파일” 참조

• 역 프록시 작업 및 HTTP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Apache 모듈 – A.2.5절.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Apache 모
듈” 참조

A.2.1 경로 지정 토큰 정보
SGD Gateway는 경로 지정 토큰을 사용하여 AIP 연결을 관리합니다. 경로 지정 토큰은 경로의 원본 및 대상 SGD 서버
를 식별하는 서명 및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경로 지정 토큰에는 토큰 수명 제한에 사용되는 시간 기록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나가는 경로 지정 토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SGD 서버의 CA 인증서에 대한 개인 키를 사용하여 SGD 서버에서 서명됩니다.

• SGD Gateway 인증서를 사용하여 SGD 서버에서 암호화됩니다.

• 클라이언트 장치의 SGD 클라이언트로 전송됩니다.

들어오는 경로 지정 토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SGD Gateway 개인 키를 사용하여 SGD Gateway에서 암호 해독됩니다.

• 원본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를 사용하여 SGD Gateway에서 검증됩니다.

• SGD Gateway에서 무시됩니다. 경로 지정 토큰을 제공하는 연결은 대상 SGD 서버로 경로 지정됩니다.

A.2.2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키 저장소
SGD Gateway는 개인 키와 인증서를 사용하여 경로 지정 토큰을 디지털 서명 및 검증하고, 어레이의 SGD 서버에 대한
연결 보안을 설정하고, SGD Gateway에 대한 연결 보안을 설정하고,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
다.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인증서와 개인 키는 /opt/SUNWsgdg/proxy/etc 디렉토리의 키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이 디렉토리에는 다음 키 저장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SGD Gateway 키 저장소. SGD Gateway 키 저장소 keystore에는 SGD Gateway 인증서와 개인 키, 어레이의 SGD 서
버에 대한 CA 인증서 및 어레이의 SGD 서버에 보안 연결을 위한 SGD 서버 SSL 인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SGD Gateway 키 저장소에 대한 항목을 추가, 제거 및 나열하려면 gateway 명령을 사용합니다.

•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 keystore.client에는 클라이언트 장치와 SGD Gateway 간의 연결 보안 설
정에 사용되는 단일 SGD Gateway SSL 인증서와 개인 키가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키 저장소에는 자체 서명
된 인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인증서를 CA(인증 기관)에서 서명된 인증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리플렉션 서비스 키 저장소. 리플렉션 서비스 키 저장소 keystore.reflection에는 SGD Gateway의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서와 개인 키가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키 저장소에는 자체 서
명된 인증서와 개인 키가 들어 있습니다.

키 저장소는 SGD Gateway를 설치한 후 gateway setup 명령을 실행할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SGD Gateway 키 저장소와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는 /opt/SUNWsgdg/etc/password 파일에서 정의된 동일한 암호를 사
용합니다. 리플렉션 서비스 키 저장소는 /opt/SUNWsgdg/etc/password.reflection 파일에서 정의된 암호를 사용합니다.

각 암호는 키 저장소를 처음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의 암호입니다.

A.2.3 경로 지정 프록시 구성 파일
경로 지정 프록시 구성 파일은 /opt/SUNWsgdg/etc/gateway.xml입니다. 데이터 프로토콜 유형에 따라 경로를 구성하는
XML 파일입니다. 또한 경로 지정 및 SSL 프로토콜에 필요한 키 저장소 위치와 암호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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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지정 프록시 구성 파일은 SGD Gateway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고, gateway 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SGD
Gateway 구성을 변경할 때 업데이트됩니다.

주의

gateway 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Gateway를 구성합니다. 가능하면 gateway.xml 파일을 수동
으로 편집하지 마십시오. gateway.xml 파일에 잘못된 구성이 있으면 SGD Gateway 작동이 중
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 경로 지정 프록시 구성 파일은 /opt/SUNWsgdg/etc/password 파일의 암호를 사용하여 SGD Gateway에서 사용되
는 키 저장소에 액세스합니다. 이 암호를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으려면 암호 파일의 항목을 기록해 두십시오. 암호 파일
을 삭제하고 gateway.xml 파일에서 모든 <keystore> 요소에 대한 password 항목을 삭제합니다. 다음에 SGD Gateway
를 시작하면 키 저장소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키 저장소의 암호를 변경하려면 keytool 명령의 -storepasswd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
어 keystore.client 키 저장소의 암호를 변경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java/default/bin/keytool -storepasswd \
-keystore /opt/SUNWsgdg/proxy/etc/keystore.client 

keytool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DK Tools and Utilitie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

/opt/SUNWsgdg/etc 디렉토리에는 다른 .xml 및 .template 파일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은 내부적으로 gateway config 명령으로 gateway.xml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지 마십시오.

A.2.4 Apache 웹 서버 구성 파일
SGD Gateway와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된 Apache 웹 서버에 대한 구성 파일은 /opt/SUNWsgdg/httpd/apache-version/
conf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의 구성 파일은 Apache 웹 서버에 대한 역 프록시 작업과 로드 균형 조정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A.2.4.1 역 프록시 작업 및 로드 균형 조정 구성
역 프록시 작업과 로드 균형 조정을 구성하는 파일은 extra/gateway 하위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주
httpd.conf 파일의 다음 Include 지시어에 의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 SGD Reverse Proxy/Load Balance settings
Include conf/extra/gateway/httpd-gateway.conf

httpd-gateway.conf 파일은 Apache 웹 서버에 대한 역 프록시 작업과 로드 균형 조정을 구성합니다. 로드 균형 조정 그룹
의 멤버는 다음과 같이 httpd-gateway.conf 파일의 Include 지시어를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Proxy Balancer://mysgdservers/>
Include conf/extra/gateway/servers/*.conf
</Proxy>

extra/gateway/servers 디렉토리에는 로드 균형 조정 그룹의 각 SGD 웹 서버에 대한 구성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 파
일의 이름은 server-name.conf입니다. 여기서 server-name은 gateway server add 명령에서 사용되는 서버 이름입니다.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18절. “gateway server add”를 참조하십시오.

SGD Gateway는 고정 세션 HTTP 로드 균형 조정을 사용합니다. 즉, Apache 역 프록시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쿠키
를 설정하여 브라우저가 항상 로드 균형 조정에서 선택된 SGD 웹 서버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용자 세션이 종료되면
쿠키가 만료됩니다.

고정 세션 쿠키는 다음과 같이 httpd-gateway.conf 파일의 Header add Set-Cookie 지시어에 의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Header add Set-Cookie "BALANCEID=balanceworker.%{BALANCER_WORKER_ROUTE}e; path=/" \

http://docs.oracle.com/javase/8/docs/technotes/tools/#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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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BALANCER_ROUTE_CHANGED

여기서 BALANCEID는 쿠키의 이름이고, BALANCER_WORKER_ROUTE 및 BALANCER_ROUTE_CHANGED는
Apache mod_proxy_balancer 모듈에서 내보낸 환경 변수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ache
mod_proxy_balance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2.5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Apache 모듈
SGD Gateway와 함께 제공되는 Apache 웹 서버는 역 프록시 작업과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해 표준 Apache 모듈을 사용합
니다. 모듈은 DSO(Dynamic Shared Object) 모듈로 설치됩니다.

모듈은 httpd.conf Apache 구성 파일(
/opt/SUNWsgdg/httpd/apache-version/conf/httpd.conf)의 LoadModule 지시어에 의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http://httpd.apache.org/docs/2.2/mod/mod_proxy_balancer.html
http://httpd.apache.org/docs/2.2/mod/mod_proxy_balanc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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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명령줄 참조
이 장에서는 명령줄에서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SGD Gateway)에 대한 구성을 관리, 제어 및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키 저장소 및 인증서 설정,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포트 구성, 어레이의 SGD 서버에 대한 로드 균형 조정 구성 등
의 작업을 위한 명령이 제공됩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1절. “gateway 명령”

• B.33절. “tarantella gateway 명령”

• B.38절. “--security-gateway 속성”

B.1 gateway 명령
gateway 명령을 사용하여 SGD Gateway를 구성하고 제어합니다.

주

gateway 명령의 전체 경로는 /opt/SUNWsgdg/bin/gateway입니다.

구문

gateway start | stop | restart | config | server | status | setup | version | sslcert |
sslkey | cert | key | setup | uninstall | patch | connection

설명
다음 표에서는 사용 가능한 gateway 명령을 보여줍니다.

명령 설명 추가 정보
gateway start SGD Gateway를 시작합니다. B.28절. “gateway start”
gateway stop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B.30절. “gateway stop”
gateway restart SGD Gateway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B.16절. “gateway restart”
gateway config SGD Gateway를 구성하고 Apache 역 프록시 구성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B.3절. “gateway config”

gateway server SGD 서버 보안 인증서를 설치하고 SGD 어레이에
대한 로드 균형 조정을 구성합니다.

B.17절. “gateway server”

gateway status SGD Gateway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B.29절. “gateway status”
gateway version SGD Gateway의 버전 번호를 표시합니다. B.32절. “gateway version”
gateway sslcert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의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내보내고 인쇄합니다.
B.22절. “gateway sslcert”

gateway sslkey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의 개인 키와 인증서를 관리합
니다.

B.25절. “gateway sslkey”

gateway cert export SGD Gateway 키 저장소에서 SGD Gateway 인증서
를 내보냅니다.

B.2절. “gateway cert export”

gateway key import 개인 키와 인증서를 SGD Gateway 키 저장소로 가져
옵니다.

B.11절. “gateway key import”

gateway setup SGD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B.21절. “gateway setup”
gateway uninstall SGD Gateway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B.31절. “gateway un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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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설명 추가 정보
gateway patch SGD Gateway에 대한 패치를 설치, 나열, 제거합니

다.
B.12절. “gateway patch”

gateway connection SGD Gateway 연결에 대한 상태 세부정보를 보여줍
니다.

B.9절. “gateway connection”

주

모든 gateway 명령에는 --help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명령에 대한 도
움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를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rt

다음 예에서는 SGD 서버 server.example.com에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erver remove --server server.example.com

B.2 gateway cert export
SGD Gateway 키 저장소에서 SGD Gateway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구문

gateway cert export --certfile file-name

설명
SGD Gateway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keystore)에서 SGD Gateway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인증서는 --
certfile 옵션으로 지정된 파일에 기록됩니다.

이 명령은 SGD Gateway 키 저장소에 액세스하기 위해 /opt/SUNWsgdg/etc/password의 암호를 사용합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 키 저장소의 SGD Gateway 인증서를 gateway1.pem 파일로 내보냅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ert export --certfile gateway1.pem

B.3 gateway config
SGD Gateway를 구성합니다. gateway config 명령은 SGD Gateway에 대한 보안 연결, 포트 및 역 프록시 서버 설정을
구성합니다.

구문

gateway config create | list | edit | enable | disable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하위 명령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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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명령 설명 추가 정보
create SGD Gateway에 대한 새 구성을 만듭니다. B.4절. “gateway config create”
list SGD Gateway에 대한 현재 구성을 나열합니다. B.8절. “gateway config list”
edit SGD Gateway에 대한 현재 구성을 편집합니다. B.6절. “gateway config edit”
enable SGD Gateway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B.7절. “gateway config enable”
disable SGD Gateway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B.5절. “gateway config disable”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에 대한 현재 구성을 나열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list

B.4 gateway config create
SGD Gateway에 대한 새 구성을 만들고 현재 구성을 덮어씁니다.

구문

gateway config create { [ --interface interface:port ]
                        [ --entry-point ip-address:port ]
                       } | --file file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interface SGD Gateway가 들어오는 프록시 연결을 수신 대기하는 인터페이스 및 포트입니다. 기본값은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TCP 포트 443입니다.
--entry-point 네트워크의 시작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SGD Gateway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IP 주소와 포

트입니다. IP 주소 대신 DNS(Domain Name System)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file 구성 설정이 포함된 파일을 지정합니다.

주

gateway config create 명령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일련의 온라인 프롬프트가 표시되
어 필요한 설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gateway config create에 대해 --file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파일이 /opt/SUNWsgdg/etc/gatewayconfig.xml 파일과
동일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2.2.1.1절. “SGD Gateway에 대한 포트 및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에 설명된 대로 이 파일은
SGD Gateway의 초기 구성 중에 생성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TCP 포트 443에서 네트워크 시작점(192.168.0.1)의 연결을 수신 대기하도록 SGD Gateway를 구성합니
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create --interface *:443 \
--entry-point 192.168.0.1:443

B.5 gateway config disable
하나 이상의 SGD Gateway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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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gateway config disable [ --services-reflection ]
                       [ --services-reflection-auth ]
                       [ --routes-http-redirect ]
                       [ --ipv6 ]

설명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SGD Gateway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명령줄 옵션을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
니다.

주

이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후 서비스를 중지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services-reflection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사용 안함으

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11절. “리플렉션 서
비스”를 참조하십시오.

--services-reflection-auth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11절. “리플렉션 서
비스”를 참조하십시오.

--routes-http-redirect HTTP 재지정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ipv6 IPv6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이 서비스는 SGD

Gateway가 IPv4 인터페이스와 함께 IPv6 인터페이스에 바인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IPv6 인터페이스 서비스는 Gateway에 대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gateway config edit --binding 명령을 사용하여 Gateway가 바인드한 IPv6 인
터페이스의 구성을 해제합니다.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 구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C.6절. “SGD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disable --services-reflection-auth

다음 예에서는 Gateway에 대한 IPv6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Gateway가 포트 443에서 모든
IPv4 주소만 사용하여 들어오는 프록시 연결을 수신하도록 재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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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disable --ipv6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binding *:443

B.6 gateway config edit
현재 SGD Gateway 구성을 편집합니다.

구문

gateway config edit [ --binding int:port ]
                    [ --routes-http-maxcon num ]
                    [ --routes-aip-maxcon num ]
                    [ --routes-ws-maxcon num ]
                    [ --routes-reverseproxy-redirect port ]
                    [ --services-reflection-binding int:port ]
                    [ --services-reflection-auth-binding int:port ]

설명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구성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옵션을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SGD Gateway 구성은 /opt/SUNWsgdg/etc/gatewayconfig.xml 파일에 저장됩니다.

적용할 구성 변경사항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binding SGD Gateway가 들어오는 프록시 연결을 수신 대기하는 인터페이스

및 포트입니다. 기본값은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TCP 포트 443입니
다.

--routes-http-maxcon 최대 HTTP 연결 수입니다. 기본값은 설치 시 구성되며 SGD Gateway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리소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C.1절. “SGD
Gateway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routes-aip-maxcon 최대 AIP 연결 수입니다. 기본값은 설치 시 구성되며 SGD Gateway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리소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C.1절. “SGD
Gateway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routes-ws-maxcon 최대 Websocket 연결 수입니다. Websocket 연결은 SGD Gateway와
태블릿 장치 간의 데이터 연결에 사용되며 Java 기술이 클라이언트 브
라우저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SGD 작업 영역에 대한 연결
에 사용됩니다.

기본값은 설치 시 구성되며 SGD Gateway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리소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C.1절. “SGD Gateway 조정”을 참조하십시
오.

--routes-reverseproxy-redirect HTTP 재지정 포트입니다. 기본값은 TCP 포트 8080입니다.
--services-reflection-binding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에 사용

되는 인터페이스 및 포트입니다. 기본값은 로컬 호스트 루프백 인터페
이스에 대해 TCP 포트 81입니다.

--services-reflection-auth-binding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에 사용되는 인
터페이스 및 포트입니다. 기본값은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TCP 포트
82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에 대한 최대 HTTP 및 AIP 연결 수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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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routes-http-maxcon 200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routes-aip-maxcon 3000

B.7 gateway config enable
하나 이상의 SGD Gateway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구문

gateway config enable [ --services-reflection ]
                      [ --services-reflection-auth ]
                      [ --routes-http-redirect ]
                      [ --ipv6 ]

설명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SGD Gateway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명령줄 옵션을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주

이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services-reflection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11절. “리플렉션 서
비스”를 참조하십시오.

--services-reflection-auth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
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11절. “리플렉션 서
비스”를 참조하십시오.

--routes-http-redirect HTTP 재지정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ipv6 IPv6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이 서비스는 SGD Gateway

가 IPv4 인터페이스와 함께 IPv6 인터페이스에 바인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IPv6 인터페이스 서비스는 Gateway에 대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gateway config edit --binding 명령을 사용하여 Gateway가 바인드한 IPv6 인
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 구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C.6절. “SGD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gateway config list

31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services-reflection-auth

다음 예에서는 Gateway에 대한 IPv6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Gateway가 특정 IPv6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TCP 포트 443에서 들어오는 프록시 연결을 수신하도록 재구성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ipv6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binding [2001:db8::1]:443

B.8 gateway config list
현재 SGD Gateway 구성을 나열합니다.

구문

gateway config list [ --binding ]
                    [ --routes-http-maxcon ]
                    [ --routes-aip-maxcon ]
                    [ --routes-ws-maxcon ]
                    [ --routes-reverseproxy-redirect ]
                    [ --services-reflection-binding ]
                    [ --services-reflection-auth-binding ]

설명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구성 설정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SGD Gateway에 대한 전체 구
성 세부정보가 표시됩니다.

현재 SGD Gateway 구성은 /opt/SUNWsgdg/etc/gatewayconfig.xml 파일에 저장됩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binding SGD Gateway가 들어오는 프록시 연결을 수신 대기하는 인터페이스

및 포트입니다.
--routes-http-maxcon 최대 HTTP 연결 수입니다.
--routes-aip-maxcon 최대 AIP(Adaptive Internet Protocol) 연결 수입니다.
--routes-ws-maxcon 최대 Websocket 연결 수입니다. Websocket 연결은 SGD Gateway와

태블릿 장치 간의 데이터 연결에 사용되며 Java 기술이 클라이언트 브
라우저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SGD 작업 영역에 대한 연결
에 사용됩니다.

--routes-reverseproxy-redirect HTTP 재지정 포트입니다.
--services-reflection-binding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에 사용

되는 인터페이스 및 포트입니다.
--services-reflection-auth-binding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에 사용되는 인

터페이스 및 포트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바인딩 구성과 SGD Gateway에 대한 최대 AIP 연결 수를 보여줍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list --binding --routes-aip-maxcon
binding: *:443
routes-aip-maxcon: 2920

다음 예에서는 현재 SGD Gateway 구성의 전체 세부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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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list
binding: *:443
routes-http-maxcon: 100
routes-aip-maxcon: 2920
routes-ws-maxcon: 512
routes-reverseproxy-redirect: null
services-reflection-binding: localhost:81
services-reflection-auth-binding: *:82

B.9 gateway connection
SGD Gateway 연결에 대한 상태 세부정보를 보여줍니다.

구문

gateway connection [ list ]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하위 명령을 보여줍니다.

하위 명령 설명 추가 정보
list SGD Gateway에 대한 상세한 연결 통계를 보여줍니

다.
B.10절. “gateway connection list”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를 통한 모든 연결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표시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nection list

B.10 gateway connection list
SGD Gateway에 대한 상세한 연결 통계를 표시합니다.

구문

gateway connection list [ --server server ]
                      [ --client client ]
                      [ --type http|aip|websocket ]
                      [[ --format text|xml|delimited ] | [--delimiter delimiter ]]

설명
이 명령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services-reflection-auth

구성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리플렉션 서비스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출력 형식을 지정하고 필
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server 지정된 SGD 서버에 대한 연결 통계를 보여줍니다. 정규화된 DNS 이름(예:

boston.example.com)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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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client 지정된 SGD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결 통계를 보여줍니다. IP 주소 지정.
--type HTTP, AIP, WebSocket 등의 지정된 연결 유형에 대한 연결 통계를 보여줍니다.

Websocket 연결은 SGD Gateway와 태블릿 장치 간의 데이터 연결에 사용되며
Java 기술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SGD 작업 영
역에 대한 연결에 사용됩니다.

--format 선택한 형식으로 상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기본 출력 형식은 text입니다.

구분된 출력의 경우 --delimiter 옵션을 사용하여 필드 구분자를 지정합니다.
--delimiter 지정된 필드 구분자를 사용하여 상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CSV 출력에

는 콤마(,)를 사용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의 모든 연결에 대한 상세한 연결 통계를 표시합니다. 표준 출력의 예가 표시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nection list

Connection ID: 372
Client: 10.0.0.1
Server: sgd1.example.com
Start time: Aug 6, 2014 5:42:40 PM
Last activity: Aug 6, 2014 5:42:40 PM
Uptime: 00:00:02
Connection type: HTTP
Data sent to client: 25587
Data received from client: 11959
User-Agent: Mozilla/4.0 (compatible; MSIE 8.0; Windows NT 6.0)

Connection ID: 373
Client: 10.0.0.2
Server: sgd1.example.com
Start time: 04-Nov-2014 12:35:46
Last activity: 05-Nov-2014 05:05:21
Uptime: 00:00:02
Connection type: AIP
Data sent to client: 25587
Data received from client: 11959
Token: 1E25JAluPq6/jWiFDMnKcDKatp0=

Connection ID: 374
Client: 10.0.0.1
Server: sgd2.example.com
Start time: 04-Nov-2014 12:35:46
Last activity: 05-Nov-2014 05:05:21
Uptime: 00:00:02
Connection type: WebSocket
Data sent to client: 25587
Data received from client: 11959
Token: 5144CAluPq6/jWiFDMnKcDKatp0=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와 SGD 서버 sgd1.example.com 간의 모든 연결에 대한 상세한 연결 통계를 표시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nection list --server sgd1.example.com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클라이언트 IP 주소에서 SGD Gateway로 가는 모든 HTTP 연결에 대한 상세한 연결 통계를 표시
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nection list --client 10.0.0.2 --type http

다음 예에서는 XML 형식으로 상세한 연결 통계를 표시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nection list --format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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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gateway key import
SGD Gateway 키와 SGD Gateway 인증서를 SGD Gateway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구문

gateway key import --keyfile key-file 
                 [ --keyalg RSA|DSA ]
                 { --certfile cert-file |
                   --certfile cert-file.. [ --cacertfile ca-cert-file ] }
                 [ --alwaysoverwrite ]

설명
개인 키와 해당 공개 키 인증서를 SGD Gateway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keystore)로 가져옵니다.

키 저장소에 SGD Gateway 키 항목이 이미 있는 경우 덮어씁니다. 기본적으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명령은 SGD Gateway 키 저장소에 액세스하기 위해 /opt/SUNWsgdg/etc/password의 암호를 사용합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keyfile 개인 키가 포함된 파일입니다. 키는 PEM 형식이어야 합니다.
--keyalg 개인 키에서 사용되는 인코딩 알고리즘입니다. 옵션은 RSA와 DSA입니다. 기본적으로

RSA가 선택됩니다.
--certfile SSL 인증서 파일입니다.
--cacertfile CA 또는 루트 인증서 파일입니다.
--alwaysoverwrite 키 저장소의 항목을 덮어쓰기 전에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인증서 체인을 가져오려면 --cacertfile 옵션을 사용하여 중간 CA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체인의 모든 인증서는 PEM 형식
이어야 합니다.

인증서 체인에서 여러 CA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체인의 모든 CA 인증서를 단일 파일로 결합합니다. 서버 인증서 서명
에 사용된 CA 인증서가 첫번째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BEGIN CERTIFICATE-----
...Intermediate CA's certificate...
-----END CERTIFICATE-----
-----BEGIN CERTIFICATE-----
...CA root certificate...
-----END CERTIFICATE-----

예제
다음 예에서는 RSA로 인코딩된 개인 키 gateway1.key와 해당 공개 키 인증서 gateway1.pem을 SGD Gateway 키 저장
소로 가져옵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key import \
--keyfile gateway1.key \
--certfile gateway1.pem

다음 예에서는 개인 키와 인증서 체인을 SGD Gateway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중간 CA 인증서는 gateway1-ca.pem입
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key import \
--keyfile gateway1.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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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file gateway1.pem \
--cacertfile gateway1-ca.pem

B.12 gateway patch
SGD Gateway에 대해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제거하고 설치된 패치를 나열합니다.

구문
gateway patch add | list | remove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하위 명령을 보여줍니다.

하위 명령 설명 추가 정보
add SGD Gateway에 패치를 설치합니다. B.13절. “gateway patch add”
list SGD Gateway에 설치된 패치를 나열합니다. B.14절. “gateway patch list”
remove SGD Gateway에서 패치를 삭제합니다. B.15절. “gateway patch remove”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에 설치된 패치를 모두 표시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patch list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에 패치를 설치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patch add --file /usr/share/patches/jvm-patch-file.tar.gz

여기서 jvm-patch-file.tar.gz는 패치 파일을 포함하는 아카이브입니다.

B.13 gateway patch add
SGD Gateway에 소프트웨어 패치를 설치합니다.

구문
gateway patch add --file filepath

설명
패치는 tar 또는 tar.gz 파일 아카이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패치를 설치하기 전에 SGD Gateway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file 패치 파일을 포함하는 아카이브 파일의 전체 경로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jvm-patch-file.tar.gz 아카이브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패치를 설치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patch add --file /usr/local/share/patches/jvm-patch-file.tar.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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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 gateway patch list
SGD Gateway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패치를 나열합니다.

구문
gateway patch list [--name patch-name] [--active] [--verbose]

설명
아무 옵션도 지정되지 않으면 이 명령은 설치된 패치를 모두 표시합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name 지정된 패치 이름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여줍니다.
--active 최신 버전의 패치만 표시합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된 패치 버전은 무시합니다.
--verbose 지정된 패치의 모든 파일을 나열합니다.

패치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패치의 모든 파일이 나열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에 설치된 패치를 모두 나열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patch list

다음 예제는 지정된 패치의 모든 파일을 나열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patch list --name JVM_1.6.0_55 --verbose

B.15 gateway patch remove
SGD Gateway에서 소프트웨어 패치를 제거합니다.

구문
gateway patch remove --name patch-name

설명
gateway patch list를 사용하여 설치된 패치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주

패치를 제거하기 전에 SGD Gateway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name 제거할 패치의 이름입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JVM_1.6.0_55라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제거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patch remove --name JVM_1.6.0_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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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 gateway restart
SGD Gateway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구문

gateway restart [--force]

설명
SGD Gateway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SGD Gateway를 중지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force 옵션은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에게 확인 메시지를 표시한 후 SGD Gateway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B.17 gateway server
SGD 서버에서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구문

gateway server add | remove | list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하위 명령을 보여줍니다.

하위 명령 설명 추가 정보
add SGD 서버에서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B.18절. “gateway server add”

remove SGD 서버에서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
거합니다.

B.20절. “gateway server remove”

list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SGD 서버를
나열합니다.

B.19절. “gateway server list”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서버 sgd.example.com에서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거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erver remove --server sgd.example.com

B.18 gateway server add
SGD 서버에서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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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 server add --server server-name 
                   --certfile cert-file 
                   --url server-url 
                 [ --ssl-certfile ssl-cert ]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server SGD 서버의 DNS 이름입니다.
--cert-file SGD 서버에 대한 CA(인증 기관) 인증서입니다.
--url SGD 웹 서버의 URL입니다.
--ssl-certfile SGD 서버에 대한 SSL 인증서입니다.

gateway server add 명령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를 SGD Gateway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keystore)로 가져옵니다. CA 인증
서는 --server 옵션으로 지정된 SGD 서버와 동일한 이름의 별칭을 사용하여 키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 SGD 서버에 대한 SSL 인증서를 SGD Gateway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keystore)로 가져옵니다. SSL 인
증서는 --server 옵션으로 지정된 SGD 서버 이름에 -ssl을 추가하여 생성된 별칭을 사용하여 키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 Apache 역 프록시 서버에서 사용되는 로드 균형 조정 그룹에 SGD 서버를 추가합니다.

주

gateway server add를 사용한 후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
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별칭 sgd.example.com을 사용하여 SGD Gateway 키 저장소에 CA 인증서 PeerCAcert.pem을 추가합니
다. SSL 인증서 cert.pem도 별칭 sgd.example.com-ssl을 사용하여 키 저장소에 추가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erver add --server sgd.example.com \
--certfile PeerCAcert.pem \
--url https://sgd.example.com \
--ssl-certfile cert.pem

이 예에서는 SGD 웹 서버 https://sgd.example.com의 URL이 역 프록시 로드 균형 조정 그룹에 추가되고 구성 파일이 /
opt/SUNWsgdg/httpd/apache-version/conf/extra/gateway/servers/conf/sgd.example.com.conf에 생성됩니다.

B.19 gateway server list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SGD 서버의 세부정보를 보여줍니다.

구문

gateway server list

설명
이 명령은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SGD 서버의 인증서 세부정보와 URL을 보여줍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에 대한 권한이 있는 SGD 서버의 세부정보를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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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SUNWsgdg/bin/gateway server list

B.20 gateway server remove
SGD 서버에서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거합니다.

구문

gateway server remove --server server-name

설명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 및 SSL 인증서가 SGD Gateway 키 저장소에서 제거됩니다.

주

gateway server remove를 사용한 후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서버 sgd.example.com에서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거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erver remove --server sgd.example.com

B.21 gateway setup
SGD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구문

gateway setup

설명
화면의 질문에 대답하여 SGD Gateway에서 사용되는 포트, 인터페이스 및 보안 설정을 구성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etup

B.22 gateway sslcert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저장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인쇄하거나 내보냅니다.

구문

gateway sslcert export | print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하위 명령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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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명령 설명 추가 정보
export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B.23절. “gateway sslcert export”

print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저장된 SGD Gateway SSL 인증
서를 인쇄합니다.

B.24절. “gateway sslcert print”

예제
다음 예에서는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저장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인쇄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slcert print

B.23 gateway sslcert export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구문

gateway sslcert export --certfile cert-file

설명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keystore.client)에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인증서
는 --certfile 옵션으로 지정된 파일에 기록됩니다.

이 명령은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액세스하기 위해 /opt/SUNWsgdg/etc/password의 암호를 사용합니다. 이 파일이 없
으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의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gateway-ssl.pem 파일로 내보냅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slcert export --certfile gateway-ssl.pem

B.24 gateway sslcert print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인쇄합니다.

구문

gateway sslcert print 

설명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keystore.client)에 저장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인쇄합니다.

이 명령은 인증서 세부정보를 터미널 창에 씁니다.

이 명령은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액세스하기 위해 /opt/SUNWsgdg/etc/password의 암호를 사용합니다. 이 파일이 없
으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저장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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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SUNWsgdg/bin/gateway sslcert print

B.25 gateway sslkey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의 SSL 키와 인증서 항목을 관리합니다.

구문

gateway sslkey import | export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하위 명령을 보여줍니다.

하위 명령 설명 추가 정보
import 개인 키와 인증서를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B.27절. “gateway sslkey import”
export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서 개인 키를 내보냅니다. B.26절. “gateway sslkey export”

예제
다음 예에서는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저장된 SGD Gateway SSL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slkey export --keyfile gateway-ssl.key

B.26 gateway sslkey export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서 SGD Gateway SSL 개인 키를 내보냅니다.

구문

gateway sslkey export --keyfile key-file [ --keypass passwd ]

설명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keystore.client)에서 SGD Gateway SSL 개인 키를 내보냅니다. 개인
키는 --keyfile 옵션으로 지정된 파일에 기록됩니다.

개인 키의 암호는 --keypass 옵션을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pt/SUNWsgdg/etc/password의 암호가
사용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의 SGD Gateway SSL 개인 키를 gateway-ssl.key 파일로 내보냅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slkey export --keyfile gateway-ssl.key

B.27 gateway sslkey import
SSL 키와 인증서를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구문

gateway sslkey import --keyfile key-file 
                    [ --keypass ]
                    [ --keyalg RSA|DSA ]
                    { --certfile cert-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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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file cert-file.. [ --cacertfile ca-cert-file ] }
                    [ --alwaysoverwrite ]

설명
SSL 개인 키와 해당 SSL 인증서를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keystore.client)로 가져옵니다. 기본
적으로 이 키 저장소에는 자체 서명된 단일 인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을 덮어씁니다. 기본적으로 키 저장소 항목을 덮어쓰기 전에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명령은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에 액세스하기 위해 /opt/SUNWsgdg/etc/password의 암호를 사용합니다. 이 파일이 없
으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keypass를 인수로 지정하면 사용자에게 개인 키의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개인 키가 암호로 보호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keyfile SSL 개인 키가 포함된 파일입니다. 키는 PEM(Privacy Enhanced Mail) 형식이어야 합니

다.
--keypass SSL 개인 키의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개인 키가 암호로 보호된 경우 이 옵션

을 사용합니다.
--keyalg 개인 키에서 사용되는 인코딩 알고리즘입니다. 옵션은 RSA 및 DSA(디지털 서명 알고리

즘)입니다. 기본적으로 RSA가 선택됩니다.
--certfile SSL 인증서 파일입니다.
--cacertfile CA 인증서 또는 루트 인증서 파일입니다.
--alwaysoverwrite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의 항목을 덮어쓰기 전에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인증서 체인을 가져오려면 --cacertfile 옵션을 사용하여 중간 CA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체인의 모든 인증서는 PEM 형식
이어야 합니다.

인증서 체인에서 여러 CA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체인의 모든 CA 인증서를 단일 파일로 결합합니다. 서버 인증서 서명
에 사용된 CA 인증서가 첫번째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BEGIN CERTIFICATE-----
...Intermediate CA's certificate...
-----END CERTIFICATE-----
-----BEGIN CERTIFICATE-----
...CA root certificate...
-----END CERTIFICATE-----

예제
다음 예에서는 RSA로 인코딩된 SSL 개인 키 gateway1-ssl.key와 해당 SSL 인증서 gateway1-ssl.pem을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사용자에게 개인 키의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slkey import \
--keyfile gateway1-ssl.key \
--certfile gateway1-ssl.pem \
--keypass

다음 예에서는 RSA로 인코딩된 SSL 개인 키와 SSL 인증서 체인을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중간 CA 인증
서는 gateway1-ca.pem입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slkey import \
--keyfile gateway1-ssl.key \
--certfile gateway1-ssl.pem \
--cacertfile gateway1-ca.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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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8 gateway start
SGD Gateway를 시작합니다.

구문

gateway start

설명
SGD Gateway를 시작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Gateway를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rt
SGD Gateway started successfully

B.29 gateway status
SGD Gateway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구문

gateway status [ --format text|xml|delimited ] [ --delimiter delimiter ]

설명
이 명령은 SGD Gateway에 대한 상태 정보를 보여줍니다.

정상적 사용 시, 명령은 상태 요약을 표시하고 SGD Gateway가 시작/중지되었는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
다.

명령에서 확장된 출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Gateway에 대한 연결 요약을 보여줍니다. 연결 요약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services-reflection-auth

구성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리플렉션 서비스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출력 형식을 지정하고 필
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format 선택한 형식으로 상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기본 출력 형식은 text입니다.

구분된 출력의 경우 --delimiter 옵션을 사용하여 필드 구분자를 지정합니다.
--delimiter 지정된 필드 구분자를 사용하여 상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CSV 출력에

는 콤마(,)를 사용합니다.

주

SGD Gateway에 대한 상세한 연결 통계를 보려면 gateway connection 명령을 사용합니다.
B.9절. “gateway connectio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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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에서는 연결 요약을 포함하여 SGD Gateway에 대해 확장된 상태 정보를 표시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tus

Total no. connections: 10
Accepting secure connections
Uptime: 00:00:15

AIP Connections (5/512):
  - sgd2.example.com (2)
  - sgd1.example.com (3)
  
WebSocket Connections (3/512):
  - sgd2.example.com (2)
  - sgd1.example.com (1)

HTTP Connections (2/100):
  - sgd2.example.com (2)

다음 예에서는 XML 형식으로 상태 정보를 출력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tus --format xml

B.30 gateway stop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구문

gateway stop [--force]

설명
사용자에게 확인 메시지를 표시한 후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force 옵션은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에게 확인 메시지를 표시한 후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op

B.31 gateway uninstall
SGD Gateway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구문

gateway uninstall

설명
SGD Gateway를 중지하고 모든 구성 정보를 포함하여 SGD Gateway를 제거합니다.

이 명령은 SGD Gateway를 중지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확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명령이 실행된 호스트에서 SGD Gateway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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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SUNWsgdg/bin/gateway uninstall

B.32 gateway version
SGD Gateway 소프트웨어의 버전 번호를 표시합니다.

구문

gateway version

설명
SGD Gateway의 버전 번호를 표시합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명령이 실행된 호스트에 설치된 SGD Gateway 버전을 표시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version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5.30.901

B.33 tarantella gateway 명령
tarantella gateway 명령을 사용하여 SGD 어레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게이트웨이를 구성합니다.

구문

tarantella gateway add | list | remove | token

설명
tarantella gateway 명령을 사용하여 SGD 어레이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추가, 제거 및 나열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의 모든 SGD 서버에서 tarantella gateway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다른 어레이 멤버에 자동으로
복제됩니다.

SGD 서버가 어레이에 결합되면 기본 SGD 서버에 정의된 게이트웨이 세트가 새 어레이 멤버로 복사되고 기존의 권한
있는 게이트웨이를 모두 덮어씁니다. 등록된 게이트웨이는 어레이에서 분리될 때 SGD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tarantella gateway 명령에 사용 가능한 하위 명령을 보여줍니다.

하위 명령 설명 추가 정보
add SGD 어레이에 대한 SGD Gateway를 추가합

니다.
B.34절. “tarantella gateway add”

list SGD 어레이에 대한 SGD Gateway를 나열합
니다.

B.35절. “tarantella gateway list”

remove SGD 어레이에 대한 SGD Gateway를 제거합
니다.

B.36절. “tarantella gateway remove”

token 지정된 게이트웨이 토큰 다이제스트에 대한
SGD 사용자 세션 ID를 보여줍니다.

B.37절. “tarantella gateway token”

주

모든 tarantella gateway 하위 명령에는 --help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하위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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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게이트웨이 목록에 gateway1.example.com을 추가합니다.

$ tarantella gateway add --name gateway1.example.com \
--certfile /opt/gateway1_cert_file.pem

B.34 tarantella gateway add
SGD 어레이에 SGD Gateway를 등록합니다.

구문

tarantella gateway add { 
                        --name server-name 
                        --certfile cert-file 
                        } | --file file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name 등록할 SGD Gateway의 이름입니다.
--certfile SGD 서버에서 사용되는 SGD Gateway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는 DER(Definite Encoding Rules) 또는

PEM 형식일 수 있습니다.
--file 여러 SGD Gateway에 대한 구성 설정이 포함된 일괄 처리 파일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게이트웨이 목록에 gateway1.example.com을 추가합니다.

$ tarantella gateway add --name gateway1.example.com \
--certfile /opt/gateway1_cert_file.pem

다음 예에서는 tarantella gateway add의 --file 옵션을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게이트웨이를 등록합니다.

$ tarantella gateway add --file gateways.list

--file 옵션은 각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 라인이 포함된 일괄 처리 파일 gateways.list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name gateway1.example.com --certfile /opt/gateway1_cert_file.pem
--name gateway2.example.com --certfile /opt/gateway2_cert_file.pem

B.35 tarantella gateway list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SGD Gateway를 나열합니다.

구문

tarantella gateway list

설명
tarantella gateway add를 사용하여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SGD Gateway의 세부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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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게이트웨이를 나열합니다.

$ tarantella gateway list

B.36 tarantella gateway remove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게이트웨이 목록에서 SGD Gateway를 제거합니다.

구문

tarantella gateway remove --name server-name | --file file

설명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name 등록 세부정보를 제거할 SGD Gateway의 이름입니다.
--file 여러 SGD Gateway에 대한 구성 설정이 포함된 일괄 처리 파일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SGD 어레이에 대해 등록된 게이트웨이 목록에서 SGD Gateway gateway1.example.com을 제거합니다.

$ tarantella gateway remove --name gateway1.example.com

B.37 tarantella gateway token
지정된 게이트웨이 토큰 다이제스트 문자열에 대한 SGD 사용자 세션 ID와 연결 세부정보를 보여줍니다.

구문

tarantella gateway token --token token-id | file file-name

설명
게이트웨이 토큰 다이제스트는 Gateway를 통한 연결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B.29절. “gateway status” 명령을 사용하
여 연결용 토큰 다이제스트를 표시합니다.

관리자는 이 명령을 사용하여 Gateway에 대한 연결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 명령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옵션 설명
--token 사용자 세션 ID를 조회할 게이트웨이 토큰 다이제스트 문자열입니다.
--file 여러 게이트웨이 토큰 다이제스트를 포함하는 일괄 처리 파일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게이트웨이 토큰 다이제스트에 대한 사용자 세션 ID와 연결 세부정보를 보여줍니다.

$ tarantella gateway token --token token-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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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tarantella gateway token의 --file 옵션을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게이트웨이 토큰 다이제스트를 조회합니
다.

$ tarantella gateway token --file tokens.list

--file 옵션은 각 토큰에 대한 설정 라인이 포함된 일괄 처리 파일 tokens.list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token token-string1
--token token-string2

B.38 --security-gateway 속성
설명

--security-gateway 속성을 사용하여 SGD 어레이에 대해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 속성은 다음
을 정의합니다.

• IP 주소 또는 DNS 이름을 기준으로 SGD Gateway에 액세스할 수 있는 SGD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 장치가 SGD Gateway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주소

주

--security-gateway 속성은 AIP 연결에만 사용됩니다. HTTP 연결 경로 지정은 Gateway의
Apache 역 프록시 구성요소에 대한 HTTP 로드 균형 조정 서비스에서 처리됩니다.

--security-gateway 속성의 변경사항은 어레이의 모든 SGD 서버에 적용됩니다.

구문
--security-gateway 속성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urity-gateway filter-spec...

filter-spec을 유형의 필터 지정으로 바꿉니다.

client-ip-address|*:gateway protocol:gateway-address:gateway-port

• client-ip-address는 SGD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입니다. SGD Gateway를 통한 연결의 경우 SGD Gateway가 어레이의
SGD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단일 별표 *는 모든 IP 주소를 나타냅니다.

클라이언트 IP 주소 문자열에는 * 및 ? 와일드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는 여러 문자와 일치하고 ?는 단일
문자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92.169.10.*는 192.169.10 네트워크의 모든 주소와 일치합니다.

192.169.10.12?는 192.169.10.120에서 192.169.10.129 범위의 주소 1개와 일치합니다.

주

SGD Gateway와 함께 외부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경우 client-ip-address에 대해 로드 밸
런서의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gateway protocol은 SGD Gateway를 통한 연결의 경우 sgdg이고, SGD Gateway를 통과하지 않고 SGD 어레이에 직
접 연결하는 SGD 클라이언트의 경우 direct입니다.

• gateway-address는 SGD Gateway 또는 외부 로드 밸런서(사용되는 경우)의 외부 주소입니다. 클라이언트 장치가
SGD Gateway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SGD 어레이에 대한 direct 연결의 경우 어레이의 기본 서버 주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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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way-port는 클라이언트 장치가 SGD Gateway 또는 외부 로드 밸런서(사용되는 경우)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TCP 포트입니다.

SGD 어레이에 대한 direct 연결의 경우 어레이의 기본 서버 포트를 지정합니다.

여러 filter-spec 항목을 콤마로 구분하고 전체 문자열을 큰따옴표(" ")로 묶습니다. 여러 필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다음 예에서는 모든 SGD 클라이언트가 SGD Gateway gateway1.example.com의 TCP 포트 443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tarantella config edit --security-gateway "*:sgdg:gateway1.example.com:443"

다음 예에서는 모든 SGD 클라이언트가 외부 로드 밸런서 lb.example.com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tarantella config edit --security-gateway "*:sgdg:lb.example.com:443"

다음 예에서는 모든 SGD 클라이언트가 SGD Gateway를 통과하지 않고 SGD 어레이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레이의 기본 서버는 sgd1.example.com입니다.

$ tarantella config edit --security-gateway "*:direct:sgd1.example.com:443"

여러 필터 사용
다음 예와 같이 여러 개의 필터 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B.1. “여러 필터 지정 사용”과 같이 기본 배치를 고려합니다. 이 배치는 두 개의 SGD 서버 sgd1.example.com 및
sgd2.example.com이 포함된 SGD 어레이와 함께 단일 SGD Gateway gateway1.example.com을 사용합니다. 어레이의
기본 서버는 sgd1.example.com입니다.

내부 네트워크의 SGD Gateway 주소는 192.168.0.250입니다.

그림 B.1 여러 필터 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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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필터 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2.168.0.250:sgdg:gateway1.example.com:443,*:direct:sgd1.example.com:80"

이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 SGD Gateway IP 주소 192.168.0.250에서 어레이의 SGD 서버에 대한 연결이 허용됩니다. 조직 외부의 SGD 클라이
언트는 SGD Gateway gateway1.example.com의 TCP 포트 443을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 LAN(Local Area Network)에 있는 클라이언트 등 다른 모든 SGD 클라이언트는 기본 SGD 서버 sgd1.example.com의
TCP 포트 80에 직접 연결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SGD Gateway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필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필터의 순서를 반대로 하면 모든 SGD 클라이언트가 SGD 서버 sgd1.example.com에 직접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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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고급 구성
이 장에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SGD Gateway)의 고급 기능 구성 및 사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1절. “SGD Gateway 조정”

• C.2절. “태블릿 장치 연결에 대해 데이터 압축 구성”

• C.3절. “HTTP 재지정 구성”

• C.4절. “SGD Gateway에 대한 바인딩 포트 변경”

• C.5절. “SGD Gateway 검색”

• C.6절. “SGD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 구성”

• C.7절. “외부 SSL 가속기 사용”

• C.8절. “SGD Gateway에 대한 암호 구성”

• C.9절. “SGD Gateway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사용”

• C.10절. “Balancer Manager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으로 설정”

• C.11절. “리플렉션 서비스”

C.1 SGD Gateway 조정
SGD Gateway를 설치할 때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기준으로 최대 동시 AIP(Adaptive Internet
Protocol), Websocket 및 HTTP 연결 수의 기본값이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SGD Gateway의 JVM(Java Virtual Machine)
에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도 이 연결 수에 맞게 최적화됩니다.

SGD Gateway를 설치한 후 예상 SGD 사용자 수와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 수에 따라 기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JVM 메모리 크기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SGD Gateway 조정이라고 합니다.

주의

JVM 메모리 크기가 예상 연결 수에 비해 너무 작으면 SGD Gateway가 작업을 중지하고 모
든 후속 연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충분한 JVM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SGD
Gateway를 조정해야 합니다. SGD Gateway의 java.lang.OutOfMemoryError 오류 메시지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SGD Gateway를 조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최대 AIP 연결 수를 변경합니다. C.1.1절. “최대 AIP 연결 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최대 Websocket 연결 수를 변경합니다. C.1.2절. “최대 Websocket 연결 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최대 HTTP 연결 수를 변경합니다. C.1.3절. “최대 HTTP 연결 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JVM 메모리 크기를 변경합니다. C.1.4절. “JVM 메모리 크기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C.1.1 최대 AIP 연결 수 변경
최대 AIP 연결 수는 설치 시 구성됩니다. 기본 설정은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리소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설정을 배치에 더 적합한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GD Gateway에서 사용하는 최대 AIP 연결 수를 계산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1.1.1절. “AIP 연결 수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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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AIP 연결 수를 변경하려면 gateway config edit 명령의 --routes-aip-maxcon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AIP
연결 수를 3000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routes-aip-maxcon 3000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C.1.1.1 AIP 연결 수 계산

SGD Gateway에서 사용하는 AIP 연결 수는 동시 SGD 사용자 수 및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
라집니다.

AIP 연결 수 = (응용 프로그램 수 + 3) x SGD 사용자 수

예를 들어 각각 4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1000명의 SGD 사용자가 있는 SGD Gateway에는 다음과 같은 최대 동시
AIP 연결 수가 필요합니다.

(4 + 3) x 1000 = 7000(AIP 연결 수)

C.1.2 최대 Websocket 연결 수 변경
다음 경우에 Websocket 연결이 사용됩니다.

• 태블릿 장치에 대한 AIP 연결

•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Java 기술이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SGD 작업 영역에 대한 연결

최대 Websocket 연결 수는 설치 시 구성됩니다. 기본 설정은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리소스
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설정을 배치에 더 적합한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GD Gateway에서 사용하는 최대 Websocket 연결 수는 AIP 연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1.1.1절. “AIP 연결 수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최대 Websocket 연결 수를 변경하려면 gateway config edit 명령의 --routes-ws-maxcon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Websocket 연결 수를 1000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routes-ws-maxcon 1000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C.1.3 최대 HTTP 연결 수 변경
최대 HTTP 연결 수는 설치 시 구성됩니다. 이 설정은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정의합니다. 기본값은 100입니다.

최대 HTTP 연결 수를 변경하려면 gateway config edit 명령의 --routes-http-maxcon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HTTP 연결 수를 200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routes-http-maxcon 200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C.1.4 JVM 메모리 크기 변경
최대 AIP, Websocket 및 HTTP 연결 수를 변경하는 경우 SGD Gateway의 JVM에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opt/SUNWsgdg/proxy/etc/tuning_parameters 파일에서 다음 설정을 편집합니다.

• -Xms – JVM의 초기 메모리 크기(바이트)입니다.

• -Xmx – JVM의 최대 메모리 크기(바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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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이러한 설정과 함께 K(킬로) 및 M(메가) 수정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60K = 960
킬로바이트이고 512M = 512메가바이트입니다.

JVM 메모리 크기 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1.4.1절. “JVM 메모리 크기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주

적용할 JVM 설정에 충분한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C.1.4.1 JVM 메모리 크기 계산

SGD Gateway에서 사용하는 JVM 메모리 양은 동시 AIP 연결, Websocket 연결 및 HTTP 연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SGD Gateway 연결에 약 300KB의 JVM 메모리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JVM 메모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IP 연결 수 + Websocket 연결 수 + HTTP 연결 수) x 300KB

예를 들어 SGD Gateway에 각각 2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500명의 SGD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최대 동시
AIP 연결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 3) x 500 = 2500(AIP 연결 수)

SGD Gateway에 각각 2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100명의 태블릿 장치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최대 동시
Websocket 연결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 3) x 100 = 500(Websocket 연결 수)

SGD Gateway는 SGD 웹 서버에 대한 동시 HTTP 연결 수도 충분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 최대 HTTP 연결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 연결 수 300

따라서 필요한 JVM 메모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500 + 500 + 300) x 300KB = 약 990MB

주

/opt/SUNWsgdg/proxy/etc/tuning_parameters 파일에서 -Xms 및 -Xmx 매개변수를 계산된
JVM 메모리 값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Xms 및 -Xmx는 성능상 동일한 값으로 설정됩니
다.

C.2 태블릿 장치 연결에 대해 데이터 압축 구성
기본적으로 SGD Gateway와 태블릿 장치 간의 데이터 연결은 압축됩니다. 이를 Websocket 압축이라고 합니다.

일부 네트워크 배치에 대해 Websocket 압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처리 로드를 줄여
야 하는 경우입니다.

Gateway에 대해 Websocket 압축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opt/SUNWsgdg/etc/gateway.xml 파일의
<websocketCompression> 설정을 다음과 같이 편집합니다.

<websocketCompression>off</websocketCompression>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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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ateway에 대한 Websocket 압축 설정이 SGD 어레이에 사용되는 Websocket 압축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태블릿 장치 연결에 대해 데이터 압
축 구성 절을 참조하십시오.

C.3 HTTP 재지정 구성
기본적으로 SGD Gateway는 TCP 포트 80의 HTTP 연결을 거부합니다.

TCP 포트 80의 연결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gateway config enable 명령을 사용하여 HTTP 재지정 서비스
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routes-http-redirect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C.4 SGD Gateway에 대한 바인딩 포트 변경
SGD Gateway가 들어오는 연결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및 포트를 바인딩 포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SGD Gateway
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TCP 포트 443을 바인딩 포트로 사용합니다.

바인딩 포트를 변경하려면 gateway config edit 명령의 --binding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바인딩 포트를 TCP 포트
4443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binding *:4443

또는 SGD Gateway 호스트에서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create 명령을 실행하여 바인딩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들어오는 프록시 연결에 사용할 인터페이스 및 포트를 지정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주

gateway config create 명령은 새 구성을 만들고 이미 수행한 구성 설정을 덮어씁니다.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C.5 SGD Gateway 검색
단일 SGD 서버와 SGD Gateway가 동일한 호스트에 설치되는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의 경우 tarantella discover 명
령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Gateway를 검색하고 Gateway 배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자동으로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를 검색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SGD 서버를 설치 및 구성합니다.

SGD 설치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tarantella start 명령을 실행합니다.

2. SGD Gateway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gateway setup 명령을 실행합니다.

3. SGD 서버를 중지합니다:

# tarantella stop

4.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op

5. SGD Gateway를 검색 및 구성합니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sl-tuning.html#websocket-compression-config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sl-tuning.html#websocket-compression-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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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 서버에서 tarantella discover gateway 명령을 사용하여 SGD 서버와 동일한 호스트에 설치된 SGD Gateway를
검색 및 구성합니다.

# tarantella discover gateway --local

6. SGD 서버를 시작합니다.

# tarantella start

7. SGD Gateway를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rt       

C.6 SGD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 구성
기본적으로 IPv6 지원은 SGD Gateway에 대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Pv4 주소와 함께 IPv6 주소가 지원
됩니다. Gateway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IPv6 및 IPv4를 자동으로 바인드합니다.

gateway 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disable --ipv6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ipv6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주

이 명령은 IPv4 주소와 함께 IPv6 주소에 대한 지원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IPv6 바인딩 포트를 구성하려면 gateway config edit 명령의 --binding 옵션을 사용합니다. IPv6 주소를 사용하도록
Gateway를 구성하는 방법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C.6.1 IPv6 주소를 사용하도록 Gateway를 구성하는 방법의 예
다음은 IPv6 주소를 사용하도록 SGD Gateway를 구성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 모든 인터페이스에 TCP 포트 443의 IPv4 주소와 IPv6 주소를 바인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ipv6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binding *:443

• 모든 인터페이스에 TCP 포트 443의 IPv4 주소만 바인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disable --ipv6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binding *:443

• TCP 포트 443의 특정 IPv6 주소에 바인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ipv6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binding [2001:db8::1]:443

주

모든 인터페이스에 IPv6 주소만 바인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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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6 지원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TCP 포트 443의 특정 IPv4 주소에 바인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ipv6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binding 192.168.0.1:443

그러면 서버 소켓이 IPv4 매핑 주소 ::ffff:192.168.0.1에 바인드됩니다.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C.7 외부 SSL 가속기 사용
기본적으로 SGD Gateway는 SSL을 사용하여 보안된 들어오는 HTTP 및 AIP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또
한 Gateway는 SSL 처리를 위한 외부 SSL 가속기 사용을 지원합니다.

Gateway와 함께 외부 SSL 가속기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SSL 연결의 암호를 해독하고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로 Gateway에 전달하도록 외부 SSL 가속기를 구성합니다.

• Gateway에서 외부 SSL 가속기 지원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Gateway가 보안 포트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C.7.1절. “외부 SSL 가속기 지원
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장치가 SSL 가속기를 네트워크 시작점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SSL 가속기는 로드 밸런서이기도 합니다. 로드 균형 조정된 배치를 위해 2.1.2절. “로드 균형 조정된 배
치”에서 설명한 대로 SGD 서버와 Gateway를 구성합니다.

C.7.1 외부 SSL 가속기 지원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Gateway를 통해 SGD에 연결된 사용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1.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암호화되지 않은 들어오는 연결 지원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인 gateway-ssl.xml 대신 gateway-plaintext.xml 파일에 연결하도록 gateway.xml 파일에 대한 심볼릭 링크
를 변경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ln -fs /opt/SUNWsgdg/etc/gateway-plaintext.xml /opt/SUNWsgdg/etc/gateway.xml

3. (선택사항) Gateway에 대한 바인딩 포트를 변경합니다.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SGD Gateway에 대한 바인딩 포트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4절. “SGD Gateway에 대한 바인딩 포트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4.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C.8 SGD Gateway에 대한 암호 구성
설치하는 동안 Gateway는 높은 등급의 암호로만 구성된 암호 세트를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즉, Gateway에 대한 SSL
연결은 항상 강화된 보안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암호 세트를 사용하도록 Gateway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8.1 Gateway에 대한 암호를 구성하는 방법
1. Gateway를 중지합니다.



SGD Gateway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사용

57

# /opt/SUNWsgdg/bin/gateway stop

2. 필요한 암호를 구성합니다.

/opt/SUNWsgdg/etc 디렉토리에서 ciphersuites.xml 파일을 편집합니다.

주

Gateway와 함께 제공된 JRE(Java Runtime Environment)가 지원하는 암호 슈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암호 슈트에 대한 JSSE(Java Secure Socket Extension) 이름을 입력하십시
오.

기본적으로 ciphersuites.xml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높은 등급 암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iphersuites>
 <cipher>TLS_RSA_WITH_AES_128_CBC_SHA</cipher>
 <cipher>TLS_RSA_WITH_AES_256_CBC_SHA</cipher>
 <cipher>TLS_DHE_RSA_WITH_AES_128_CBC_SHA</cipher>
 <cipher>TLS_DHE_RSA_WITH_AES_256_CBC_SHA</cipher>
 <cipher>TLS_DHE_DSS_WITH_AES_128_CBC_SHA</cipher>
 <cipher>TLS_DHE_DSS_WITH_AES_256_CBC_SHA</cipher>
</ciphersuites>

3. /opt/SUNWsgdg/etc/gateway.xml 파일에 다음 항목이 있고 ciphersuites.xml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service id="sgd-ssl-service" class="SSL">
                ...
  <keystore file="/opt/SUNWsgdg/proxy/etc/keystore.client" 
   password="/opt/SUNWsgdg/etc/password"/>
   <xi:include href="ciphersuites.xml" parse="xml"/>
</service>
                 ...
<service id="http-ssl-service" class="SSL">
                 ...
  <keystore file="/opt/SUNWsgdg/proxy/etc/keystore.client" 
   password="/opt/SUNWsgdg/etc/password"/>
  <xi:include href="ciphersuites.xml" parse="xml"/>
</service>

4. Gateway를 다시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rt

C.9 SGD Gateway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사용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통해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SGD Gateway의 보안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는 클라이언트 장치의 브라우저에 설치되는 SSL 인증서입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라우저의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새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한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C.9.2절.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한 CSR
을 생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절차에서는 keytool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keytool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DK Tools and Utilitie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9.1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SGD Gateway를 구성하는 방법
1.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http://docs.oracle.com/javase/8/docs/technotes/tools/#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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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SUNWsgdg/bin/gateway stop

3. HTTPS 클라이언트 연결에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SGD Gateway를 구성합니다.

/opt/SUNWsgdg/etc/gateway.xml 파일에 <needClientAuth> 항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service id="http-ssl-service" class="SSL">
    <needClientAuth>true</needClientAuth>
        <!-- Decrypts HTTPS traffic -->
        <subService id="ssl-splitter">
            <binding>*</binding>
        </subService>

4. (선택사항)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SGD Gateway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주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신뢰할 수 있는 CA(인증 기관)에서 서명된 경우에는 이 단계를 수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keytool 명령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opt/SUNWsgdg/java/default/bin/keytool -importcert \
-alias mycert -keystore /opt/SUNWsgdg/proxy/etc/keystore.client \
-file mycert.crt -storepass ‘cat /opt/SUNWsgdg/etc/password‘

이 예에서는 클라이언트 인증서 mycert.crt를 SGD Gateway 클라이언트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클라이언트 인증
서는 별칭 mycert를 사용하여 저장됩니다.

5. SGD Gateway를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rt

C.9.2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한 CSR을 생성하는 방법
Gateway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받으려면 먼저 CSR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서명을 위해
CA(인증 기관)로 CSR을 보냅니다.

주

이 절차에서는 Gateway 호스트의 keytool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SR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절차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
는 인증서 관리 도구를 대신 사용하여 CSR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자체 서명된 인증서와 해당 개인 키를 생성합니다.

keytool 명령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opt/SUNWsgdg/java/default/bin/keytool -genkeypair -keyalg RSA \
-alias mycert -keystore keystore.mycert -storepass letmein

이 예에서는 자체 서명된 인증서와 개인 키가 생성되어 keystore.mycert라는 키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키 쌍은 별칭
mycert를 사용하여 저장됩니다.

3. 자체 서명된 인증서에 대한 CSR을 생성합니다.

keytool 명령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opt/SUNWsgdg/java/default/bin/keytool -certreq  \
-alias mycert -keystore keystore.mycert -storepass letm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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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tmp/gateway-name.csr

이 예에서는 CSR이 생성되어 /tmp/gateway-name.csr 파일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gateway-name은 Gateway의 이름
입니다.

C.10 Balancer Manager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으로 설정
Apache 역 프록시에는 Balancer Manager라는 웹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alancer Manager를 사용하면
역 프록시에서 사용되는 로드 균형 조정 그룹의 SGD 웹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Balancer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로드 균형 조정 그룹의 SGD 웹 서버에 대한 상태 정보 보기

• SGD 웹 서버에 대한 로드 균형 조정 경로 보기 및 변경

• 로드 균형 조정 그룹에서 SGD 웹 서버 제거

Balancer Manager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역 프록시 구성 파일 /opt/SUNWsgdg/httpd/apache-version/conf/extra/
gateway/httpd-gateway.conf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주석을 제거합니다.

# Allows the configuration of load balancing parameters
#
#    <Location /balancer-manager>
#        SetHandler balancer-manager
#        Order Deny,Allow
#        Deny from all
#        Allow from all
#    </Location>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Balancer Manager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s://gateway.example.com/balancer-manager로 이동합니
다. 여기서 gateway.example.com은 SGD Gateway 호스트입니다.

Balancer Manager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ache mod_proxy_balance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11 리플렉션 서비스
리플렉션 서비스는 SGD Gateway의 경로 지정 프록시 구성요소에서 사용되는 RESTful 웹 서비스 모음입니다. 리플렉
션 서비스를 사용하면 SGD Gateway 관리자가 경로, 서비스, 로깅 레벨 및 연결을 구성하고 경로 지정 프록시에 대한 상
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 서비스와 관련된 이 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11.1절. “리플렉션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

• C.11.2절. “리플렉션 서비스 사용”

C.11.1 리플렉션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
기본적으로 리플렉션 서비스는 SGD Gateway에 대해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액세스 방법 중 하나 이상에 대해 리플렉션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 – 사용자가 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는 SGD Gateway 호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11.1.1절.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되
지 않은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http://httpd.apache.org/docs/2.2/mod/mod_proxy_balanc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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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된 액세스 – 사용자가 리플렉션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전에 인증해야 합니다.

허용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11.1.2절.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된 액세스
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C.11.1.1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1.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services-reflection

3. (선택사항) 리플렉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변경합니다.

주의

기본적으로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는 SGD Gateway 호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보
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에 사용되는 기본 인터페이스는 localhost 루프백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
--services-reflection-binding *:81

4. (선택사항) 리플렉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포트를 변경합니다.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에 사용되는 기본 포트는 TCP 포트 81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 중이
아닌 다른 포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
--services-reflection-binding localhost:portnum

여기서 portnum은 리플렉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포트 번호입니다.

5.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6. 리플렉션 서비스에 액세스합니다.

SGD Gateway 호스트에서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localhost:81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 서비스의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C.11.1.2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1. SGD Gateway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와 개인 키를 내보냅니다.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와 개인 키는 리플렉션 서비스 키 저장소(/opt/SUNWsgdg/proxy/etc/
keystore.reflection)에 저장됩니다. 이 키 저장소는 SGD Gateway를 설치하는 동안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리플렉션 서비스 키 저장소에는 자체 서명된 단일 인증서와 키 쌍이 들어 있습니다.

a.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 /opt/SUNWsgdg/java/default/bin/keytool -exportcert \
-alias server-name -r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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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re /opt/SUNWsgdg/proxy/etc/keystore.reflection \
-storepass "$(cat /opt/SUNWsgdg/etc/password.reflection)" \
-file client.pem

여기서 server-name은 리플렉션 키 저장소의 리플렉션 서비스 인증서에 사용되는 별칭이고 client.pem은 내보낸
인증서의 파일 이름입니다.

keytool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DK Tools and Utilitie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개인 키를 내보냅니다.

SGD Gateway에 포함된 KeyManager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opt/SUNWsgdg/java/default/bin/java \
-jar /opt/SUNWsgdg/proxy/KeyManager.jar export \
--keyfile client.key \
--keystore /opt/SUNWsgdg/proxy/etc/keystore.reflection \
--keyalias alias-name \
--keypass "$(cat /opt/SUNWsgdg/etc/password.reflection)" \
--storepass "$(cat /opt/SUNWsgdg/etc/password.reflection)"

여기서 alias-name은 리플렉션 키 저장소의 리플렉션 서비스 키에 사용되는 별칭이고 client.key는 내보낸 키의
파일 이름입니다.

3. 클라이언트 장치에 인증서와 개인 키를 설치합니다.

인증서와 개인 키는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증서와 키를 브라우저 인증서 저장소로 가져오려면 먼저 인증서와 키를 PKCS12 형식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openssl pkcs12 -export -in mycert.crt -inkey mycert_key.pem -out mycert.p12

이 명령은 인증서 파일 mycert.crt 및 연관된 개인 키 mycert_key.pem을 PKCS12 형식 인증서 파일 mycert.p12로 변
환합니다.

PKCS12 형식 인증서를 브라우저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라우저에 대한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4.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SGD Gateway 호스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nable --services-reflection-auth

5. (선택사항) 리플렉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와 포트를 변경합니다.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허용된 액세스에 사용되는 기본 바인딩은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TCP 포트 82입니다. 다
음과 같이 사용 중이 아닌 다른 인터페이스와 포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config edit \
--services-reflection-binding int:portnum

여기서 int는 인터페이스이고 portnum은 리플렉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포트 번호입니다.

6.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restart

7. 인증서와 개인 키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리플렉션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 curl 명령 사용:

http://docs.oracle.com/javase/8/docs/technotes/tools/#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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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l --cert client.pem --key client.key -k -X GET https://gateway.example.com:82

이 예에서 curl 명령은 리플렉션 서비스의 홈 페이지(https://gateway.example.com:82)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
다. 여기서 gateway.example.com은 SGD Gateway의 이름입니다.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와 개인 키는
client.pem 및 client.key입니다.

• 브라우저 사용:

https://gateway.example.com:82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gateway.example.com은 SGD Gateway의 이름입니다.

리플렉션 서비스의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C.11.2 리플렉션 서비스 사용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리플렉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RESTful 웹 서비스에 액세스합니다. 적합한 클라
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라우저. 브라우저 사용은 리플렉션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브라우저는 HTTP GET
요청만 지원하므로 정보를 검색하는 RESTful 웹 서비스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우저 사용은 상태 정보
표시, 경로 지정 프록시에 대한 경로 및 서비스 나열 등의 작업에 유용합니다.

• curl. HTTP GET, PUT, POST 및 DELETE 요청을 지원하는 UNIX 및 Linux 플랫폼용 명령줄 도구입니다. 즉,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모든 범위의 RESTful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처리를 위해 이 도구의 출력을 파일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RESTful 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유한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리플렉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

리플렉션 서비스를 사용하여 경로 지정 프록시의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플렉션 서비스에서 다음과 같은 출력 형식으로 데이터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 ASCII. 기본 출력 형식입니다. 탭으로 구분된 ASCII 형식으로 데이터가 반환됩니다. 이 출력 형식은 데이터에 대해 구
문분석 등의 추가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 HTML. 브라우저에 표시하는 데 적합한 HTML 형식으로 데이터가 반환됩니다. HTML 출력을 반환하려면 웹 서비스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의 끝에 /html을 추가합니다.

C.11.2.1 RESTful 웹 서비스 정보
표 C.1.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RESTful 웹 서비스”에서는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RESTful 웹 서비스를 나열합니다.

표 C.1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RESTful 웹 서비스

상대 URI HTTP 요청
메소드

설명

/ GET 작동 시간 등 경로 지정 프록시에 대한 높은 레벨의 정보를 표
시합니다.

/service GET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나열합니다.

서비스는 경로 지정 프록시가 들어오는 연결을 만드는 시작점
을 나타냅니다.

/service/Service-Id GET Service-Id로 식별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나열합니다.
/service/Service-Id PUT Service-Id로 식별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ervice/Service-Id DELETE Service-Id로 식별된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client GET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를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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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URI HTTP 요청
메소드

설명

클라이언트는 경로 지정 프록시가 나가는 연결을 생성하는 종
료점을 나타냅니다.

/client/Client-Id GET Client-Id로 식별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나열합니다.
/route GET 사용 가능한 경로를 나열합니다.

경로는 서비스를 통해 들어오는 연결에서 클라이언트를 통해
나가는 연결까지 경로 지정 프록시를 통한 경로를 나타냅니다.

/route/Route-Id GET Route-Id로 식별된 경로에 대한 정보를 나열합니다.
/route/Route-Id PUT Route-Id로 식별된 경로를 시작합니다.
/route/Route-Id DELETE Route-Id로 식별된 경로를 중지합니다.
/route/Route-Id/connection GET Route-Id로 식별된 특정 경로에 대한 연결을 나열합니다.
/route/Route-Id/connection/Connection-
Id

DELETE Connection-Id로 식별된 연결을 종료합니다.

/connection GET 모든 경로에 대해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연결을 나열합니다.
/logging/level GET 전역 로깅 레벨을 표시합니다.
/logging/level/Log-Level PUT 경로 지정 프록시의 전역 로깅 레벨을 설정합니다.
/logging/Package/level GET 경로 지정 프록시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로깅 레벨을 표시합

니다.
/logging/Package/level/Log-Level PUT 경로 지정 프록시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로깅 레벨을 설정합

니다.

RESTful 웹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리플렉션 서비스의 URL에 웹 서비스의 상대 URI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SGD Gateway gateway.example.com에 사용 가능한 경로를 나열하려면 다음과 같이 리플렉션 서비스의 URL
에 /route를 추가합니다.

$ curl --cert client.pem --key client.key -k -X GET https://gateway.example.com:82/route

여기서 client.pem 및 client.key는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와 개인 키입니다. 이 예에서 클라이언트는 리플렉션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전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C.11.2.2 리플렉션 서비스 사용 예
다음의 모든 예는 curl 명령을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리플렉션 서비스에 액세스합니다.

이 예는 SGD Gateway gateway.example.com에서 리플렉션 서비스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를 사용합니다. 인증서
client.pem과 개인 키 client.key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SGD Gateway에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나열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curl --cert client.pem --key client.key -k \
-X GET https://gateway.example.com:82/service

경로를 중지하려면 리플렉션 서비스에서 경로에 사용하는 Route ID를 지정합니다.

$ curl --cert client.pem --key client.key -k \
-X GET https://gateway.example.com:82/route
Route Id  Route Uptime   Service Id  ...
0         21h18m20s743m  ssgd-route-service  ...
1         21h18m20s736m  shttp-ssl-service   ...
$ curl --cert client.pem --key client.key -k \
-X DELETE https://gateway.example.com:82/route/1

전역 로깅 레벨을 FINER로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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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l --cert client.pem --key client.key -k \
-X PUT https://gateway.example.com:82/logging/level/F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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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SGD Gateway 문제 해결
이 장에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SGD Gateway)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한 문제 해결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절. “로깅 및 진단”

• D.2절. “SGD 서버의 피어 DNS 이름 변경”

• D.3절. “SGD Gateway 오류 메시지”

D.1 로깅 및 진단
이 절에서는 SGD Gateway의 로깅 및 진단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절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1.1절. “SGD Gateway 로깅 정보”

• D.1.2절. “SGD Gateway 프로세스 정보 표시”

• D.1.3절. “명령줄에서 구성 확인”

D.1.1 SGD Gateway 로깅 정보
SGD Gateway 로깅은 Java 로깅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Java로 로깅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docs.oracle.com/javase/8/docs/technotes/guides/logging/overview.html을 참조하십시오.

D.1.1.1 로깅 레벨 변경
로깅 등록 정보 구성 파일 logging.properties는 SGD Gateway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파일은 /opt/SUNWsgdg/proxy/etc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logging.properties 파일을 편집하여 기본 로깅 레벨을 변경하고 특정 SGD Gateway 서비스에 대한 로깅 레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SGD Gateway 서비스는 logging.properties 파일의 async.channel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들어오는 TCP 연결과 나가는 TCP 연결에 대해 로깅 레벨을 높이려면 TCP 서비스 로깅 레벨을 FINEST로 설
정합니다. logging.properties 파일에서 다음 라인의 주석 처리를 제거합니다.

# async.channel.tcp.level=FINEST

FileHandler 클래스 설명서에서는 logging.properties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깅 레벨 매개변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logging.properties 파일을 편집하여 변경한 로깅 레벨을 적용하려면 SGD Gateway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

SGD Gateway 리플렉션 서비스를 사용하여 로깅 레벨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렉션 서
비스 구성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11절. “리플렉션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D.1.1.2 로그 파일 위치
SGD Gateway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로그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경로 지정 프록시 로그 파일. 이러한 로그 파일의 위치와 이름은 logging.properties 파일에서 설정됩니다. 기본적으로
SGD Gateway는 SGD Gateway 호스트의 /opt/SUNWsgdg/proxy/var/log 디렉토리에 경로 지정 프록시 로그 파일을
만듭니다.

• 역 프록시 로그 파일. HTTP 및 HTTPS 연결에 대한 로드 균형 조정 및 프록시 서버 작업의 세부정보는 SGD Gateway
호스트의 /opt/SUNWsgdg/httpd/apache-version/logs 디렉토리에 있는 Apache 로그 파일에 기록됩니다.

http://docs.oracle.com/javase/8/docs/technotes/guides/logging/overview.html
http://docs.oracle.com/javase/8/docs/api/java/util/logging/FileHandl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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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D 서버 로그 파일. 어레이의 각 SGD 서버는 SGD 서버 호스트의 /opt/tarantella/var/log 디렉토리에 있는 로그 파일
에 오류 메시지를 씁니다. SGD 서버의 로깅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6장 “모니터링 및 로깅”을 참조하십시오.

D.1.2 SGD Gateway 프로세스 정보 표시
SGD Gateway를 시작하면 경로 지정 프록시의 프로세스 ID가 SGD Gateway 호스트의 /opt/SUNWsgdg/proxy/var/run/
proxy.pid 파일에 저장됩니다.

역 프록시의 프로세스 ID는 /opt/SUNWsgdg/httpd/apache-version/logs/httpd.pid 파일에 저장됩니다. httpd.conf Apache
구성 파일의 PidFile 지시어를 사용하여 이 파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SGD Gateway 프로세스를 표시하려면 SGD Gateway 호스트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ps -ef| grep SUNWsgdg

D.1.3 명령줄에서 구성 확인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SGD Gateway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ateway status – SGD Gateway에 대한 상태 정보를 표시합니다.

SGD Gateway 호스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atus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29절. “gateway status”를 참조하십시오.

• tarantella gateway list – SGD 어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SGD Gateway 목록을 표시합니다.

어레이의 SGD 서버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tarantella gateway list

tarantella gateway 명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33절. “tarantella gateway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 tarantella config list – SGD 어레이에 대한 전역 설정을 표시합니다.

SGD 서버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security-gateway 속성 설정을 표시합니다. 이 속성은 SGD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 SGD 클라이언트를 결정합니다.

$ tarantella config list --security-gateway

이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38절. “--security-gatewa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D.2 SGD 서버의 피어 DNS 이름 변경
피어 DNS 이름은 SGD 서버가 어레이의 다른 SGD 서버에서 자신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DNS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boston.example.com을 입력합니다.

SGD 서버의 피어 DNS 이름을 변경하면 Gateway에서 더 이상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Gateway에서 사용하는 인증
서에 새 DNS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Gateway 배치를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선택사항) 새 SGD 서버 SSL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2.2.2.1절. “SGD 서버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계는 새 피어 DNS 이름이 SGD 서버에서 사용하는 SSL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SGD
서버의 SSL 인증서를 교체하고 각 Gateway에 새 SSL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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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사항) SGD 서버에 대한 새 CA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2.2.2.1절. “SGD 서버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
십시오.

이 단계는 어레이에 있는 기본 서버의 피어 DNS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어레이 간 보안 통신에 사용되
는 인증서를 재생성하고 각 Gateway에 새 CA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SGD 서버의 피어 DNS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SGD
서버의 피어 DNS 이름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D.3 SGD Gateway 오류 메시지
SGD Gateway 오류 메시지는 SGD Gateway 호스트의 /opt/SUNWsgdg/proxy/var/log 디렉토리에 있는 경로 지정 프록
시 로그 파일에 보고됩니다.

표 D.1. “SGD Gateway에 대한 오류 메시지”에는 일부 표준 SGD Gateway 오류 메시지와 가능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나
열되어 있습니다.

표 D.1 SGD Gateway에 대한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 가능한 원인
Failed to validate token:

Token time not yet valid

어레이의 SGD 서버와 SGD Gateway의 시계가 동기화되
어 있지 않습니다.

Failed to decode token:

No trusted signature found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가 SGD Gateway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Failed to validate token:

No recipient available to decrypt token

SGD Gateway 인증서가 SGD 어레이에 설치되어 있지 않
습니다.

SSL error:

Check the proxy SSL keystore has valid trusted
certificates

SGD 서버에 대한 SSL 인증서가 SGD Gateway에 설치되
어 있지 않습니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dns-names.html#peer-dns-names-changing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dns-names.html#peer-dns-names-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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