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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S/W 설치

본 문서는 운영체제 CentOS 6.6를 이용해 환경을 구축하였다.

1. chrome 설치
# wget http://chrome.richardlloyd.org.uk/install_chrome.sh
# chmod u+x install_chrome.sh
# ./install_chrome.sh
* 본 설치과정에서는 CentOS 6.2 환경에서 chrome 설치 시 CentOS 6.6으로 업그레이드함

2. JAVA 설치
www.oracle.com 에 접속해서 rpm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
# rpm -ivh jdk-7u80-linux-x64.rpm

3. Tomcat 설치
1) tomcat.apache.org 접속 후 설치
# tar zxvf apache-tomcat-7.0.61.tar.gz
# mv apache-tomcat-7.0.61.tar.gz /opt/tomcat7
2) autodeply 금지
/opt/tomcat7/conf/server.xml 수정
<Host appBase="webapps" unpackWARs="true" autoDeploy="false"
xmlValidation="false" xmlNamespaceAware="false">
3) service 등록
아래 파일을 tomcat 이라는 파일명으로 작성
#=========================================
#!/bin/sh
#startup script for Tomcat
#
# chkconfig: 35 85 15
# description: apache tomcat 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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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name: tomcat
# Source function library.

# 환경에 맞게 수정
export JAVA_HOME=/usr/java/jdk1.7.0_80/
export CATALINA_HOME=/usr/local/tomcat6
export

JAVA_OPTS="-Djava.awt.headless=true

Dcom.sun.security.enableCRLDP=true"
export CATALINA_HOME=/opt/tomcat7
export CATALINA_BASE=/opt/tomcat7

# See how we were called.
case "$1" in
start)
echo -n "Starting tomcat: "
$CATALINA_HOME/bin/catalina.sh start
echo
;;
stop)
echo -n "Shutting down tomcat: "
$CATALINA_HOME/bin/catalina.sh stop
echo
;;
restart)
$0 stop
sleep 2
$0 start
;;
*)
echo "Usage: $0 {start|stop|restart}"
exit 1
esac
exi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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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x512M

-XX:MaxPermSize=128M

-

# cp ./tomcat /etc/init.d/
# chmod u+x tomcat
# chkconfig –-add tomcat
4) 톰캣 구동 확인
# service tomcat start
크롬 브라우저로 http://localhost:8080 을 접속해서 tomcat homepage 확인

4. 네트워크 및 호스트 네임 설정
아래 파일을 상황에 맞추어 설정한다.
# vi /etc/sysconfig/network-script/ifcfg-eth1
# vi /etc/hosts

5. 보안 설정
1) 방화벽 설정
방화벽을 off하거나 적절한 rule로 설정
2) SELinux 기능 해제
# getenforce
# setenforce 0
# vi /etc/sysconfig/se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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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bboleth IdP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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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ibboleth IdP S/W 설치
1) S/W 설치
#

wget

http://www.Shibboleth.net/downloads/identity-provider/2.3.0/Shibboleth-

identityprovider-2.3.0-bin.zip
# unzip Shibboleth-identityprovider-2.3.0-bin.zip
# cd Shibboleth-identityprovider-2.3.0
# chmod u+x install.sh
# cp -r endorsed/ /usr/local/src/tomcat6
# vi ~/.bash_profile
export JAVA_ENDORSED_DIRS=/opt/tomcat7/endorsed
# source ~/.bash_profile
#./install.sh
* 설치 장소는 default 값으로 설정한다.
* 설치 중 IdP hostname을 입력한다. (본 설치과정에서는 ‘idp.kisti.re.kr’ 입력)
* Keystore 암호는 추후 설정 시 필요하므로 암기하거나 별도 기록한다.
Shibboleth 경로를 설정한다.
# vi ~/.bash_profile
export IDP_HOME=/opt/Shibboleth-idp
# source ~/.bash_profile

2) IdP.war 설치
Tomcat 실행 시 Idp.war를 구동하도록 설정한다.
# vi /opt/tomcat7/conf/Catalina/localhost/idp.xml
<Context docBase="/opt/shibboleth-idp/war/idp.war"
privileged="true" antiResourceLocking="false"
antiJARLocking="false" unpackWAR="false"
swallowOutput="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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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cat을 재실행해서 idp.war를 구동한다.
# service tomcat stop
# service tomcat start

IdP 정상 구동을 확인한다.
- 브라우저로 http://idp.kisti.re.kr/idp/profile/Status 접속해서 “ok” 표시 확인

2. SSL 설치
1) SSL 설치 및 설정
# mkdir idpcerts
# keytool -genkey -alias tomcat -keyalg RSA -keystore idpcerts/idpself.keystore
# vi /opt/tomcat7/conf/server.xml
<Connector port="443" protocol="HTTP/1.1" SSLEnabled="true"
maxThreads="150" scheme="https" secure="true" clientAuth="false"
sslProtocol="TLS"
keystoreFile="/root/idpcerts/idpself.keystore"
keystorePass="222222" />
# service tomcat stop
# service tomcat start
Chrome 으로 https://idp.kisti.re.kr/idp/profile/Status 접속 후 “ok” 하면 성공
* 실패하면 인증서의 self-signed certificate 문제이므로 신뢰 사이트에 추가 후 재접속 시도

3. JAAS 설정파일 경로 설정
1) JAAS Configuration Location 설정
Shibboleth

Idp

구동에

필요한

JAAS

authentication

policy는

Handler의 jaasConfigurationLocation 변수(login.config)에 설정

# cd /opt/Shibboleth-idp/conf/
# vi handler.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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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아래 두 handler가 활성화되어야 함

<!-- Login Handlers -->
/* default로 활성화 되어있음 */
<ph:LoginHandler xsi:type="ph:RemoteUser">

<ph:AuthenticationMethod>urn:oasis:names:tc:SAML:2.0:ac:classes:unspecified</ph:Au
thenticationMethod>
</ph:LoginHandler>
…
/* 주석 제거 후 활성화 */
<ph:LoginHandler xsi:type="ph:UsernamePassword"
jaasConfigurationLocation="file:///opt/Shibbolethidp/conf/login.config">

<ph:AuthenticationMethod>urn:oasis:names:tc:SAML:2.0:ac:classes:PasswordProtectedT
ransport</ph:AuthenticationMethod>
</ph:LoginHandler>

2) IdP 동작 확인
# tail -f /opt/apache-tomcat-7.0.61/logs/catalina.out
Jul 08, 2015 6:16:43 AM org.apache.catalina.startup.Catalina start
INFO: Server startup in 23885 ms // IdP 구동 성공

* idp.war 구동 시 1분 정도 소요됨. 그동안 아래 명령어로 idp.war 실행 로그를 점검할 수 있
다.
# tail -f /opt/Shibboleth-idp/logs/idp-access.log
# tail -f /opt/Shibboleth-idp/logs/idp-process.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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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LDAP 서버(ApacheDS 2.0) 설치
1) S/W 다운로드
https://directory.apache.org/apacheds/downloads.html에 접속해서 binary를 다운거
나 아래와 같이 명령어로 다운받는다.
#

wget

https://archive.apache.org/dist/directory/apacheds/dist/2.0.0-

M20/apacheds-2.0.0-M20-64bit.bin
2) 설치 및 실행
# chmod a+x apacheds-2.0.0-M20-64bit.bin
# ./apacheds-2.0.0-M20-64bit.bin
* default 설정으로 설치
# /etc/init.d/apacheds-2.0.0-M20-default start
# netstat –nlp|grep 10389 // 4~5초 후 포트확인 가능
tcp

0

0

::10389

:::*

LISTEN

5288/java

2. LDAP Browser(Apache Directory Studio) 설치
1) S/W 설치 및 실행
# wget
https://archive.apache.org/dist/directory/studio/dist/2.0.0.v20130628/Apach
eDirectoryStudio-linux-x86_64-2.0.0.v20130628.tar.gz
# tar zxvf ApacheDirectoryStudio-linux-x86_64-2.0.0.v20130628.tar.gz
# mv ApacheDirectoryStudio-linux-x86_64-2.0.0.v20130628
/opt/apachedirstudio
# cd /opt/apachedirstudio/
# ./ApacheDirectoryStudio
* LDAP server(Apache DS가 이미 구동 중이어야함
* 실행 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나면 root 계정이 아니라 X 설정이 되어있는 사용자 계정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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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
ApacheDirectoryStudio:
An error has occurred. See the log file
2) LDAP 서버(apache DS)와 LDAP connection 생성
- New LDAP Connection
File->New “Wizards” 필드에 LDAP Connection 입력 후 설정
- Network parameter 설정
Connection Name: KISTI LDAP
Port: 10389
입력 후 Check Network Parameter 클릭

- Authentication method 설정
Bind password: secret
Check Authentication 클릭 후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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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한 LDAP connection을 더블클릭해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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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AP 서버가 실행 중이어야 함.
* LDAP 서버 재 구동 또는 중지 시 아래와 같은 에러가 나면 다음과 같이 대처
/opt/apacheds-2.0.0-M20/bin/apacheds:

line

419:

kill:

(5286)

-

No

such

process
Unable to stop ApacheDS - default.
# rm /var/lib/apacheds-2.0.0-M20/default/run/apacheds-default.pid
# /etc/init.d/apacheds-2.0.0-M20-default start

3. LDAP 서버에 사용자 추가
1) 사용자 정보 설정
- DIT ou=users > New Entry 후 Entry Creation Method에서 default 값 그대로 next
아래와 같이 Object Class에서 inetOrgPerson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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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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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속성(ex. cn, sn) 설정

- 사용자 암호 추가
Attribute 창에서 userPassword 추가 후 암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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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AS 설정에 반영할 아래 정보는 별도로 기억한다.
ldap://localhost:10389 및 DN 정보: ou=users,ou=system

4. JAAS 설정
2장의 3의 절차에서 jaasConfigurationLocation 변수에 설정된 login.config 설정.
* https://wiki.Shibboleth.net/confluence/display/SHIB2/IdPAuthUserPass 참조
# vi $IDP_HOME/conf/login.config
ShibUserPassAuth {
edu.vt.middleware.ldap.jaas.LdapLoginModule required
host="localhost"
base="ou=users,ou=system"
bindDn="uid=admin,ou=system"
bindCredential="secret"
port="10389"
ssl="false"
tls="false"
userField="u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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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속성 공개 설정
IdP에서 속성을 정의한다.
# vi attribute-resolver.xml

- LDAP Connector 설정 (attribute-resolver.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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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가 속성을 공개(release) 하지 않았을 경우 SP 측 발생 에러

6. SOAP endpoint 설정
SAML 1.1을 사용하는 legacy SP를 지원하려면 SOAP endpoint 설정 필요하다.
아래 error 발생(shibd.log) 시 SOAP endpoint를 설정한다.

모듈을 다운로드한다.
# cd /opt/tomcat7/lib
#

wget

https://github.com/Unicon/shibboleth-tomcat-dta-ssl/releases/download/v1.1/tomcat7-

1.1.jar
IdP를 설정한다.
# vi server.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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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https://wiki.shibboleth.net/confluence/display/SHIB2/IdPApacheTomcatPrepar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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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Shib SP와 연동 테스트

1. IdP 메타데이터 업로드
1) http://www.testshib.org/ 접속
2) ‘Register with TestShib by uploading your metadata’ 선택
* IdP Metadata는 아래 URL에서 확인
https://idp.kisti.re.kr/idp/profile/Metadata/SAML 또는
/opt/Shibboleth-idp/metadata/idp-metadata.xml
3) 메타데이터 파일 이름을 업로드 후 충돌되지 않도록 고유하게 변경 후 업로드
# cp $IDP_HOME/metadata/idp-metadata.xml kistiidp-test-metadata_150706.xml

2. TestShib SP 메타데이터 설정
1) 화면에서 아래 문장 중 configuration 클릭
‘Your metadata was uploaded successfully. Please proceed to configuration
and testing’ 후 아래 내용 입력
# vi $IDP_HOME/conf/relying-party.xml
<!-- Testshib SP Metadata -->
<metadata:MetadataProvider id="URLMD-testshib"
xsi:type="metadata:FileBackedHTTPMetadataProvider"
metadataURL="http://www.testshib.org/metadata/testshibproviders.xml"
backingFile="/opt/Shibboleth-idp/metadata/testshib-provider.xml">
</metadata:Metadata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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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cat을 재시작한다.
#service tomcat stop
#service tomcat start

3. Test 수행
1) TestShib 사이트에서 아래 클릭
Test
.. as an Identity Provider
‘Access https://sp.testshib.org/ with a standard web browse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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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P entity ID 입력

3) IdP 접속 후 사용자 인증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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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 OpenConext 연동 설정

1. IdP 설정

1)OpenConext SP 메타데이터 등록
# vi /opt/shibboleth-idp/conf/relying-party.xml
<!-- OpenConext SP Metadata -->
<metadata:MetadataProvider id="URLMD-OpenConext"
xsi:type="metadata:FileBackedHTTPMetadataProvider"

metadataURL="https://engine.demo.OpenConext.org/authentication/sp/metadata"
backingFile="/opt/Shibboleth-idp/metadata/OpenConext-provider.xml">
</metadata:MetadataProvider>
# service tomcat restart
2) OpenConext 인증서를 Keystore에 추가
idp-process.log에 아래와 같이 OpenConext 인증서 에러 메시지 출력되면 OpenConext 인증
서를 IdP keystore에 등록이 필요함
06:40:40.785 - ERROR
[org.opensaml.saml2.metadata.provider.HTTPMetadataProvider:261] - Error
retrieving metadata from
https://engine.demo.OpenConext.org/authentication/sp/metadata
javax.net.ssl.SSLHandshakeException:
sun.security.validator.ValidatorException: PKIX path building failed:
sun.security.provider.certpath.SunCertPathBuilderException: unable to find
valid certification path to requested target at
sun.security.ssl.Alerts.getSSLException(Alerts.java:192) ~[na:1.7.0_80]

a. # wget https://java-use-examples.
googlecode.com/svn/trunk/src/com/aw/ad/util/InstallCert.java
b. # vi InstallCert.java
아래 패키지명 삭제
/* package com.aw.ad.ut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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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javac InstallCert.java
d. # java -cp ./ InstallCert engine.demo.OpenConext.org 아래에서 1 선택
1 Subject CN=*.demo.OpenConext.org, O=OpenConext
Issuer O=OpenConext CA
sha1
md5

e4 07 56 18 9e e4 21 28 a5 c7 7e cc 67 ea 99 99 5f d9 f7 53
f3 0d 43 df bd f6 01 83 44 d5 51 70 a6 0a cb d9

2 Subject O=OpenConext CA
Issuer O=OpenConext CA
sha1 93 16 cd e2 0d 04 e7 77 04 c3 61 5d 6e 46 1f 76 28 e8 fe 8a
md5

e4 4b a9 34 8f 76 15 22 0b 22 c5 26 58 d0 41 6a

e. # keytool -exportcert -keystore jssecacerts -storepass changeit -file
output.cert -alias engine.demo.OpenConext.org-1
f. #keytool -importcert -keystore
/usr/java/jdk1.7.0_80/jre/lib/security/cacerts -storepass changeit -file
output.cert -alias engine.demo.OpenConext.org-1
# keytool -delete -alias idp.kisti.org-1 -keystore
/etc/alternatives/jre/lib/security/cacerts -storepass changeit
* keytool 실행파일은 JAVA_HOME/bin에 존재(/usr/java/jdk1.7.0_80/bin/keytool)

2. OpenConext 설정
* https://idp.kisti.org/idp/Shibboleth 가 접속된 상태여야 한다.
- 접속 안 된다는 것은 IdP 구동 실패이므로 ‘ok’ 출력 확인 필요 (2장의 절차 1)
- Relying-party.xml에서 추가된 SP의 인증서가 신뢰되지 않은 경우

InstallCert를 이용해

일단 IdP keystore에 인증서를 추가하고 ‘ok’부터 확인한 후 상기 접속 확인

1) OpenConext에서 IdP entity ID 정보를 입력
https://idp.kisti.org/idp/Shibboleth
‘IDP 2.0’, ‘Production state’로 선택해서 connection 생성
2) IdP Metadata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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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tab에서 https://idp.kisti.org/idp/Shibboleth 입력 후 정보 저장
3) Metadata tab 및 validation tab 메뉴에서 cert, binding, location 정보 확인
아래와 같이 두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dP 인증서 정보 로드 실패



Binding, location 정보를 읽어 들이지만 0, 1 순서가 바뀌는 오류 존재

* 인증서 로드 실패 시
상기 그림과 같이 Metadata tab > certData 항목 및 validation tab > Signing
Certificate 정보 결여
원인 : OpenConext가 IdP의 metadata를 load/parse하는 과정에서 오류발생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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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 그림은 성공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Shibboleth IdP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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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류 발생 시에는 아래와 같이 metadata를 reload해도 인식은 하나 저장/갱신이 안됨
(OpenConext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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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래와 같이 IdP의 메타데이터를 복사 후 metadata tab의 폼에 수동으로 입력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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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validate tab에서 확인 필요.
* Binding, Location 정보 로드 오류 시
- IdP 메타데이터와 비교해 Binding 0번, 1번의 정보가 바뀌어 로드되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
-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Binding 0번 정보이므로 0번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야 함
- 순서가 바뀐 경우 수동으로 Binding 0번, 1번의 정보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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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연계 확인

1. Shibboleth SP 설정 확인
1)SP에 사용자 속성정보 추가
IdP에서 공개한 사용자 속성을 추가한다.
# vi /etc/Shibboleth/attribute-map.xml
<Attribute name="urn:mace:dir:attribute-def:sn"
nameFormat="urn:oasis:names:tc:SAML:2.0:attrname-format:uri" id="ShibsurName"/> <Attribute name="urn:mace:dir:attribute-def:cn"
nameFormat="urn:oasis:names:tc:SAML:2.0:attrname-format:uri" id="ShibcommonName"/>
2) 접근보호 경로 설정
#vi /etc/httpd/conf.d/shib.conf
<Location /secure>
AuthType Shibboleth
ShibCompatWith24 On
ShibRequestSetting requireSession 1
require shib-session
</Location>

* 기타 Shibboleth SP 설치 및 설정은 『Shibboleth Service Provider - OpenConext
연동 및 관리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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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ibboleth SP 데모 접속

3. IdP에서 사용자 인증

30

1)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오류 발생 시

- IdP에 LDAP server가 구동되었는지 확인한다.
#/etc/init.d/apacheds-2.0.0-M20-default status
- 만약 아래 에러가 나고 Idp-process.log에 아래와 같이 에러나면 SAML 메시지 암호화 해제
09:23:15.689 - INFO [Shibboleth-Access:73] 20150708T072315Z|192.168.149.201|idp.kisti.re.kr:443|/profile/SAML2/Redirec
t/SSO|
09:23:15.778 - INFO [Shibboleth-Access:73] 20150708T072315Z|192.168.149.201|idp.kisti.re.kr:443|/profile/SAML2/Redirec
t/SSO|
09:23:15.873 - ERROR
[edu.internet2.middleware.Shibboleth.idp.profile.saml2.AbstractSAML2Profile
Handler:903] - Could not resolve a key encryption credential for peer
entity: https://engine.demo.OpenConext.org/authentication/sp/metadata
09:23:15.879 - ERROR
[edu.internet2.middleware.Shibboleth.idp.profile.saml2.AbstractSAML2Profile
Handler:288] - Unable to construct encrypter
org.opensaml.xml.security.SecurityException: Could not resolve key
encryption cre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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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edu.internet2.middleware.Shibboleth.idp.profile.saml2.AbstractSAML2ProfileH
andler.getEncrypter(AbstractSAML2ProfileHandler.java:904) ~[Shibbolethidentityprovider-2.3.0.jar:na]
at
edu.internet2.middleware.Shibboleth.idp.profile.saml2.AbstractSAML2ProfileH
andler.buildResponse(AbstractSAML2ProfileHandler.java:285) ~[Shibbolethidentityprovider-2.3.0.jar:na]

- relying-party.xml에 아래와 같이 설정
<rp:ProfileConfiguration xsi:type="saml:SAML2SSOProfile"
includeAttributeStatement="true"
assertionLifetime="PT5M"
assertionProxyCount="0"
signResponses="never"
signAssertions="always"
encryptAssertions="never"
encryptNameIds="never" />

* 참고로 이 에러 발생 시 OpenConext는 아래 화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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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nConext에서 사용자 속성 누락 오류
아래 에러가 나면 OpenConext에서 필요 속성(UID, schacHomeOrganization)들 추가

설정 후 사용자 인증을 다시 시도해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 아래와 같이 사용자 동의 화면 및 사용자
속성정보가 출력되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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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https//sp-demo2.OpenConext.org/secure/) 접속 시 OpenConext의 metadata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하면(OpenConext metadata URL에 접속이 되는 대도) 브라우저 캐
쉬 삭제 후 Shibboleth SP 재시작 후 다시 시도해본다.
# vi /var/log/Shibboleth/shibd.log
# rm /var/cache/Shibboleth/metadata-OpenConext.xml
# service shibd stop
# service shibd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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