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서는 ASA에서 Packet이 처리되는 flow그리고 NAT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ASA에서는 ACL(방화벽), NAT, Inspect, Transparent mode, context, Failover 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유기
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종종 다른 기능의 영향을 받아 특정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기능이 유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를 따
로 살펴보고 Troubleshooting을 진행하게 된다면 쉽게 대부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ASA의 기능별 Troubleshooting flowchart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syslog 그리고 
troubleshooting에 사용되는 유용한 command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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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는 ASA에서 사용하는 여러기능의 Troubleshooting flow chart 및 Troubleshooting시 발생하는 log 
message와 troubleshooting command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 

 

1. Access-list 기능의 troubleshooting flow chart & syslog message & troubleshooting command 

2. Inspect 기능의 troubleshooting flow chart & syslog message & troubleshooting command 

3. NAT 기능의 troubleshooting flow chart & syslog message & troubleshooting command 

4. Transparent Mode 기능의 troubleshooting flow chart & syslog message & troubleshooting 
command 

5. Context 기능의 troubleshooting flow chart & syslog message & troubleshooting command 

6. Failover(Active/Standby) 기능의 troubleshooting flow chart & syslog message & troubleshooting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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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Basic Access-list의 Troubleshooting 의 Flow Chart 입니다. 

 

STEP1 

먼저 traffic이 도착하는 interface의 ACL의 적용여부를 show run access-group으로 확인 한다. 

허용되는 정책이 적용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STEP2 

만약에 ACL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output interface의 security level을 확인하여 들어온 interface보다 낮다면 
상관없지만,  높다면 ACL permit을 만들어 줘야 한다. 

  

STEP3 

Outgoing interface에 일반적으로는 ACL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ACL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TEP4 
만약에 Outgoing ACL이 적용되어 있다면 정책에 의한 허용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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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다음 show run ip verify reverse-path를 통해서 uRPF이 설정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만약에 설정 되어 있
지 않다면 step7으로 넘어 간다. 
 
STEP 6 
uRPF가 설정 되어 있다면 show log를 통해서 차단이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왜 uRPF에 의해 차단되는 지
를 source를 routing table에서 확인 해본다. uRPF에 의해 차단된 것이 아니라면 step7으로 넘어 간다. 
 
STEP 7 
shun 기능에 의해서 traffic이 차단되는 지를 확인 한다. shun 기능이 enable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traffic은 통과 한다. 
 
STEP 8 
위의 모든 항목에 문제가 없다면, ASA ACL(FW)기능에 의한 Traffic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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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log message는 Access-list Troubleshooting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message들 입니다.  

 

%ASA-7-106100: access-list inside_access_in permitted tcp inside/10.0.0.100(64554)  

    Outside/172.16.1.254(80) hit-cnt 1 first hit [0x8767da2e, 0x0] 

%ASA-7-609001: Built local-host outside:172.16.1.254 

%ASA-6-302013: Built outbound TCP connection 372 for outside:172.16.1.254/80 (172.16.1.254/80) to 
inside:10.0.0.100/64554 (10.0.0.100/64554) 

위 log message는 ASA를 통해 Traffic이 허용되는 경우 발생한다. 

위 message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connection에 아직 문제가 있다면 Routing 정보나 또는  connection이 
SYN Timeout에의 해 inactive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ASA-4-106023: Deny tcp src inside:10.0.0.100/64154 dst outside:172.16.1.254/445 

    By access-group “inside_access_in” [0xbe9efe96, 0x0] 

%ASA-6-106015 Deny TCP (no connection) from 10.0.0.100/64549 to 10.0.0.1/443 flags 

    RST on interface inside 

%ASA-4-106023: Deny udp src outside:172.16.1.254/137 dst inside:10.0.0.100/137 by  Access-group 
“outside_access_in: [0x2c1c6a65, 0x0] 

위 log message는 ASA를 통해 Traffic이 차단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ACL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에는 106023 message가 발생한다. 차단은 show access-list 로 확인 할 수 있다. 

 

%ASA-1-106021: Deny UDP reverse path check from 10.0.0.10 to 10.0.0.2 On interface outside 

%ASA-4-401004: Shunned packet: 10.0.0.100  10.0.255.255 on interface inside 

위 log message는 uRPF 또는 Cisco의 shunning filters에 의해 traffic이 차단 되는 경우 발생하는 log message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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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과 Security Level에 의한 packet drop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Packet tracer로 확인 가능 함) 

아래와 같은 정보 및 troubleshooting이 필요 하게 됩니다. 

 

 1. 아래의 command로 ACL설정의 확인 및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show run access-group  

   show access-list | grep elements  

   show proc mem | grep tmatch  

 

 2. 아래의 command를 통해 어떤 항목에 match가 되어 drop되는 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show asp drop  

   show asp table classify hits 

   show asp enhancements 

    

 3. 아래의 command를 통해 어떤 packet이 drop되는 지를 확인 하게 됩니다. 

   cap drop type asp-drop [reason for drop]  (ASP drop에 의한 packet의 상세 정보 확인) 

   cap drop type asp-drop acl-drop [reason for drop]  ( ASP drop(ACL)에 의한 상세정보 확인)  

   show asp event [event type] 

    

   example> 

   아래와 같이 show asp drop에 의해 정확히 어떠한 항목의 counter가 증가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TACASA(config)# show asp drop 

    Frame drop: 

    Invalid UDP Length                                          2 

    No valid adjacency                                         36 

    <sn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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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inspect 기능의 Troubleshooting 의 Flow Chart 입니다. 

 

STEP1 

먼저 traffic이 asymmetric 라우팅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의 증상은 ASA가 단지 단 방향의 traffic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log messag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asymmetric routing이 되지 않도록 routing의 설정을 변경해야 하며 가능 하지 않다면 수동으로 ACL
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step 2로 내려 가야 한다. 

 

STEP2 

ASA가 인식하지 못하는 application이거나 또는 dynamic port를 사용하는 application 인지를 확인 해야 한다. 

만약 위의 경우라면 established keyword사용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dynamic한 application이 아니라면 STEP 3으로 내려가야 한다. 

 

STEP3 

TCP normalizer 정책에 의해 차단되는 지를 확인 해야 한다. 또한 application의 port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show service-policy 명령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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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log message는 Inspect Troubleshooting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message들 입니다. 

 

%ASA-4-106023: Deny tcp src inside:10.10.2.21/2121 dst outside:10.0.1.2/1347 By 

access-group “inside_access_in” [0xbe9efe96, 0x0] 

%ASA-4-106023: Deny udp src outside:10.0.2.46/17002 dst inside:10.12.217.3/16672 

byAccess-group “outside_access_in” [0x2c1c6a65, 0x0] 

위 log message는 inspect에 의해 connection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log message입니다. 

ASA가 인식하지 못하는 application  예를 들어 Port 1024 보다 크거나 또는 dynamic port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log message 입니다. 

 

%ASA-106015: Deny TCP (no connection) from 10.0.0.100/3764 to 10.20.3.31/80 flags 

   ACK PSH on interface inside 

위 log message는 비대칭(asymmetric)라우팅에 의해 mid-connection packet이라고 인식하여 connection이 성립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 하는 log message 입니다. 

 

%ASA-6-302014: Teardown TCP connection 3920 for outside:10.0.24.103/22 to 

    inside:10.0.0.103/11005 duration 0:00:00 bytes 0 TCP invalid SYN 

%ASA-4-419002: Duplicate TCP SYN from inside:10.0.24.103/1212 to outside:10.0.0.2/80 

    With different initial sequence number 

위 log message는 Invalid(malformed) SYN packet을 받거나, 또는 중복된 SYN packet을 받는 경우 connection이 
성립되지 않으며 발생하는 log messag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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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 Engine의 문제는 platform과 version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이 상이 합니다. 또한 최신 버전일수록 지
원되는 inspect 기능이 많아 집니다.  그리고 표준 application을 변경 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작이 안 되는 경
우가 생기기 때문에 application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하게 됩니다.  

 

ASA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 및 troubleshooting이 필요 하게 됩니다. 

 

1. Platform과 version 정보 및 inspect 기본 내용 

   show version 

   show service-policy 

   show service-policy flow ip host x.x.x.x  (특정 Flow에 대한 inspect 상태 확인) 

 

2. Topology Diagram (endpoint가 포함된) 

 

3. 문제가 되는 traffic의 양방향 capture 및 packet tracer 이용 

   packet-tracer input inside tcp x.x.x.x port y.y.y.y port  

   capture name interface inside access-list 10  

 

4. debugging level의 syslog 및 application debug 

   특정 inspect engine debugs  

   example> 

     1. DNS     => debug inspect dns events, debug inspect dns errors 

     2. ESMTP => debug esmtp 

     3. HTTP   => debug http, debug http-map debug appfw event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3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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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NAT 기능의 Troubleshooting 의 Flow Chart 입니다. 

 

STEP1 

 translation되는 적절한 rule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 NAT control이 enable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그러나 show xlate command를 통해 nat를 확인 하였지만 nat가 되고 있지 않는다면 

 nat misconfiguration이거나 nat command global command를 확인해 봐야 한다. 

 

STEP2 

만약에 show xlate command로 translated되어 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면 현재 통신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이것은 적절한 NAT rule에 의한 translation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overlapping static  또는  dynamic NAT 정책을 확인 해야 한다. 

(중복 적용 및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 NAT에는 항상 우선 순위가 있다. 

 

* Service newsletter 2012년 12월 호 기술문서 참조 

 

예를 들어 특정 host에 대해서 NAT exemption과 dynamic nat가 같이 적용되어 있다면 NAT exemption이 우선
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특정 host는 항상 bypass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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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log message는 NAT Troubleshooting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message들 입니다. 

 

%ASA-3-305006: portmap translation creation failed for tcp src  

    Inside:10.0.0.11/1033 dst outside:192.168.1.2/21 

위 log message는 global configuration의 문제로 ASA가 nat translation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하는 message
입니다.  

 

10.0.0.11 local host는 192.168..1..2 FTP로 향하는 Traffic에 대해서 NAT가 Fail된 경우 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일반 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 Global configuration이 잘못 되는 경우 

 - Global address pool이 다 사용되어 더 이상 pool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ASA-3-3-5—5: No translation group found for tcp src  

    Inside:10.0.0.11/1484 dst outside:192.168.1.2/80 

위 log message는 nat control이 enable되어 있는 데 translation rule이 없을 때. 발생하는 message입니다. 

 

10.0.0.11 local host는 192.168.1.2 Web Server로 향하는 traffic에 대해서 NAT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ASA (default NAT Control disable)  

*FWSM (default NAT Control 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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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PAT의 fail의 경우 configuraiton miss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NAT/PAT의 설정 후에는 반드시 
Packet tracer로 확인하게 되면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 및 troubleshooting이 필요 하게 됩니다. 

 

1. show log        (NAT/PAT fail의 경우는 default 상태의 syslog message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packet-tracer input inside tcp x.x.x.x port y.y.y.y port  

 

2. NAT/PAT가 어떤 설정에 의해 적용되는 지 확인  

   show run object 

   show run nat 

   show conn long 

   show nat detail  

   show xlate local 172.16.1.1 global 1994.1.1.1 

   show nat detail  (특정 설정에 의해 적용 유무 counter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mple> 

   TACASA#show nat detail  

   4 (inside) to (outside) source static obj-10.16.1.0 68.142.184.35 

   translate_hits = 0, untranslate_hits = 2   (translation 되지 않는 counter 확인)                                        

   source - Origin: 10.16.1.0/24, Translated: 68.142.184.35/24 

 

3. Debug message를 통해서 정확하게 NAT의 상태 및 정보 확인 

   debug nat 255  

    

   example> 

   nat: untranslation - outside:68.142.184.33/4069 to inside:10.7.3.27/51387 

   nat: untranslation - outside:68.142.184.33/4069 to inside:10.16.1.33/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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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Transparent 기능의 Troubleshooting 의 Flow Chart 입니다. 

위 상황은 ASA가 Transparent Mode로 동작하고 있을 때 Traffic이 ASA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TEP1 

먼저 MAC address table을 확인 한다. 만약에 MAC address table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이것은 MAC 
address learning 기능이 disable되어 있을 수 있다. 

(MAC address learning 기능을 확인하고, 다른 static MAC address가 적용되어 있는 지를 확인 한다) 

 

STEP2 

양 host의 ARP mapping table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각 host의 ARP mapping table 존재하지 않거나, 다르게 존
재한다면 ARP inspect 기능을 disable하거나 또는 적절한 MAC address를 STATIC 하게 지정한다. 

만약에 ARP inspection 기능이 disable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내려 간다. 

 

STEP3 

L3 연결을 확인 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ACL, Inspection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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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log message는 Transparent  Mode관련 Troubleshooting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message들 입니다. 

 

%ASA-3-322-22: ARP inspection check failed for arp response received from Host 

000c.29c9.dfdc on interface inside. This host is advertising MAC Address 

000c.292c.dfdc for IP Address 10.0.0.10, which is statically bound to MAC Address 

000c.29c3.dacd 

위 log message는 ARP packet이 ARP message안에 있는 MAC과 실제 Source MAC이 동일 하지 않은 경우로 
ARP inspect에 의해 ARP Reply가 deny되어질 때 발생하는 message입니다. 

  

%ASA-2-106006: Deny inbound UDP from 10.0.0.1/520 to 224.0.0.9/520 On interface 

outside 

위 log message는 access-list에 의해 packet이 deny되거나 permit 구문이 없는 경우 발생 하는 message입니다.  

또한 multicast packet이 inside interface에서 discard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으며 (multicast permit 구문이 없
기 때문) Default로 multicast traffic은 deny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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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t mode의 경우 frame이나 IP packet이 drop이 된다면, 아래의 조건을 확인 및 troubleshooting이 필
요 하게 됩니다. 

 

1. 기본적인 L2 rule을 가지 고 있습니다. 

   1. permit uncast MAC 

   2. permit boradcast MAC FFFF:FFFF:FFFF 

   3. permit IPv4 MCAST with destination L2 of  0100:5E00:0000-0100:5EFE:FFFF 

   4. permit IPv6 MCAST with destination L2 of  3333:0000:0000-3333:FFFF:FFFF 

   5. permit STP BPDU frame destination L2 of 0100:0CCC:CCCD  

   6. deny all destination MACs not specified above. 

   ==> 이규칙은 사용자에 의해 변경 할수 없습니다. 

 

2. 또한 L2 rule을 바탕으로 L3 type도 아래의 경우에만 허용 하게 됩니다. 

   1. permit IPv4 ethertype packets 

   2. permit IPv6 ethertype packets 

   3. permit ARP ethertype packets 

   4. deny all destination other ethertype packets 

   ==>  L3의 경우 사용자가 ethertype access-list/group의 command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how mac-address-table을 통해 mac table을 확인 할 수 있으며, mac table에 존재 하지 않는 mac에  

   대해서는 flooding되지 않고 drop되며 show asp drop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ecurity level 방향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 

    

   example> 

   TACASA# show asp drop 

    Frame drop: 

     Dst MAC L2 Lookup Failed (dst-l2_lookup-fail)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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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Context 기능의 Troubleshooting 의 Flow Chart 입니다. 

 

STEP1 

먼저 context에 적절한 interface가 할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할당되어 있는 interface가 물리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STEP2 

만역 여러 개의 context가 하나의 interface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  

packet은 분류를 통해서 적절한 context로 들어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Context별로 interface에 MAC을 할당했는지를 또는 NAT Configuration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야 한다. 

 

STEP3 

context별 resource usage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context가 모든 resource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context별로 resource management 또는 resource class limits를 변경해야 한다. 

 

STEP4 

step 3까지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context와 연관될 가능성은 적어 진다.  

마지막으로 특정 context의(동작이 되지 않는) configuration을 troubleshoot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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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log message는 Context Troubleshooting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message들 입니다. 

 

 %ASA-5-321001: Resource “cons” limit of 2 reached for context ‘CTX’ 

위 log message는 CTX context에서 connection에 관한 할당된 resource가 임계치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connection table을 만들지 못한다는 log messag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SA를 통해 connection이 더 이상 만들
어 질 수 없게 됩니다.  

 

 %ASA-5-321001: Resource “SSH” limit of 2 reached for context ‘ADMIN’ 

위 log message는 SSH에 관련된 resource가 임계치에 도달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SSH로 ASA에 접속할지 못할 
때 발생하는 log message입니다.  필요하다면 SSH resource를 다시 할당 해야 합니다. 

 

 

17 

Cisco Service News Letter | Technical Document | 
Troubleshooting & Useful commands | ASA |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3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Korea TAC. 



ASA의 multi-context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context별 resource문제 입니다. 

 

하나의 context에서 많은 양의 resource를 사용 하고 있다면, 다른 context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show command를 통해 할당된 resource와 사용되고 있는 resource의 상태를 아래와 같은 정보 로 확인 하게 됩
니다. 

 

1. 현재 설정되어 있는 context및 default class를 확인 

  show context  

  show context detail  (각 context의 상세 정보 확인) 

  show class   

  show run class  

 

2. 기능별 default resource의 할당내역 확인 

  show resource allocation 

  show resource allocation detail  (할당된 resource의 상세 정보 확인) 

 

3. 기능별 resource 사용내역 context별 사용내역 확인  

  show resource usage 

  show resource usage context admin counter all  (특정 context의 resource 수치확인) 

  show resource usage context admin detail  (특정 context의 사용 resource 상세 확인) 

 

4. resource manager에 의해 handle되는 resource 확인 

  show resourc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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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Failover(Active/Standby) 기능의 Troubleshooting 의 Flow Chart 입니다. 

 

STEP1 

Active ASA에서 Standby ASA를 확인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이유로 Standby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이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failover가 일어 날수 없다.) 

 

  1. LAN failover interface의 물리적인 fail인경 우 

  2. 두 ASA에서 LAN failover interface ip가 잘못 설정 되어 있는 경우 

  3. LAN failover key값이 잘못 설정 되어 있는 경우 

     

STEP2 

만약에 Active에서 failover peer가 확인되고, LAN failover link도 동작 하는 경우지만 

standby의 상태가 failed state상태에 있다면 이 경우에도 failover는 일어나지 않는다. 

(standby 장비를 확인해야 한다.) 

 

STEP3 

만약 standby ASA가 standby state상태에 있다면(정상), standby ASA의 interface를 check한다. 

예를 들어 Active에서 특정 interface가 다운되는 경우 standby쪽의 interface를(Active쪽의 다운된 동일한) 

check한다. 만약 standby쪽의 interface가 down상태라면 이 경우에도 failover는 일어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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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log message는 Failover Troubleshooting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message들 입니다. 

Active/Standby failover구성에서 syslog message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 할 수 있습니다. 

 

%ASA-1-105043: (Primary) Failover interface failed 

위 log message는 LAN failover interface가 fail인 경우 발생 하는 log message입니다. 

 

%ASA-1-103001: (Primary) No response from other firewall (reason code = 1). 

위 log message는 peer ASA가 fail인 경우 발생하는 log message입니다. 

 

%ASA-1-103001: (Primary) No response from other firewall (reason code = 1). 

위 log message는 Active(primary)가 Standby(secondary)와 특정 interface로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log message입니다.. (특정 interface로 통신이 안 되는 경우 TEST가 진행 된다.) 

 

%ASA-1-103001: (Primary) No response from other firewall (reason code = 1). 

위 log message는 통신이 안 되는 특정 interface로 진행한 TEST에서 fail이 발생한  경우 나타나는 message 입니
다. Fail이 되는 경우 상대 device의 모든 interface로 TEST가 진행되고 Fail이 확인된 interface는 “unknown”상태
가 됩니다.. 그리고 그 interface는 failover  Link로 counter되지 않으며, device health check에 영향을 미치지 않
게 됩니다. unknown상태는 show failove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logging standby command를 사용하지 않으면 standby unit에서 level 1 syslog message가 발생됩니다. 

 

 

20 

Cisco Service News Letter | Technical Document | 
Troubleshooting & Useful commands | ASA |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3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Korea TAC. 



ASA에서 Failover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command를 통해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failover의 장애는 hardware의 failure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정보 및 troubleshooting이 필요 하게 됩니다. 

 

1. Active ASA에서 log message를 수집 하게 됩니다. 

   logging debug-trace   (debug message를 syslog에 저장 해주게 됩니다)  

   logging standby         (standby device에 syslog를 enable 해주게 됩니다) 

 

2. Debug message를 통해서 어떤 쪽의 ASA에 문제가 있는 지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lear interface        (interface의 counter를 모두 초기화 하게 됩니다.) 

  debug fover fail        

  debug fover ifc       (interface의 상태를 확인) 

  debug fover tx        (failover와 관련된 message가 전송 되는 내용 확인) 

  debug fover rx        (failover와 관련된 message를 수신 하는 내용을 확인) 

  debug fover sync    (Active/Standby간의 sync되는 내용을 확인) 

  debug fover switch  (Failover에 관련된 장비의 상태를 확인) 

   

3.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두 대의 ASA 사이에 switch가 연결 되어 있다면, switch쪽에서도 interface 상태를 
확인 해야 합니다. 

   clear interface counters  

   show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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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ASA에서 사용하는 주요기능의 Troubleshooting Flow chart와 문제시 발생되는 syslog message 및 
Troubleshooting시 사용되는 command를 확인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일수 있지만, 이런 부분만 확인한다면, 문제 해결에 훨씬 더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ASA를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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