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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SAv 소개
Cisco ASAv(Cisco Adaptive Security Virtual Appliance)는 전체 방화벽 기능을 가상화된 환경으로 가져와 데이터 센터 트래
픽과 다중 테넌트 환경을 보호합니다.
ASDM 또는 CLI를 사용하여 ASAv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리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SAv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 3페이지



ASAv에 대한 지침, 3페이지



ASAv에 대한 라이센스, 4페이지

ASAv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
하이퍼바이저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SA 호환성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asa/compatibility/asamatrx.html

ASAv에 대한 지침
컨텍스트 모드 지침
단일 컨텍스트 모드에서만 지원됩니다. 다중 컨텍스트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 조치 지침
장애 조치 배포의 경우 대기 장치에 동일한 개수의 vCPU가 기본 장치로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vCPU 라이센스 수가 일
치해야 함).
지원되지 않는 ASA 기능
ASAv는 다음 ASA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링



다중 컨텍스트 모드



활성/활성 장애 조치



EtherChannel



AnyConnect Premium 라이센스 공유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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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v에 대한 라이센스

ASAv에 대한 라이센스
모델

라이센스 요구 사항

ASAv



vCPU 1개 - 다음 사양을 참고하십시오.
—

2GB RAM

—

5,000MHz의 vCPU 주파수 제한

—

100,000개의 동시 방화벽 연결

— 표준 라이센스: SSL VPN 세션 2개 프리미엄 라이센스: SSL VPN 세션 250개, 고급 엔드포인트 진
단, AnyConnect for Cisco VPN Phone, AnyConnect for Mobile


vCPU 4개 - 다음 사양을 참고하십시오.
—

8GB RAM

—

20,000MHz의 vCPU 주파수 제한

—

500,000개의 동시 방화벽 연결

—

표준 라이센스: SSL VPN 세션 2개. 프리미엄 라이센스: SSL VPN 세션 750개, 고급 엔드포인트 진
단, AnyConnect for Cisco VPN Phone, AnyConnect for Mobile

참고: vCPU 4개용 라이센스를 적용하고 2개 또는 3개의 vCPU를 배포하려면 다음 값을 참고하십시오.
vCPU 2개 - 4GB RAM, 10,000MHz의 vCPU 주파수 제한, 250,000개의 동시 방화벽 연결
vCPU 3개 - 4GB RAM, 15,000MHz의 vCPU 주파수 제한, 350,000개의 동시 방화벽 연결
참고: ASAv에 vCPU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를 설치할 때까지 예비 연결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량이
100Kbps로 제한됩니다. vCPU 라이센스는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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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를 사용하여 ASAv 배포
VMware를 사용하여 ASAv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ASAv에 대한 VMware 기능 지원, 5페이지



ASAv 및 VMware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 6페이지



ASAv 및 VMware에 대한 지침, 7페이지



VMware를 사용하여 ASAv 배포, 7페이지



ASAv 콘솔 액세스, 12페이지



vCPU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14페이지

ASAv에 대한 VMware 기능 지원
다음 표에는 ASAv에 대해 VMware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표1

ASAv 에 대한 VMware 기능 지원

기능

설명

지원(예 /아
니요)

설명

콜드 클론

복제하는 동안 VM의 전원이 꺼집니다.

예

—

DRS

동적 리소스 예약 및 DPM(Distributed
Power Management)에 사용됩니다.

예

—

Hot add

추가하는 동안 VM이 실행됩니다.

예

—

Hot clone

복제하는 동안 VM이 실행됩니다.

아니요

—

Hot removal

제거하는 동안 VM이 실행됩니다.

예

—

스냅샷

VM이 몇 초간 중지됩니다.

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트래픽이 손실
될 수 있습니다. 장애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일시 중지 및 재개

VM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재개됩니다.

예

—

vCloud Director

VM의 자동 배포를 허용합니다.

아니요

—

VM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 VM의 전원이 꺼집
니다.

예

—

vMotion

VM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에 사용됩니다.

예

—

VMware FT

VM의 HA에 사용됩니다.

아니요

ASAv VM 장애에는 ASAv 장애 조치를 사용
합니다.

VMware HA

ESX 및 서버 장애에 사용됩니다.

예

ASAv VM 장애에는 ASAv 장애 조치를 사용
합니다.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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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ASAv ( 계속 ) 에 대한 VMware 기능 지원

기능

설명

지원(예 /아
니요)

설명

VM 하트비트를 지원
하는 VMware HA

VM 장애에 사용됩니다.

아니요

ASAv VM 장애에는 ASAv 장애 조치를 사용
합니다.

VMware vSphere 독
립 실행형 Windows
클라이언트

VM을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

—

VMware vSphere
Web Client

VM을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

—

ASAv 및 VMware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
VMware 시스템 요구 사항
ASA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asa/compatibility/asamatrx.html
vSphere 표준 스위치에 대한 보안 정책
vSphere 스위치의 경우 계층 2 보안 정책을 수정하고 ASAv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는 포트 그룹에 대한 보안 정책 예외를 적
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본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Promiscuous Mode(무차별 모드): Reject(거부)



MAC Address Changes(MAC 주소 변경): Accept(허용)



Forged Transmits(위조된 전송): Accept(허용)

다음 ASAv 구성에 대해 이러한 설정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표2

포트 그룹 보안 정책 예외

보안 예외

라우팅된 방화벽 모드

투명 방화벽 모드

장애 조치 없음

장애 조치

장애 조치 없음

장애 조치

Promiscuous Mode(무차별
모드)

<모두>

<모두>

허용

허용

MAC Address Changes(MAC
주소 변경)

<모두>

허용

<모두>

허용

Forged Transmits(위조된 전송)

<모두>

허용

허용

허용

자세한 내용은 vSphere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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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v 및 VMware에 대한 지침
장애 조치 지침
장애 조치 배포의 경우 대기 장치에 동일한 개수의 vCPU가 기본 장치로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vCPU 라이센스 수가 일
치해야 함).
IPv6 지침
VMware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여 ASAv OVA 파일을 처음 배포할 때는 관리 인터페이스의 IPv6 주소를 지정할 수 없
습니다. 나중에 ASDM 또는 CLI를 사용하여 IPv6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침 및 제한 사항


ASAv OVA 배포는 현지화(영어 이외의 언어 모드로 구성 요소 설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의 VMware
vCenter와 LDAP 서버가 ASCII 호환 모드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SAv를 설치하고 VM 콘솔을 사용하려면 먼저 키보드를 영어(미국)로 설정해야 합니다.



ASAv에 할당되는 메모리는 배포할 때 선택한 vCPU 수에 맞게 특별히 크기가 지정됩니다. 다른 개수의 vCPU 또는 에 대
한 라이센스를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Edit Settings(설정 수정) 대화 상자에서 메모리 설정이나 vCPU 하드웨어 설정을 변
경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프로비저닝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과도한 프로비저닝은 ASAv가 다시 로드된다는 경고
를 발생시킵니다. 과도한 프로비저닝 시 일정한 대기 시간(100~125%의 경우 24시간, 125% 이상의 경우 1시간) 후 ASAv
가 다시 로드됩니다.
참고: 메모리 또는 vCPU 하드웨어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ASAv에 대한 라이센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값만 사용해
야 합니다. VMware 권장 메모리 구성 최소값, 기본값 및 최대값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ASAv show vm 및 show cpu 명령이나 ASDM Home(홈) > Device Dashboard(장치 대시보드) > Device Information(
장치 정보) > Virtual Resources(가상 리소스) 탭 또는 Monitoring(모니터링) > Properties(속성) > System Resources
Graphs(시스템 리소스 그래프) > CPU 창을 사용하여 리소스 할당 및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프로비저닝된 모든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ASAv를 배포하는 동안 특정 호스트에 로컬로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공유 호스트에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SAv를 다른 호스트로 vMotion하려는 경우 어떤 종류든 스토리지(SAN 또
는 로컬)를 사용하면 연결이 중단됩니다.



ESXi 5.0을 실행하는 경우
—

vSphere Web Client는 ASAv OVA 배포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vSphere Client를 사용하십시오.

—

배포 필드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필드의 첫 번째 인스턴스를 입력하고 중복된 필드는 무시하십시오.

VMware를 사용하여 ASAv 배포
이 섹션에서는 VMware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여 ASAv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vSphere Web Client에 액세스하여 클라이언트 통합 플러그인 설치, 8페이지
2. VMware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여 ASAv 배포,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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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Web Client에 액세스하여 클라이언트 통합 플러그인 설치
이 섹션에서는 vSphere Web Client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ASAv 콘솔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클라이
언트 통합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일부 Web Client 기능(플러그인 포함)은 Macintosh에서 지원되
지 않습니다. 전체 클라이언트 지원 정보는 VMware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독립형 vSphere Client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안내서에서는 Web Client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절차
1. 브라우저에서 VMware vSphere Web Client를 실행합니다.
https://vCenter_server:port/vsphere-client/
기본적으로 포트는 9443입니다.
2. (한 번만 실행) ASAv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통합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a. 로그인 화면에서 Download the Client Integration Plug-in(클라이언트 통합 플러그인 다운로드)을 클릭하여 플러그
인을 다운로드합니다.

b. 브라우저를 닫고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c. 플러그인이 설치되고 나면 vSphere Web Client에 다시 연결합니다.
3.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Use Windows session authentication(Windows 세
션 인증 사용) 확인란(Windows에만 해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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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여 ASAv 배포
ASAv를 배포하려면 VMware vSphere Web Client(또는 vSphere Client)와 개방형 가상화 형식의 템플릿 파일을 사용합니다.
ASAv의 경우 OVF 패키지는 단일 OVA(Open Virtual Appliance) 파일로 제공됩니다. vSphere Web Client에서 Deploy OVF
Template(OVF 템플릿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ASAv용 Cisco 패키지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법사에서는 ASAv OVA 파
일의 구문을 분석하고, ASAv를 실행할 가상 머신을 만들며,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마법사의 단계는 대부분 VMware 표준 단계입니다. Deploy OVF Template(OVF 템플릿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vSphere Web Client 온라인 도움말을 참고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ASAv를 배포하기 전에 vSphere에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관리용)를 구성해야 합니다.
절차
1. Cisco.com에서 ASAv OVA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합니다.
http://www.cisco.com/go/asa-software
참고: Cisco.com 로그인 및 Cisco 서비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2. vSphere Web Client Navigator(탐색기)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니다.
3. Hosts and Clusters(호스트 및 클러스터)를 클릭합니다.
4. ASAv를 배포할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또는 호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ploy OVF Template(OVF 템
플릿 배포)을 선택합니다.
Deploy OVF Template(OVF 템플릿 배포)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5. 마법사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6. Setup networks(네트워크 설정) 화면에서 사용하려는 각 ASAv 인터페이스에 네트워크를 매핑합니다.
네트워크는 사전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찾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Edit Settings(설정 수정) 대화 상자에서
네트워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포 후 ASAv 인스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dit Settings(설정 수정)
를 선택하면 Edit Settings(설정 수정) 대화 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SAv 인터페이스 ID는 이 화면에 표시
되지 않습니다(네트워크 어댑터 ID만 표시됨). 네트워크 어댑터 ID에 해당하는 ASAv 인터페이스 ID는 다음 표를 참고하
십시오.

네트워크 어댑터 ID

ASAv 인터페이스 ID

네트워크 어댑터 1

Management0/0

네트워크 어댑터 2

GigabitEthernet0/0

네트워크 어댑터 3

GigabitEthernet0/1

네트워크 어댑터 4

GigabitEthernet0/2

네트워크 어댑터 5

GigabitEthernet0/3

네트워크 어댑터 6

GigabitEthernet0/4

네트워크 어댑터 7

GigabitEthernet0/5

네트워크 어댑터 8

GigabitEthernet0/6

네트워크 어댑터 9

GigabitEthernet0/7

네트워크 어댑터 10

GigabitEtherne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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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ASAv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vSphere Web Client에서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네트워크를 할당해야 합
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ASAv 구성 내에서 해당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된 상태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ASAv를 배포한 후 선택적으로 vSphere Web Client로 돌아가 Edit Settings(설정 수정) 대화 상자에서 추가 인터페이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Web Client 온라인 도움말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장애 조치/HA 배포의 경우 GigabitEthernet 0/8이 장애 조치 인터페이스로 미리 구성됩니다.
7. 장애 조치/HA 배포의 경우 Customize template(템플릿 사용자 지정)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대기 관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활성 IP 주소와 대기 IP 주소를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주소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 장치가 장
애 조치되면 보조 장치가 기본 장치의 IP 주소 및 MAC 주소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대기 상
태에 있는 장치는 대기 IP 주소 및 MAC 주소를 받습니다. 네트워크 장치에서는 MAC-IP 주소 쌍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
으므로 네트워크 어디에서도 ARP 항목의 변경 또는 시간 초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HA Connection Settings(HA 연결 설정) 영역에서 장애 조치 링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애 조치 쌍의 두 장치는 장애 조치 링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하여 각 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GigabitEthernet 0/8이 장애 조치 링크로 미리 구성됩니다. 링크의 활성 및 대기 IP 주소를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주소
로 입력합니다.
8. 마법사를 완료하면 vSphere Web Client에서 VM을 처리합니다. Recent Tasks(최근 작업) 창의 Global Information(전
체 정보) 영역에서 "Initialize OVF deployment(OVF 배포 초기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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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완료되면 Deploy OVF Template(OVF 템플릿 배포) 완료 상태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인벤토리의 지정된 데이터 센터 아래에 ASAv VM 인스턴스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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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SAv VM을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경우 Power on the virtual machine(가상 머신 전원 켜기)을 클릭합니다.
ASAv가 부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ASDM 또는 콘솔에 연결합니다. ASAv는 처음 시작될 때 OVA 파일을 통해 제공된 매
개변수를 읽어 ASAv 시스템 구성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가동 및 실행될 때까지 자동으로 부팅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러한 이중 부팅은 ASAv를 처음 배포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팅 메시지를 보려면 Console(콘솔) 탭을 클릭하여 ASAv
콘솔에 액세스합니다.
10. 장애 조치/HA 배포의 경우 이 절차를 반복하여 보조 장치를 추가합니다. 다음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동일한 개수의 vCPU를 기본 장치로 설정합니다.

—

기본 장치에 대해 정확히 동일한 IP 주소 설정을 입력합니다. 두 장치의 부트스트랩 구성은 장치를 기본 장치 또는 보
조 장치로 식별하는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ASAv 콘솔 액세스
ASDM을 사용할 때 경우에 따라 문제 해결에 CLI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형 VMware vSphere 콘솔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사 및 붙여넣기를 포함하여 더 나은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 시리얼 콘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VMware vSphere 콘솔 사용, 12페이지



네트워크 시리얼 콘솔 포트 구성, 13페이지

VMware vSphere 콘솔 사용
초기 구성 또는 문제 해결의 경우 VMware vSphere Web Client를 통해 제공된 가상 콘솔에서 CLI에 액세스합니다. 나중에 텔
넷 또는 SSH에 대해 CLI 원격 액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vSphere Web Client의 경우 ASAv 콘솔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클라이언트 통합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절차
1. VMware vSphere Web Client의 인벤토리에서 ASAv 인스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Open Console(콘솔
열기)을 선택합니다. 또는 Summary(요약) 탭에서 Launch Console(콘솔 실행)을 클릭합니다.
2. 콘솔을 클릭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참고: 커서를 놓으려면 Ctrl+Alt를 누릅니다.
ASAv가 여전히 시작 중인 경우 부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SAv는 처음 시작될 때 OVA 파일을 통해 제공된 매개변수를 읽어 ASAv 시스템 구성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가동 및 실
행될 때까지 자동으로 부팅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중 부팅은 ASAv를 처음 배포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참고: 라이센스를 설치할 때까지는 예비 연결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량이 100Kbps로 제한됩니다. 라이센스는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합니다. 또한 라이센스를 설치할 때까지 다음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표시됩니다.
Warning: ASAv platform license state is Unlicensed.
Install ASAv platform license for full functionality.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ciscoasa>

이 프롬프트는 현재 사용자 실행 모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는 기본 명령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특권 실행 모드에 액세스합니다.
ciscoasa> enable

다음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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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ter 키를 눌러 계속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는 비어 있습니다. 이전에 enable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Enter 키를
누르는 대신 enable을 입력합니다.
프롬프트가 다음으로 변경됩니다.
ciscoasa#

특권 실행 모드에서는 모든 비설정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 모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권 모드를 종료하려면 disable, exit 또는 quit 명령을 입력합니다.
5. 전역 구성 모드에 액세스합니다.
ciscoasa# configure terminal

프롬프트가 다음으로 변경됩니다.
ciscoasa(config)#

전역 구성 모드에서 ASAv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역 구성 모드를 종료하려면 exit, quit 또는 end 명령을 입력합
니다.

네트워크 시리얼 콘솔 포트 구성
더 나은 콘솔 환경을 위해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리얼 포트를 단독으로 구성하거나 vSPC(Virtual Serial Port
Concentrator)에 연결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vSphere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ASAv에서 가상 콘솔 대신 시리얼 포트로 콘솔 출력을 보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시리얼 포트 콘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절차
1. VMware vSphere에서 네트워크 시리얼 포트를 구성합니다. VMware vSphere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2. ASAv에서 disk0의 루트 디렉토리에 "use_ttyS0"이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 내용은 없어도 됩니다. 이 위치에 파일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disk0:/use_ttyS0
—

ASDM에서 Tools(툴) > File Management(파일 관리)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이 이름으로 빈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vSphere 콘솔에서 파일 시스템에 있는 기존 파일(임의의 파일)을 새 이름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iscoasa(config)# cd coredumpinfo
ciscoasa(config)# copy coredump.cfg disk0:/use_ttyS0

3. ASAv를 다시 로드합니다.
— ASDM에서 Tools(툴) > System Reload(시스템 다시 로드)를 선택합니다.
—

vSphere 콘솔에서 reload를 입력합니다.

ASAv에서 vSphere 콘솔로 보내는 것을 중지하고 대신 시리얼 콘솔로 보냅니다.
4. 시리얼 포트를 추가할 때 지정한 vSphere 호스트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텔넷 전송하거나, vSPC IP 주소 및 포트로 텔넷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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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PU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ASAv에 대한 vCPU 수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새 라이센스를 요청하고 이를 적용한 후 VMware에서 VM 속성을 새 값과 일치하
도록 변경하면 됩니다.
참고: 할당된 vCPU는 ASAv 가상 CPU 라이센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vCPU 주파수 제한 및 RAM도 vCPU에 맞게 올바르게 크
기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할 때 다음 절차에 따라 라이센스 및 vCPU를 즉시 조정하십시오. 영
구적인 불일치가 있는 경우 ASA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차
1. 새 라이센스를 요청합니다.
2. 새 라이센스를 적용합니다. 장애 조치 쌍의 경우 두 장치 모두에 새 라이센스를 적용합니다.
3. 장애 조치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장애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 vSphere Web Client에서 standby(대기) ASAv의 전원을 끕니다. 예를 들어 ASAv를 클
릭한 다음 Power Off the virtual machine(가상 머신 전원 끄기)를 클릭하거나, ASAv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하고 Shut Down Guest OS(게스트 OS 종료)를 선택합니다.

— 장애 조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vSphere Web Client에서 ASAv의 전원을 끕니다. 예를 들어 ASAv를 클릭한 다음
Power Off the virtual machine(가상 머신 전원 끄기)을 클릭하거나, ASAv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hut
Down Guest OS(게스트 OS 종료)를 선택합니다.
4. ASAv를 클릭한 다음 Edit Virtual machine settings(가상 머신 설정 수정)를 클릭하거나, ASAv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Edit Settings(설정 수정)를 선택합니다.
Edit Settings(설정 수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ASAv에 대한 라이센스, 4페이지에서 CPU/주파수/메모리 요구 사항을 참조하여 새 vCPU 라이센스에 대한 올바른 값을
확인합니다.
6. Virtual Hardware(가상 하드웨어) 탭의 CPU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값을 선택합니다. 또한 확장 화살표를 클릭하여 vCPU
주파수 Limit(제한)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7. Memory(메모리)에 RAM에 대한 새 값을 입력합니다.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9. ASAv의 전원을 켭니다. 예를 들어 Power On the Virtual Machine(가상 머신 전원 켜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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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 조치 쌍의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활성 장치에 대한 콘솔을 열거나, 활성 장치에서 ASDM을 실행합니다.
b. 대기 장치의 시작이 완료되면 대기 장치로 장애 조치합니다.
- ASDM: Monitoring(모니터링) > Properties(속성) > Failover(장애 조치) > Status(상태)를 선택하고 Make
Standby(대기로 전환)를 클릭합니다.
- CLI:
ciscoasa# no failover active

c. 활성 장치에 대해 3~9단계를 반복합니다.
관련 주제


ASAv 라이센스 적용, 18페이지



ASAv에 대한 라이센스,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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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v 구성
ASAv 구축에서는 ASDM 액세스를 사전에 구성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구축 중에 지정한 클라이언트 IP 주소에서 관
리 ASAv IP 주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ASDM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방법 및 CLI 액세
스(SSH 또는 Telnet)를 허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그 밖의 필수 구성 작업에는 ASDM에서 마법
사를 통해 제공되는 라이센스 설치 및 일반 구성 작업이 포함됩니다.


ASDM 시작, 17페이지



ASAv 라이센스 적용, 18페이지



ASDM을 사용하여 초기 구성 수행, 19페이지



고급 구성, 20페이지

ASDM 시작
절차
1. ASDM 클라이언트로 지정한 PC에서 다음 URL을 입력합니다.
https://asa_ip_address/admin
다음 버튼이 있는 ASDM 실행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Install ASDM Launcher and Run ASDM(ASDM 런처 설치 및 ASDM 실행)
—

Run ASDM(ASDM 실행)

—

Run Startup Wizard(시작 마법사 실행)

2. 런처(Launcher)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Install ASDM Launcher and Run ASDM(ASDM 런처 설치 및 ASDM 실행)을 클릭합니다.
b.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필드를 비어 있는 상태로 두고(새로 설치하는 경우)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구성된 HTTPS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용자 이름 없이 enable 비밀번호(기본적으로 비어 있음)를 사용하여 ASDM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 인증을 활성화한 경우 사용자 이름과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c. 설치 프로그램을 PC에 저장한 다음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ASDM-IDM Launcher(ASDM-IDM 런처)가 자동으
로 열립니다.
d. 관리 IP 주소를 입력한 후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비어 있는 상태로 두고(새로 설치하는 경우) OK(확인)를 클릭합
니다. 참고: HTTPS 인증을 활성화한 경우 사용자 이름과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Java Web Start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Run ASDM(ASDM 실행) 또는 Run Startup Wizard(시작 마법사 실행)를 클릭합니다.
b. 메시지가 표시되면 PC에 바로 가기를 저장합니다. 바로 가기를 저장하는 대신 열 수도 있습니다.
c. 바로 가기에서 Java Web Start를 시작합니다.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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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 따라 모든 인증서를 적용합니다. Cisco ASDM-IDM Launcher(Cisco ASDM-IDM 런처)가 나타
납니다.
e.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비어 있는 상태로 두고(새로 설치하는 경우)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참고: HTTPS 인증을
활성화한 경우 사용자 이름과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ASAv 라이센스 적용
ASAv를 구축한 후에는 vCPU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를 설치할 때까지 예비 연결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량이 100Kbps로 제한됩니다. 라이센스는 일반적인 운영
에 필요합니다. 또한 라이센스를 설치할 때까지 다음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표시됩니다.
Warning: ASAv platform license state is Unlicensed.
Install ASAv platform license for full functionality.

CLI 라이센스 절차
절차
1. ASAv 콘솔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적어 둡니다.
ciscoasa# show version | grep Serial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iscoasa# show version | grep Serial
일련 번호: VBXQEFMXX44
ciscoasa#

2. 제품 인증 키를 받습니다. 이 키는 Cisco 계정 담당자에게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능 라이센스에 대해 별도의 제품 인
증 키를 구입해야 합니다. ASAv의 경우 CPU(1~4개)에 대한 기능 라이센스만 있으면 되지만, 다른 기능 키도 구입할 수 있
습니다.
3. ASA 라이센스 안내서에 따라 Cisco.com에서 일련 번호에 대한 액티베이션 키를 요청합니다. ASAv를 구축할 때 지정한
CPU 수와 일치하는 CPU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4. Cisco에서 액티베이션 키를 받은 후에는 ASAv 콘솔에서 해당 키를 적용합니다.
ciscoasa# activation-key key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iscoasa# activation-key 592811f1 19ed804b 613befa3 d85bb703 c61b7da2
액티베이션 키 검증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요청된 키는 타임베이스 키이며 활성화되어 364일 동안 유지됩니다.
ASAv 플랫폼 라이센스 상태는 규정을 준수합니다.

ASDM 라이센스 절차
절차
1. 기본 ASDM 페이지에서 License(라이센스) 탭을 클릭한 다음 More Licenses(추가 라이센스)를 클릭하여 일련 번호를 확
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Device Management(장치 관리) > Licensing(라이센스) > Activation Key(액티베이션 키) 창에
서 일련 번호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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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인증 키를 받습니다. 이 키는 Cisco 계정 담당자에게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능 라이센스에 대해 별도의 제품 인
증 키를 구입해야 합니다. ASAv의 경우 vCPU(1~4개)에 대한 기능 라이센스만 있으면 되지만, 다른 기능 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ASA 라이센스 안내서에 따라 Cisco.com에서 일련 번호에 대한 액티베이션 키를 요청합니다. ASAv를 구축할 때 지정한
CPU 수와 일치하는 CPU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5. Cisco에서 액티베이션 키를 받은 후 Configuration(구성) > Device Management(장치 관리) > Licensing(라이센스) >
Activation Key(액티베이션 키) 창에서 New Activation Key(새 액티베이션 키) 필드에 키를 붙여 넣습니다.
6. Update Activation Key(액티베이션 키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ASDM에서 키를 확인하는 동안 상태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다음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7. Yes(예)를 클릭하여 ASDM을 다시 시작합니다.

ASDM을 사용하여 초기 구성 수행
다음 ASDM 마법사 및 절차를 사용하여 초기 구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 구성은 CL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Startup Wizard(시작 마법사) 실행, 20페이지



(선택 사항) ASAv 뒤에 있는 공용 서버에 대한 액세스 허용, 20페이지



(선택 사항) VPN 마법사 실행, 20페이지



(선택 사항) ASDM에서 다른 마법사 실행,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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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Wizard(시작 마법사) 실행
구축에 맞게 보안 정책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Startup Wizard(시작 마법사)를 실행합니다(Wizards(마법사) > Startup
Wizard(시작 마법사) 선택). Startup Wizard(시작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



정적 경로



도메인 이름



DHCP 서버



관리 비밀번호



네트워크 주소 변환 규칙



인터페이스



기타



IP 주소

(선택 사항) ASAv 뒤에 있는 공용 서버에 대한 액세스 허용
Configuration(구성) > Firewall(방화벽) > Public Servers(공용 서버) 창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내부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
도록 하는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비즈니스 소유자는 웹 및 FTP 서버 등 외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는 내부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ASAv 뒤에 있는 DMZ(Demilitarized Zone)라는 별도의 네
트워크에 둘 수 있습니다. 공용 서버를 DMZ에 두면 공용 서버에 대해 실행된 어떤 공격도 내부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
습니다.

(선택 사항) VPN 마법사 실행
다음 마법사를 사용하여 VP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Wizards(마법사) > VPN Wizards(VPN 마법사)).


Site-to-Site VPN Wizard(사이트 대 사이트 VPN 마법사) - 두 ASAv 사이에 IPsec Site-to-Site 터널을 만듭니다.



AnyConnect VPN Wizard(AnyConnect VPN 마법사) - Cisco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에 대한 SSL VPN 원격 액세
스를 구성합니다. AnyConnect는 회사 리소스에 대한 완전한 VPN 터널링을 통해 원격 사용자에게 ASA에 대한 보안 SSL
연결을 제공합니다. 원격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처음 연결할 때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도록 ASA 정
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nyConnect 3.0 이상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에서 SSL 또는 IPsec IKEv2 VPN 프로토콜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Clientless SSL VPN Wizard(클라이언트리스 SSL VPN 마법사) - 브라우저에 대한 클라이언트 없는 SSL VPN 원격 액세
스를 구성합니다. 클라이언트 없는 브라우저 기반 SSL VPN은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SA에 대한 보안 원격
액세스 VPN 터널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자는 인증 후 포털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지원되는 특정 내부 리소스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사용자 그룹별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ACL을 적용하여 특
정 회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IPsec (IKEv1 or IKEv2) Remote Access VPN Wizard(IPsec(IKEv1 또는 IKEv2) 원격 액세스 VPN 마법사) - Cisco IPsec
클라이언트에 대한 IPsec VPN 원격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선택 사항) ASDM에서 다른 마법사 실행


High Availability and Scalability Wizard(고가용성 및 확장성 마법사) - 장애 조치 또는 VPN 부하 균형을 구성합니다.



Packet Capture Wizard(패킷 캡처 마법사) - 패킷 캡처를 구성하고 실행합니다. 이 마법사는 인그레스(ingress) 및 이그
레스(egress) 인터페이스 각각에서 하나의 패킷 캡처를 실행합니다. 패킷 캡처가 완료되면 패킷 분석기에서 검사하고 재
생하기 위해 패킷 캡처를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급 구성
ASAv 구성을 계속하려면 http://www.cisco.com/go/asadocs 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해 제공되는 문서를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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