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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Apple iPad 디바이스에서 Cisco AnyConnect VPN Client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다양
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이러한 오류 메시지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 방법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2.5.x for Apple iOS 이상●

소프트웨어 버전 8.2 이상을 실행하는 Cisco ASA Security Appliance●

Apple iOS 4.x 이상●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content/en/us/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오류 메시지

이 섹션에서는 오류 메시지와 해당 솔루션의 예를 제공합니다.

라이센싱 문제

AnyConnect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할 때 iPad 클라이언트에서 이 오류 메시지를 받습니다.

The secure gateway has rejected the agent's VPN connect or reconnect request.

A new connection requires re-authentication and must be started manually.

Please contact your network administrator if this problem persists.

The following message was received from the secure gateway: No License

VPN session ended.

솔루션

iPad 클라이언트에서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
다.ASA show version 명령에서 다음 CLI 코드 조각을 참조하십시오.

AnyConnect for Mobile                 : Disabled       perpetual

AnyConnect for Cisco VPN Phone        : Disabled       perpetual

Advanced Endpoint Assessment          : Disabled       perpetual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Cisco Licensing 페이지(등록된 고객만 해당)에서 "PAK 번호" 및 "디바이스의
일련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Cisco 기술 지원에 문의하거나
licensing@cisco.com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인증서 인증 문제

이 오류 로그 메시지는 Cisco ASA에서 수신됩니다.

%ASA-6-725007:  SSL  .XX.YY.ZZ.ZZ/51249.

CERT-C:E ../cert-c/source/certobj.c(719): #73ch

CRYPTO_PKI:ca cert (0x73c)   .

다음 오류 메시지는 iPad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신됩니다.

//www.cisco.com/go/license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support/tsd_cisco_worldwide_contacts.html
mailto:licensing@cisco.com


솔루션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이 실패하고 Cisco ASA가 일부 인증서 확장을 성공적으로 구문 분석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ASA에서 CA를 구성하고
iPad를 등록합니다.완료되면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주소 할당 문제

iPad AnyConnect 클라이언트에서 ASA에 연결하려고 할 때 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ecure gateway has reject the connection attempt. No

   address available for SVC connection.

솔루션

tunnel-group에 유효한 address-pool/dhcp 서버가 있으며 해당 풀에 사용 가능한 주소가 있는지 확
인합니다.

그룹 URL 문제

연결을 시도하는 동안 이 오류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The group URL requested has not been found.

Please specify a valid group URL, and try again.

솔루션

group-url이 iOS 디바이스 및 헤드엔드에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헤드엔드에 있어야 하
는 https://을 제외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ASA 8.x: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 TechNote●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2.5 FAQ●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asa-5500-x-series-next-generation-firewalls/100597-anyconnect-vpn-troubleshooting.html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vpndevc/ps6032/ps6094/ps6120/qa_c67-592020.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ps10884/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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