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을 사용한 기본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소개
 
이 문서에서는 라우터의 기본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기 위해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Cisco CP)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라우터의 기본 컨피그레이션에는 IP
주소, 기본 라우팅, 고정 및 동적 라우팅, 고정 및 동적 NATing, 호스트 이름, 배너, 비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 및 기타 옵션의 컨피그레이션이 포함됩니다.Cisco CP를 사용하면 사용이 간편한 웹 기
반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BO(Branch Office), 지역 사무실, 중
앙 사이트 또는 엔터프라이즈 본사 등 여러 네트워크 환경에서 라우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 빠른 시
작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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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라우터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nternet Explorer 8을 사용하여 Cisco CP에 액세스하면 내부 오류가 발생합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Cisco CP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원본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
다.파일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을 다시 설
치하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Cisco CP 기술 로그에 액세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우터 검색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Cisco CP에서 IPS 컨피그레이션 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련 정보

//www.cisco.com/en/US/docs/net_mgmt/cisco_configuration_professional/guides/CiscoCPqs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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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2811 Router with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4(9)
 
 
Cisco CP 버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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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 설치
 
CCP를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Cisco Software Center에서 Cisco CP V2.5(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다운로드하여 로컬 PC에
설치합니다.
 
최신 버전의 Cisco CP는 CCP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PC에서 Start(시작) > Programs(프로그램) >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을 통해
Cisco CP를 시작하고 구성하려는 라우터가 있는 Community(커뮤니티)를 선택합니다.
 

//www.cisco.com/cisco/software/release.html?mdfid=281795035&softwareid=282159854&release=2.5&relind=AVAILABLE&rellifecycle=&reltype=latest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products/ps9422/index.html


 



 
 
구성할 디바이스를 검색하려면 라우터를 강조 표시하고 Discover(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CCPv2.5와 호환되는 Cisco 라우터 모델 및 IOS 릴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patible
Cisco IOS 릴리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CCPv2.5를 실행하는 PC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요구 사항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Cisco CP를 실행할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Cisco 라우터에서 Cisco CP를 실행하려면 다음 컨피그레이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텔넷, SSH 또는 콘솔을 통해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시작합니다.
 
 
Router(config)#enable 

Router(config)# 
 
HTTP 및 HTTPS가 활성화되어 비표준 포트 번호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

//www.cisco.com/en/US/docs/net_mgmt/cisco_configuration_professional/v2_5/rlsnts/ccp_rel_notes.html#wp45125
//www.cisco.com/en/US/docs/net_mgmt/cisco_configuration_professional/v2_5/rlsnts/ccp_rel_notes.html#wp45125
//www.cisco.com/en/US/docs/net_mgmt/cisco_configuration_professional/v2_5/rlsnts/ccp_rel_notes.html#wp44984


고 이미 구성된 포트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Cisco IOS Software 명령을 사용하여 라우터 HTTP 또는 HTTPS 서버를 활성화합니다.
 
 
Router(config)# ip http server 

Router(config)# ip http secure-server 

Router(config)# ip http authentication local 

 
 
권한 수준이 15인 사용자를 만듭니다.
 
 
Router(config)# username privilege 15 password 0  

 
참고: <username> 및 <password>를 구성하려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바꾸십시오.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활성화합니다.
 
 
로컬 로그인 및 권한 수준 15에 대해 SSH 및 텔넷을 구성합니다.
 
 
Router(config)# line vty 0 4 

Router(config-line)# privilege level 15 

Router(config-line)# login local 

Router(config-line)# transport input telnet 

Router(config-line)# transport input telnet ssh 

Router(config-line)# exit 

 
 
(선택 사항) 로컬 로깅을 활성화하여 로그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Router(config)# logging buffered 51200 warning 

 
  

요구 사항
 
이 문서에서는 Cisco 라우터가 완전히 작동하고 Cisco CP가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Cisco CP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 시작 을 참조하
십시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이 섹션에서는 네트워크의 라우터에 대한 기본 설정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cisco.com/en/US/docs/net_mgmt/cisco_configuration_professional/v2_5/guides/getting_start/ccp_gs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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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참고: 이 구성에 사용된 IP 주소 지정 체계는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라우팅할 수 없습니다.이는 실
습 환경에서 사용된 RFC 1918 주소입니다.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Cisco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Cisco CP 홈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Home을 클릭합니다.
 
Cisco CP 홈 페이지는 라우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 가용성, 구성 요약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WAN 연결을 구성하려면 Configure > Interface Management > Interfaces
and Connections > Create Connection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FastEthernet 0/1의 경우 Ethernet 옵션을 선택하고 Create New Connection(새 연
결 생성)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더넷과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 유형의 경우 해당 인터페이스 유형을 선택하고 Create 
New Connection을 클릭합니다.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ietf.org/rfc/rfc1918.txt?number=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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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etf.org/rfc/rfc1918.txt?number=1918
http://www.ietf.org/rfc/rfc1918.txt?number=1918


 



 
 
다음을 클릭하여 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면 계속 진행합니다.
 



 
 
Available Interfaces 옵션에서 FastEthernet 0/1(원하는 경우)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서브넷 마스크로 고정 IP 주소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ISP에서 제공하는 next hop IP 주소(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 따라 172.16.1.2)과 같은 선택적
매개 변수로 기본 라우팅을 구성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이 창이 나타나고 사용자가 구성한 구성 요약이 표시됩니다.마침을 클릭합니다.
 
참고: 구성 후 연결 테스트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구성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는 선택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 창이 나타나고 라우터에 대한 명령 전달 상태가 표시됩니다.그렇지 않으면 명령 전달이 호
환되지 않는 명령 또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오류가 표시됩니다.
 

 
 
Configure(구성) > Interface Management(인터페이스 관리) > Interfaces and Connections(인



터페이스 및 연결) > Edit Interfaces/Connections(인터페이스/연결 수정)를 선택하여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추가/수정/삭제합니다.
 

 

 
변경할 인터페이스를 강조 표시하고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면 Edit
를 클릭합니다.여기에서 기존 고정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NAT 컨피그레이션
  
동적 NAT 컨피그레이션
 
Cisco 라우터에서 동적 NAT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Configure(구성) > Router > NAT > Basic NAT를 선택하고 Launch the selected task를 클릭하
여 기본 NATing을 구성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또는 ISP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인터넷 액세스를 공유할 IP 주소 범위를
선택합니다.이 정보를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창이 나타나고 사용자가 구성한 구성 요약이 표시됩니다.마침을 클릭합니다.
 



 
 
Edit NAT Configuration(NAT 컨피그레이션 수정) 창에는 변환된 IP 주소가 오버로드된
(PATing)로 구성된 동적 NAT 컨피그레이션이 표시됩니다. 주소 풀이 있는 동적 NATing을 구
성하려면 Address Pool(주소 풀)을 클릭합니다.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풀 이름 및 넷마스크가 포함된 IP 주소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풀에 있는 대부
분의 주소가 할당되고 IP 주소 풀이 거의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IP 주소에 대한 추
가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단일 IP 주소와 함께 PA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소 풀이 고갈될 때
라우터가 PAT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PAT(Port Address Translation)를 선택합니다.확인을 클
릭합니다.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Edit를 클릭합니다.
 

 
 
Type(유형) 필드에서 Address Pool(주소 풀)을 선택하고 Address Pool(주소 풀)에 풀으로 이
름을 입력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이 창에는 주소 풀을 사용한 동적 NATing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표시됩니다.Designate 
NAT Interfaces를 클릭합니다.
 

 
NAT 변환에서 사용할 내부 및 외부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려면 이 창을 사용합니다.NAT는 변
환 규칙을 해석할 때 내부 및 외부 지정을 사용합니다. 번역은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
부로 수행됩니다.



지정된 후에는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모든 NAT 변환 규칙에서 사용됩니다.지정된 인터페이
스는 기본 NAT 창의 Translation Rules 목록 위에 나타납니다.
 

 
  

고정 NAT 컨피그레이션
 
Cisco 라우터에서 고정 NAT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Configure(구성) > Router > NAT > Edit NAT Configuration(NAT 컨피그레이션 수정)을 선택하
고 Add(추가)를 클릭하여 고정 NATing을 구성합니다.
 

 
 
Direction(방향)을 내부, 외부 또는 외부에서 내부 사이에서 선택하고 Translate from
Interface(인터페이스에서 변환)에서 변환할 내부 IP 주소를 지정합니다.Translate to 



Interface(인터페이스로 변환) 영역에서 Type(유형)을 선택합니다.
 

 
Translate from Address(IP 주소에서 변환)를 IP Address(IP 주소) 필드에 정의된 IP 주소
로 변환하려면 IP Address(IP 주소)를 선택합니다.
 
 
Translate from Address(주소에서 변환)에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
려면 Interface(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Translate from Address는 Interface 필드에 지
정한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 주소로 변환됩니다.
 

 
변환에 내부 디바이스의 포트 정보를 포함하려면 Redirect Port(포트 리디렉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디바이스에 대해 지정된 포트가 다른 경우 여러 디바이스에 대해 동일한 공용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변환 대상 주소에 대한 각 포트 매핑에 대한 항목을 생성해야
합니다.TCP 포트 번호인 경우 TCP를 클릭하고 UDP 포트 번호인 경우 UDP를 클릭합니다
.Original Port 필드에 내부 디바이스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Translated Port 필드에 라우터
가 이 변환에 사용할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Configuring Network Address Translation(네트
워크 주소 변환 구성)의 Allowing the Internet to Access Internal Devices(인터넷에 내부 디바
이스 액세스 허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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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에는 포트 리디렉션이 활성화된 고정 NATing 컨피그레이션이 표시됩니다.
 



 
  

라우팅 컨피그레이션
  
정적 라우팅 컨피그레이션
 
Cisco 라우터에서 고정 라우팅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Configure(구성) > Router > Static and Dynamic Routing(고정 및 동적 라우팅)을 선택하고 
Add(추가)를 클릭하여 고정 라우팅을 구성합니다.
 

 
 
마스크가 있는 Destination Network 주소를 입력하고 발신 인터페이스 또는 next hop IP 주소
를 선택합니다.
 



 
이 창에는 다음 홉의 IP 주소로 172.16.1.2을 사용하여 10.1.1.0 네트워크에 대해 구성된 고정
경로가 표시됩니다.
 

 
  

동적 라우팅 컨피그레이션
 
Cisco 라우터에서 동적 라우팅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Configure(구성) > Router > Static and Dynamic Routing(고정 및 동적 라우팅)을 선택합니다.
 



RIP를 선택하고 편집(Edit)을 클릭합니다.
 

 
 
Enable RIP(RIP 활성화)를 선택하고 RIP 버전을 선택한 다음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알릴 네트워크 주소를 지정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명령을 라우터로 전송하려면 Deliver를 클릭합니다.
 



 
이 창에는 동적 RIP 라우팅 컨피그레이션이 표시됩니다.
 

 



 
  

기타 구성
 
Cisco 라우터에서 다른 기본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라우터에 대한 호스트 이름, 도메인 이름, 배너 및 암호 사용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Configure(구성) > Router > Router Options(라우터 옵션)를 선택하고 Edit(수정)를 클릭합니다
.
 

 
 
User Accounts를 라우터에 추가/수정/삭제하려면 Configure > Router Access > User 
Accounts/View를 선택합니다.
 



 



 
 
PC뿐 아니라 라우터의 NVRAM에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고 현재 컨피그레이션을 기본(공장)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Configure(구성) > Utilities(유틸리티) > Save Running Config to
PC(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 저장)를 선택합니다.
 
참고: CCP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구성 파일을 라우터로 복원하거나 라우터에서 컴퓨터
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백업하려면 구성 편집기에 액세스한 다음 동의함을 클릭합니다.구성
창에서 PC에서 구성 가져오기를 선택한 다음 실행 중인 구성 바꾸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CLI 컨피그레이션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Router#show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2525 bytes

! version 12.4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Router ! boot-start-

marker boot-end-marker ! no logging buffered enable

password cisco ! no aaa new-model ! resource policy ! !

! ip cef ! ! ! !--- RSA certificate generated after you

enable the !--- ip http secure-server command.

crypto pki trustpoint TP-self-signed-2401602417

 enrollment selfsigned

 subject-name cn=IOS-Self-Signed-Certificate-2401602417

 revocation-check none

 rsakeypair TP-self-signed-2401602417

crypto pki certificate chain TP-self-signed-2401602417

 certificate self-signed 01

  30820248 308201B1 A0030201 02020101 300D0609 2A864886

F70D0101 04050030

  31312F30 2D060355 04031326 494F532D 53656C66 2D536967

6E65642D 43657274

  69666963 6174652D 32343031 36303234 3137301E 170D3130

30353139 30393031

  31315A17 0D323030 31303130 30303030 305A3031 312F302D

06035504 03132649

  4F532D53 656C662D 5369676E 65642D43 65727469 66696361

74652D32 34303136

  30323431 3730819F 300D0609 2A864886 F70D0101 01050003

818D0030 81890281

  8100CD35 A3A6E322 9B6005DA A0FF26C2 8A0DC5AF 27B38F3B

DBF2BF58 D8F2655D

  31115681 EC8BC750 03FE3A25 0F79DC74 3A839496 CB9486F1

A1F5BF43 D92BA7AF

  3C72A57B D8D37799 50493588 A5A18F7F 27955AB0 AC36B560

3BE9F648 A4F6F41F

  B9E9C5E6 F9570DEB 5555FDED 9593BD00 5ABB30CD D3B9BDFA

F570F987 651652CE

  3D310203 010001A3 70306E30 0F060355 1D130101 FF040530

030101FF 301B0603

  551D1104 14301282 10526F75 7465722E 70616D6D 692E636F

6D301F06 03551D23

  04183016 80146A0A C2100122 EFDA58AB C319820D 98256622

52C5301D 0603551D

  0E041604 146A0AC2 100122EF DA58ABC3 19820D98 25662252

C5300D06 092A8648

  86F70D01 01040500 03818100 83B0EC8C 6916178F 587E15D6

5485A043 E7BB258D

  0C9A63F2 DA18793D CACC026E BC0B9B33 F8A27B34 5BD7DD7F

FCECA34F 04662AEC

  07FD7677 A90A8D1C 49042963 C2562FEC 4EFFF17C 360BF88A

FEDC7CAA AE308F6C

  A5756C4A F574F5F3 39CE14AE BAAEC655 D5920DD0 DA76E296

B246E36E 16CFBC5A

  00974370 170BBDAD C1594013

  quit



 
다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Create a user account named ccpccp

with all privileges.

username ccpccp privilege 15 password 0 cisco123

archive

 log config

  hidekeys

! ! ! ! ! ! !--- The LAN interface configured with a

private IP address. interface FastEthernet0/0

description $ETH-LAN$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 Designate that traffic that

originates from behind !--- the interface is subject to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ip nat inside

 ip virtual-reassembly

 duplex auto

 speed auto

! !--- This is the LAN interface configured with a

routable (public) IP address. interface FastEthernet0/1

description $ETH-WAN$ ip address 172.16.1.1

255.255.255.0 !--- Designate that this interface is the

!--- destination for traffic that has undergone NAT. ip

nat outside

 ip virtual-reassembly

duplex auto

 speed auto

! ! !--- RIP version 2 routing is enabled. router rip

version 2 network 192.168.1.0 no auto-summary !--- This

is where the commands to enable HTTP and HTTPS are

configured. ip http server ip http authentication local

ip http secure-server ! !--- This configuration is for

dynamic NAT. !

!--- Define a pool of outside IP addresses for NAT. ip

nat pool pool 10.10.10.1 10.10.10.100 netmask

255.255.255.0 !--- In order to enable NAT of the inside

source address, !--- specify that traffic from hosts

that match access list 1 !--- are NATed to the address

pool named pool1. ip nat inside source list 1 pool pool1

! !--- Access list 1 permits only 122.168.1.0 network to

be NATed. access-list 1 remark CCP_ACL Category=2

access-list 1 permit 192.168.1.0 0.0.0.255 ! !--- This

configuration is for static NAT !--- In order to

translate the packets between the real IP address

10.10.10.1 with TCP !--- port 80 and the mapped IP

address 172.16.1.1 with TCP port 500. !

ip nat outside source static tcp 10.10.10.1 8080

172.16.1.1 80 extendable

! ! ! ! !--- The default route is configured and points

to 172.16.1.2. ip route 0.0.0.0 0.0.0.0 172.16.1.2 ! ! !

! control-plane ! ! ! ! ! ! ! ! ! ! line con 0 line aux

0 !--- Telnet enabled with password as cisco. line vty 0

4 password cisco transport input all line vty 5 15

password cisco transport input all ! ! ! end



엔드 투 엔드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Configure > Interface & Connections > Edit Interface
Connections > Test Connection을 선택합니다.사용자 지정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면 원격 엔드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Output Interpreter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OIT)는 특정 show 명령을 지원합니다.OIT를 사용하여
 show 명령 출력의 분석을 봅니다.
 
참고: 디버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디버그 명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항을 보려면 Help(도움말) > About this Router(이 라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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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터 정보)를 선택합니다.
 

 
 
Help 옵션은 Cisco CP에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우터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isco CP를 통해 라우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변경
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새 임시 사용자 계정을 만든 다음 임시 사용자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Cisco CP에서 기본 사용자 계정(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라우터의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임시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기본 사용자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기본 계정의 암호를 변경한 후 임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
 
  

Internet Explorer 8을 사용하여 Cisco CP에 액세스하면 내부 오류가 발생합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
 
Internet Explorer 8을 사용하여 Cisco CP를 사용하여 2800 Series 라우터를 구성할 때 이 내부 오류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ultEvent fault=[RPC FaultString="Send failed" faultCode="Client.Error.MessageSend"

faultDetail="Channel.Connect.Failed error NetConnection.Call.Failed:HTTP:

200:url:'http://localhost:8600/messagebroker/amf'"] messageId="A08846FF-E7C6-F578-7C38-

61C6E94899C7" type="fault" bules=false cancelable=true eventPhase=2] 

 
Java를 다운그레이드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솔루션
 
이 오류는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Internet Explorer 8은 IE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의 많은 기본적인 측면을 바꿉니다.Internet Explorer를 버전 7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isco CP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Cisco CP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원본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파일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
 
애플리케이션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Cisco CP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Unable to read the source file. File could be Corrupted.

Please re-install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 to resolve the issue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을 시도하십시오.
 

 
PC에서 Cisco CP의 모든 인스턴스를 삭제하고 새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이전 단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버전의 Cisco CP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이전 단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Cisco TAC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Cisco TAC에 문의하려면 유효한 Cisco 사용자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Cisco CP 기술 로그에 액세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작 > 프로그램 > Cisco Systems >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 > Collect Data for Tech
Support를 클릭합니다.Cisco CP는 자동으로 로그를 _ccptech.zip이라는 zip 파일에 보관합니다.이
파일이 데스크톱에 저장되지 않은 경우 로컬 파일 시스템 검색을 수행합니다.추가 문제 해결을 위
해 이러한 기술 로그를 Cisco TAC에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Cisco CP의 모든 인스턴스를 닫아 로그를 아카이브하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라우터 검색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
 
Cisco CP가 시작되고 커뮤니티가 구성되면 라우터를 검색하는 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경과된 시간을 설명하는 Cisco CP 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July 10, 2009 8:29:19 AM EDT Discovering device test-router

July 10, 2009 8:29:20 AM EDT Last discovery clean-up elapsed time was 47 milliseconds.

July 10, 2009 8:31:13 AM EDT Discovery job allocation elapsed time was 113859 milliseconds.

July 10, 2009 8:31:13 AM EDT Authentication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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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July 10, 2009 8:40:28 AM EDT Video feature disabled. Video feature discovery elapsed time=214375

ms

July 10, 2009 8:51:15 AM EDT Security feature ready - elapsed time was 860734 milliseconds.

July 10, 2009 8:51:16 AM EDT Total device test-router discovery elapsed time was 1316047

milliseconds. 
이 문제는 해당 모델과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라우터에서 발생합니다.또한 라우터에 메모리 또는
CPU 관련 문제가 없습니다.
 
솔루션
 
인증 모드를 확인합니다.인증이 로컬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인증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증 서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십시오.
  
Cisco CP에서 IPS 컨피그레이션 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
니까?
 
문제
 
구성 창의 특정 기능에 빈 페이지 이외의 항목이 표시되지 않으면 비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특정 기능이 라우터 모델에서 지원되고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라우터 버전이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라우터 버전 비호
환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 빠른 시작 가이드
Cisco 제품 지원 페이지 - 라우터
NAT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net_mgmt/cisco_configuration_professional/guides/CiscoCPqsg.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prod&level0=268437899&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648/tk361/tk438/tsd_technology_support_sub-protocol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을 사용한 기본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 설치
	Cisco CP를 실행할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요구 사항
	표기 규칙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NAT 컨피그레이션
	동적 NAT 컨피그레이션
	고정 NAT 컨피그레이션

	라우팅 컨피그레이션
	정적 라우팅 컨피그레이션
	동적 라우팅 컨피그레이션

	기타 구성
	CLI 컨피그레이션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라우터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nternet Explorer 8을 사용하여 Cisco CP에 액세스하면 내부 오류가 발생합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Cisco CP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원본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파일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Cisco Configuration Professional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Cisco CP 기술 로그에 액세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우터 검색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Cisco CP에서 IPS 컨피그레이션 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