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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Microsoft(MS) PPTP(Point-to-Point Tunneling Protocol)는 원격 사용자가 공용 인터넷을 통해 안전
하게 회사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공용 IP 주소를 보존하기 위해 원
격 위치에 단일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위치나 다른 위치에
동시에 PPTP 연결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PPTP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4)T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IOS Software 12.1 T Early Deployment Release Series의 오버로드(Port
Address Translation) 컨피그레이션 섹션에서 NAT - PPTP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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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 Software 릴리스 12.1.5(9)T 및 12.2.3을 실행하는 Cisco 3600 라우터●

PPTP 네이티브 클라이언트가 내장된 모든 Windows 운영 체제 플랫폼●

PPTP 서버가 내장된 MS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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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
용하기 전에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성

이 문서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라우터 표시등●

IP NAT 변환 테이블●

라우터 하우스●

IP NAT 변환 테이블●

라우터 표시등

Current configuration : 1136 bytes

!

version 12.2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light

!

boot system tftp c3660-jk9o3s-mz.122-3.bin

255.255.255.255

!

ip subnet-zero

!

!

no ip domain-lookup

!

ip audit notify log

ip audit po max-events 100

ip ssh time-out 120

ip ssh authentication-retries 3

!

call rsvp-sync

cns event-service server

!

!

!

!

!

fax interface-type modem

mta receive maximum-recipients 0

!

controller E1 2/0

!

!

!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10.64.10.13 255.255.255.224

!--- Defines the interface as external for NAT. ip nat

outside

duplex auto

speed auto

!

interface FastEthernet0/1

ip address 192.168.200.1 255.255.255.0

!--- Defines the interface as internal for NAT. ip nat

inside

duplex auto

speed auto

!

interface Serial1/0

no ip address

shutdown

no fair-queue



!

interface Serial1/1

no ip address

shutdown

!

interface Serial1/2

no ip address

shutdown

!

interface Serial1/3

no ip address

shutdown

!

!--- Indicates that any packets received on the inside

interface permitted !--- by access list 101 share one

public IP address (the address on Fa0/0). ip nat inside

source list 101 interface FastEthernet0/0 overload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10.64.10.1

no ip http server

!

access-list 101 permit ip any any

!

!

dial-peer cor custom

!

!

!

!

!

line con 0

line aux 0

line vty 0 4

login

!

end

IP NAT 변환 테이블

light#show ip nat translations

Pro Inside global      Inside local          Outside

local      Outside global

gre 10.64.10.13:50150  192.168.200.253:50150

10.64.10.21:50150  10.64.10.21:50150

gre 10.64.10.13:50151  192.168.200.254:50151

10.64.10.21:50151  10.64.10.21:50151

gre 10.64.10.13:0      192.168.200.254:0

10.64.10.21:0      10.64.10.21:0

gre 10.64.10.13:32768  192.168.200.253:32768

10.64.10.21:32768  10.64.10.21:32768

tcp 10.64.10.13:2643   192.168.200.253:2643

10.64.10.21:1723   10.64.10.21:1723

tcp 10.64.10.13:3546   192.168.200.254:3546

10.64.10.21:1723   10.64.10.21:1723

라우터 하우스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2281 bytes



!

version 12.2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house

!

enable password cisco

!

ip subnet-zero

!

!

!

fax interface-type modem

mta receive maximum-recipients 0

!

!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10.64.10.21 255.255.255.224

!--- Defines the interface as external for NAT. ip nat

outside

 duplex auto

 speed auto

!

interface FastEthernet0/1

 ip address 192.168.50.1 255.255.255.0

!--- Defines the interface as internal for NAT. ip nat

inside

 duplex auto

 speed auto

!

!

interface FastEthernet4/0

 no ip address

 shutdown

 duplex auto

 speed auto

!

!--- Indicates that any packets received on the inside

interface permitted by !--- access list 101 share one

public IP address (the address on Fa0/0). ip nat inside

source list 101 interface FastEthernet0/0 overload

!--- Static port translation for the Microsoft PPTP

server on TCP port 1723 !--- share one public IP address

(the address on Fa0/0). ip nat inside source static tcp

192.168.50.2 1723 interface FastEthernet0/0 1723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10.64.10.1

ip http server

ip pim bidir-enable

!

access-list 101 permit ip any any

!

!

snmp-server manager

!

call rsvp-sync

!

!

mgcp profile default

!

dial-peer cor custom

!



!

line con 0

line aux 0

line vty 0 4

password cisco

login

!

!

end

IP NAT 변환 테이블

house#show ip nat translations

Pro Inside global      Inside local       Outside local

Outside global

gre 10.64.10.21:50150  192.168.50.2:50150

10.64.10.13:50150  10.64.10.13:50150

gre 10.64.10.21:50151  192.168.50.2:50151

10.64.10.13:50151  10.64.10.13:50151

gre 10.64.10.21:0      192.168.50.2:0     10.64.10.13:0

10.64.10.13:0

gre 10.64.10.21:32768  192.168.50.2:32768

10.64.10.13:32768  10.64.10.13:32768

tcp 10.64.10.21:1723   192.168.50.2:1723

10.64.10.13:2643   10.64.10.13:2643

tcp 10.64.10.21:1723   192.168.50.2:1723  ---

---

tcp 10.64.10.21:80     192.168.50.2:80    ---

---

tcp 10.64.10.21:1723   192.168.50.2:1723

10.64.10.13:3546   10.64.10.13:3546

MS PPTP 서버 구성

MS PPTP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Routing and Remote Access(라우팅 및 원격 액세스)로 이동하여 Configure and Enable
Routing and Remote Access(라우팅 및 원격 액세스 구성 및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1.



.
Routing and Remote Access Server Setup Wizard(라우팅 및 원격 액세스 서버 설정 마법사
)에서 Virtual private network (VPN) server(VPN) 서버를 선택합니다

.

2.

서버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한 외부 및 내부 네트워크 IP 주소를 정의합니다3.



.
원격 PPTP 클라이언트에 IP 풀을 할당합니다

.

4.

MS RADIUS 인증 서버를 사용하거나 로컬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5.



.
로컬 인증을 위한 로컬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

6.

PAT(Port Address Translation) 라우터 뒤에 있는 두 PPTP 클라이언트가 MS PPTP 서버에 연
결됩니다

7.



   

.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Output Interpreter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OIT)는 특정 show 명령을 지원합니다.OIT를 사용하여
show 명령 출력의 분석을 봅니다.

show ip nat translations - 변환 테이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 리소스

Microsoft의 Windows 2000 원격 액세스 서버를 VPN 서버로 구성●

관련 정보

RFC 2637:PPTP(Point-to-Point Tunneling Protocol)●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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