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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ORTROULED 절차를 사용하여 RIP 라우팅 업데이트를 교환하기 위해 라우터와 메
인프레임에 필요한 컨피그레이션의 예를 제공합니다.ORTROULED는 메인프레임에서 실행되며
UNIX 호스트에서 ROUTED 데몬을 실행할 때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ORCOORED는 OpenEdition/OMVS(Multiple Virtual Storage) 주소 공간 또는 시작된 작업으로 실
행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컨피그레이션은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에서 개발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2) with Mainframe Channel Port Adapter(XCPA) 마이크로
코드 xcpa27-7.이 버전은 현재 릴리스된 최신 버전의 코드이지만 현재 유지 관리되는 모든 주
버전의 코드에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

라우터는 PCPA(Parallel Channel Port Adapter)가 있는 Cisco 7206입니다.●

ORCOORED는 OMVS 주소 공간의 메인프레임에 있는 두 개의 컨피그레이션 파일과 해당 위치를
가리키는 환경 변수가 필요합니다.

export ROUTED_PROFILE=/etc/orouted.profile●

export RESOLVER_CONF=/etc/resolv.c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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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십시오.

배경 정보

ORCOORED를 시작하려면 OMVS 내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d /usr/lpp/tcpip/sbin

orouted

MVS 콘솔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여 ORTROULED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d omvs,u=p390

참고:  p390은 ORTROULED가 시작된 로그온 식별입니다.

JCL(Job Control Language)을 통해 ORCOUTED 프로세스를 시작 작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OMVS에서 시작하는 경우 TCP/IP 프로필 데이터 집합의 520 포트를 OMVS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집합의 예입니다.

/etc/orouted.profile

RIP_SUPPLY_CONTROL: RIP1

RIP_RECEIVE_CONTROL: ANY

RIP2_AUTHENTICATION_KEY:

/etc/resolv.conf

TCPIPJobName TCPIP

DomainOrigin cisco.com

domain cisco.com

Datasetprefix TCPIP

HostName P390

Messagecase mixed

TCP/IP profile dataset configuration changes

--------------------------------------------

; ----------------------------------------------------------------------- ;

;

orouted Routing Information

;

; if you are using orouted, comment out the GATEWAY statement and

; update the BSDROUTINGPARMS statement to reflect your installation

; configuration and remove the semicolon

;

;    Link     Maxmtu   Metric   Subnet Mask      Dest Addr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BSDROUTINGPARMS false

LDIPTG         1500       0     255.255.255.240  10.64.3.33

VIPALINK       1500       0     255.255.255.240  0

ENDBSDROUTINGPARMS

; -----------------------------------------------------------------------

RIP

구성

CIP(Channel Interface Processor) 라우터

version 12.1

no service pad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diplodocus

!

boot system flash slot1:c7200-a3js-mz.121-2.bin

!

!

!

!

!

microcode pcpa slot1:xcpa27-9

microcode reload

!

interface Channel2/0

ip address 10.64.3.33 255.255.255.240

no keepalive

csna 0100 41

csna 0100 42

cmpc 0100 24 DIPTG READ

cmpc 0100 25 DIPTG WRITE

lan TokenRing 0

source-bridge 4 1 1

adapter 0 4000.0000.0001

adapter 1 4000.0000.0002

adapter 2 4000.0000.0003

adapter 3 4000.0000.0004

adapter 4 4000.0000.0005

lan TokenRing 1

source-bridge 5 1 1

adapter 7 4000.0000.0001

tn3270-server

pu PU1    01712444 10.64.3.35      token-adapter 1  04

rmac

4000.0000.0001   lu-seed DIPL###

pu PU2    01712555 10.64.3.36      token-adapter 1  08

rmac

4000.0000.0001   lu-seed DIPL2##

tg DIPTG    ip 10.64.3.34 10.64.3.33 broadcast

!

!

router eigrp 1

redistribute rip

passive-interface Channel2/0

network 10.0.0.0

passive-interface Ethernet6/1

passive-interface Ethernet6/3

network 10.0.0.0



   

!

no auto-summary

!

router rip

redistribute eigrp 1

passive-interface Serial1/3

 passive-interface TokenRing5/0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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