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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TUN(Serial Tunneling) Complex Multipoint에 대한 샘플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합니
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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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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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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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성

이 문서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라
우
터
A

stun peer-name 1.0.0.1

stun protocol-group 9 sdlc

stun protocol-group 13 sdlc

interface serial 0

encapsulation stun

stun group 9

stun route address c1 tcp 5.0.0.1

interface serial 1

encapsulation stun

stun group 13

stun route address c1 tcp 7.0.0.1

interface loopback 0

ip address 1.0.0.1 255.255.255.0

라
우
터
B

stun peer-name 5.0.0.1

stun protocol-group 9 sdlc

interface serial 0

encapsulation stun

stun group 9

stun route address c1 tcp 1.0.0.1

interface loopback 0

ip address 5.0.0.1 255.255.255.0

라
우
터
C

stun peer-name 7.0.0.1

stun protocol-group 13 sdlc

interface serial 1

encapsulation stun

stun group 13

stun route address c1 tcp 1.0.0.1

interface loopback 0

ip address 7.0.0.1 255.255.255.0



   

참고: 간소화를 위해 WAN 컨피그레이션 및 IP 라우팅 컨피그레이션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
렬 인터페이스에는 DCE 디바이스별 클럭킹이 필요합니다.STUN 인터페이스의 인코딩
(NRZ/NRZI)은 최종 디바이스 인코딩과 일치해야 합니다. 라우터 기본값은 NRZ입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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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STUN/BSTUN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tech/tk827/tk369/tsd_technology_support_protocol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STUN(Serial Tunneling) Complex Multipoint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구성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