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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SD(Modem-Sharing Devices)를 사용하여 STUN(Serial Tunnel)을 구성하는 샘플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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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면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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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성

이 문서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라우터 A●

라우터 B●

라우터 A

stun peer-name 1.0.0.1

stun protocol-group 9 sdlc

interface serial 0

encapsulation stun

stun group 9

stun route address c1 tcp 5.0.0.1 local-ack

stun route address c2 tcp 5.0.0.1 local-ack

stun sdlc-role secondary

sdlc address c1

sdlc address c2

interface loopback 0

ip address 1.0.0.1 255.255.255.0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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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ack

stun route address c2 tcp 1.0.0.1 local-ack

stun sdlc-role primary



   

sdlc address c1

sdlc address c2

interface loopback 0

ip address 5.0.0.1 255.255.255.0

참고: 라우터가 DCE 디바이스로 사용되는 경우 MSD에 연결되는 라우터는 반이중 또는 DTR(Data
Terminal Ready) 높음을 사용해야 합니다.또한 간소화를 위해 IP 라우팅 및 WAN 컨피그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STUN(Configuring and Troubleshooting Serial Tunneling) 문서
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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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STUN/BSTUN 지원●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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