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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BSTUN(Bisync Serial Tunnel) 기능은 Bisync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합니다.이 프로토콜을 통해 기업은 SNA(Systems Network Architecture) 및 다중 프
로토콜 트래픽을 지원하는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 Bisync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Bisync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Frame Relay를 사용하면 로컬 승인 기능을 사용하여
BSTUN 피어에서 세션의 로컬 종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BSTUN Point-to-Point가 Local Ackowledgment over Frame Relay로 구성됩니다.이 문
서에서 show bstun 명령 출력의 관련 상태가 강조 표시됩니다.

참고: debug bstun packet/event 및 debug bsc packet/event 명령은 과도한 CPU 사용률을 유발하
지 않아야 하지만 logging buffered 명령은 출력을 로그 파일에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5)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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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성

이 문서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킬코트

Building configuration

!

version 12.1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

hostname kilcot

!

!

bstun peer-name 100.1.1.1

bstun protocol-group 72 bsc-local-ack

!

!

interface Loopback0

ip address 100.1.1.1 255.0.0.0

!

interface Serial0/0

ip address 10.1.1.1 255.0.0.0

encapsulation frame-relay

no ip mroute-cache

frame-relay interface-dlci 16

frame-relay lmi-type ansi

!

interface Seri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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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p address

ip directed-broadcast

encapsulation bstun

no ip mroute-cache

no keepalive

full-duplex

clockrate 9600

bstun group 72

bsc secondary

bstun route all tcp 200.2.2.2

!

!

router rip

network 10.0.0.0

network 100.0.0.0

!

end

파티

Building configuration...

version 12.1

!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

hostname party

!

bstun peer-name 200.2.2.2

bstun protocol-group 72 bsc-local-ack

!

!

interface Loopback0

ip address 200.2.2.2 255.255.255.0

!

interface Serial0

no ip address

encapsulation bstun

load-interval 30

no keepalive

full-duplex

clockrate 9600

bstun group 72

bsc primary

bstun route all tcp 100.1.1.1

!

interface Serial1

ip address 10.1.1.2 255.0.0.0

encapsulation frame-relay IETF

no ip mroute-cache

frame-relay interface-dlci 17

frame-relay lmi-type ansi

!

!

router rip

network 10.0.0.0

network 200.2.2.0

!

end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show 명령은 출력 인터프리터 툴 에서 지원되는데(등록된 고객만), 이 툴을 사용하면 show 명
령 출력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how bstun●

표시 bsc●

kilcot#show bsc

BSC local-ack on Serial1/0:

secondary state is CU_Idle.

Control units on this interface:

   Poll address: 40. Select address: 60 *CURRENT-CU*

   State is Initializing.

   Tx Counts: 0 frames(total). 0 frames(data). 0 bytes.

   Rx Counts: 3 frames(total). 0 frames(data). 15 bytes.

Total Tx Counts: 0 frames(total). 0 frames(data). 0 bytes.

Total Rx Counts: 19 frames(total). 0 frames(data). 59 bytes.

kilcot#show bstun

This peer: 100.1.1.1

*Serial1/0  (group 72 [bsc-local-ack])

route transport address         dlci lsap state      rx_pkts tx_pkts   drops

all   TCP       200.2.2.2                 open         1       3        0

party#show bsc

BSC local-ack on Serial0:

primary state is TCU_Polled.

Control units on this interface:

   Poll address: 40. Select address: 60 *CURRENT-CU*

   State is Inactive.

   Tx Counts: 126 frames(total). 0 frames(data). 378 bytes.

   Rx Counts: 0 frames(total). 0 frames(data). 0 bytes.

Total Tx Counts: 126 frames(total). 0 frames(data). 378 bytes.

Total Rx Counts: 0 frames(total). 0 frames(data). 0 bytes.

party#show bstun

This peer: 200.2.2.2

*Serial0  (group 72 [bsc-local-ack])

route transport address         dlci lsap state      rx_pkts tx_pkts   drops

all   TCP       100.1.1.1                 open          3       2        0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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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명령

debug bstun packet/event 및 debug bscpacket/event 출력이 로그 파일에 복사되었습니다.이 디버
그 출력을 해석하는 경우

SDI(Serial Data Incoming) - SDLC(Synchronous Data Link Control) 인터페이스에서 수신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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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입니다.
NDI(Network Data Incoming) - WAN에서 캡슐화된 패킷입니다.●

참고: debug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디버그 명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kilcot#show log

Syslog logging: enabled (0 messages dropped, 0 flushes, 0 overruns)

    Console logging: disabled

    Monitor logging: level debugging, 0 messages logged

    Buffer logging: level debugging, 5088 messages logged

    Trap logging: level informational, 70 message lines logged

Log Buffer (100000 bytes):

Dec 28 09:43:21.748: BSC: Serial1/0: POLLEE-FSM event:  E_LineUp old_state: CU_Down.  new_state:

CU_Idle.

Dec 28 09:43:21.756: BSC: Serial1/0: SDI-rx: Data (5 bytes):   40407F7F2D

Dec 28 09:43:36.756: BSTUN bsc-local-ack: Serial1/0 SDI:   Data:   401100

Dec 28 09:43:36.756: BSTUN: Change state for peer  (all[72])200.2.2.2/1976 (closed->opening)

Dec 28 09:43:36.756: BSC: Serial1/0: POLLEE-FSM  event: E_RxEnq

Dec 28 09:43:36.760: BSTUN: Change state for peer   (all[72])200.2.2.2/1976 (opening->open wait)

Dec 28 09:43:36.764: %BSTUN-6-OPENING: CONN:  opening peer (all[72])200.2.2.2/1976, 3

Dec 28 09:43:36.792: bsttcpd_connect:  Refreshing tcp_encaps for group 72

Dec 28 09:43:36.792: %BSTUN-6-OPENED: CONN:  peer (all[72])200.2.2.2/1976 opened, [previous

state open wait]

Dec 28 09:43:36.792: BSTUN: Change state for  peer (all[72])200.2.2.2/1976 (open wait->open)

Dec 28 09:43:36.844: BSTUN bsc-local-ack:  Serial1/0 NDI: Data:   401400

Dec 28 09:43:36.848: BSC: Serial1/0: NDI-rx:  Data (3 bytes):  401400

Dec 28 09:43:37.640: %SYS-5-CONFIG_I:  Configured from console by vty0

party#show log

Syslog logging: enabled (0 messages

   dropped, 0 flushes, 0 overruns)

    Console logging: disabled

    Monitor logging: level debugging, 114 messages logged

        Logging to: vty2(114)

    Buffer logging: level debugging, 5199 messages logged

    Trap logging: level informational, 79 message lines logged

Log Buffer (100000 bytes):

ec 28 09:48:09.816: %BSTUN-6-PASSIVEOPEN:   passive open 100.1.1.1(11017) -> 1976

Dec 28 09:48:09.836: %BSTUN-6-OPENED: PHDR:  peer (all[72])100.1.1.1/1976 opened, [previous

state closed]

Dec 28 09:48:09.836: BSTUN: Change state for  peer (all[72])100.1.1.1/1976 (closed->open)

Dec 28 09:48:09.836: BSTUN bsc-local-ack:  Serial0 NDI: Data:   401100

Dec 28 09:48:09.836: BSC: Serial0: NDI-rx:  Data (3 bytes):  401100

Dec 28 09:48:09.836: BSTUN bsc-local-ack:  Serial0 SDI: Data:   401400

Dec 28 09:48:09.836: BSC: Serial0: SDI-tx:  Data (10 bytes):  37FF32323240407F7F2D

관련 정보

STUN 지원 페이지●

STUN 및 BSTUN 구성에 대한 Cisco 문서●

IBM SNA 지원 페이지●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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