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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프로토콜 변환을 사용하여 GRE(Generic Routing Encapsulation) 터널을 통해
LAT(Local Area Transport)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우터 1(R1)과 라우터 2(R2) 간의 터널을 설정해야 합니다.●

R2 및 라우터 3(R3)에는 적절한 IP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R1에서 R3로 ping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T 서비스를 구성해야 하며 올바르게 실행해야 합니다.●

R2에서 R3까지 LAT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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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DEC(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LAT는 터미널을 DEC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
는 프로토콜입니다.LAT는 DEC 독점 프로토콜이며 Cisco는 DEC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LAT 기술을
사용합니다.LAT 프로토콜은 TCP/IP 텔넷 프로토콜과 유사합니다. 한 사이트의 사용자가 다른 사이
트의 호스트에 연결을 설정하고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키 입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터미널 서버를 통해 DEC 호스트에 대한 LAT 연결을 설정하려면 호스트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TCP/IP 텔넷과 LAT 프로토콜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텔넷이 IP 프로토콜을 통해 라우팅될 수 없
다는 것입니다.DEC LAT 프로토콜에는 표준 라우팅 레이어가 아닌 이더넷을 통해 직접 실행되는 자
체 전송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라우터를 통해 전달할 수 없습니다.광역 네트워크를 통해
LAT 트래픽을 전달하려면 브리지 또는 Cisco 라우터와 같은 통합 브리지 및 라우터를 사용해야 합
니다.

참고:이 문서에서는 원격 사이트가 GRE 터널을 통해 연결된 환경에서 LAT를 구성하는 방법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LAT 기능

LAT 프로토콜은 비대칭적입니다.마스터 및 슬레이브 기능이 있습니다.먼저 LAT 마스터가 회선 시
작 메시지를 보낼 때 LAT 회로를 시작한 다음 LAT 슬레이브가 자체 회로 시작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회선에 최대 255개의 LAT 세션을 멀티플렉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터미널이 라우터에 연결된 일반적인 설정에서 라우터는 마스터 역할을 하며 대상 호스트는
슬레이브 역할을 합니다.예를 들어 이 명령은 router1이라는 디바이스를 마스터(또는 서버)로,
ORANGE라는 대상 호스트를 슬레이브(또는 호스트)로 생성합니다.

router1> lat ORANGE

사용자가 한 액세스 서버에서 다른 액세스 서버로 연결할 때 라우터가 슬레이브 역할을 할 수도 있
습니다.예를 들어 이 명령은 router1을 마스터(서버)로, router2를 슬레이브(호스트)로 만듭니다.



router1> lat router2

LAT 호스트가 시작한 연결에서 VMS(Virtual Memory System)는 항상 LAT 슬레이브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VMS 시스템에서 시작된 인쇄 작업은 LAT 마스터 역할을 하기 위해 프린터가 연결된 라
우터를 시작하거나 트리거합니다.마스터-슬레이브 관계는 LAT 슬레이브에서 호스트가 시작한 세
션에도 적용됩니다.

LAT 서비스

모뎀, 컴퓨터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은 리소스는 LAT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모든 사
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표시됩니다.LAT 노드는 하나 이상의 LA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둘 이상의 LAT 노드가 동일한 LA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LAT 노드(총칭 advertised services)는 LAT 서비스 알림이라고 하
는 이더넷 멀티캐스트 메시지 형태로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트합니다.LAT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LAT
서비스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메시지는 알려진 LAT 서비스의 동적 테이블에 캐시되며,
통칭하여 학습 서비스라고 합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는 학습 및 광고된 LAT 서비스를 모두 지원합니다.따라서 수신 및 발신 LAT
세션도 지원합니다.광고된 노드의 서비스 등급은 동적으로 결정되지만 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
니다.

LAT 서비스에 대한 발신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Cisco IOS 소프트웨어는 학습된 서비스 캐시에서
서비스를 검색합니다.하나 이상의 노드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급이 가장 높은 노드가
선택됩니다.예를 들어 VAX(Virtual Address eXtension)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LAT
연결은 로드가 가장 적은 클러스터의 노드에 연결되므로 서비스 등급이 가장 높습니다.로드 밸런싱
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 그룹과 관련하여 이러한 연결을 통해 작동합니다.

수신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LAT 세션은 다른 LAT 노드에서 로컬 LAT 노드에 의해 광고되는 서비스
에 연결됩니다.

LAT 그룹

모든 사용자는 LAT 네트워크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LAT 서버 관리자는 서비스
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그룹 코드 개념을 사용합니다.

라우터와 LAT 호스트 모두 공통 그룹 코드를 공유할 경우 두 호스트 간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어느 쪽에서도 기본 그룹 코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모든 라우터의 사용자는 네트워크에서 학
습된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세스 서버, 라우터 및 LAT 호스트에 대한 그룹을 정의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논리적
하위 네트워크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한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한 서비스 세트를 보고 다른 디바이
스(또는 동일한 디바이스의 다른 회선)의 사용자가 다른 세트를 볼 수 있도록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또한 그룹 번호와 조직 그룹(예: 부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LAT 세션 및 연결 지원

LAT 세션은 LAT 서비스와 라우터 간의 양방향 논리적 연결입니다.연결은 LAT 세션에 연결된 콘솔
에서 사용자에게 투명합니다.원하는 디바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비동기 터미널에서 라우터로 생성할 수 있는 LAT 세션 수에는 고유한 상한값이 없습니다.



라우터에 연결된 호스트 인쇄 작업을 호스트 시작 연결이라고 합니다.Cisco IOS 소프트웨어는 연결
을 요청하는 호스트의 큐를 유지 관리하고, 이러한 호스트에 정기 상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지정된 포트 번호 또는 정의된 서비스를 통해 호스트에서 시작한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러
한 서비스는 다른 액세스 서버 또는 라우터와의 연결에 사용됩니다.

LAT Over GRE

GRE를 통해 LAT를 실행하기 위한 이러한 유형의 요구 사항은 원격 사이트(LAT 디바이스 A)가 라
우터-A에 연결된 시나리오에서 제공됩니다.첫 번째 프로토콜 변환은 라우터-A에서 LAT에서 텔넷
으로 수행됩니다.라우터-A는 GRE 터널, x25 또는 IP 체계를 통해 라우터-B(LAT 서비스가 호스팅되
는 뒤)에 연결됩니다.Router-B에서 텔넷에서 LAT로의 프로토콜 변환이 다시 수행됩니다.

제한 사항

LAT는 GRE 유형 캡슐화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프로토콜 변환만 가능합니다.



Error: LAT: Encapsulation failed

구성

프로토콜 변환을 사용하여 LAT over GRE를 구성하려면 이 섹션을 사용합니다.

참고: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ommand Lookup Tool(등록된 고
객만 해당)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R1의 구성

다음은 R1의 컨피그레이션 예입니다.

!

translate lat TEST tcp 192.168.2.3

!! translating lat TEST to telnet to ip 192.168.2.3 that is in same

   tunnel subnet but not used by any interface

!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 Going towards R2

 duplex auto

 speed auto

 lat enabled              !! lat must be enabled on interface

end

!

interface Tunnel1

 ip address 192.168.2.1 255.255.255.0

 load-interval 30

 tunnel source FastEthernet0/0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tunnel destination 192.168.1.2

end

!

R2의 구성

다음은 R2의 컨피그레이션 예입니다.

!

interface FastEthernet0/0

 ip vrf forwarding TEST

 ip address 192.168.1.2 255.255.255.0 !! Going towards R1

 duplex auto

 speed auto

 lat enabled

end

!

interface FastEthernet0/1

 ip address 192.168.3.1 255.255.255.0 !! Going towards R3

 duplex auto

 speed auto

 lat enabled

end

!

interface Tunnel1

 ip address 192.168.2.2 255.255.255.0

 ip mtu 1400

 tunnel source FastEthernet0/0

 tunnel destination 192.168.1.1

 tunnel vrf TEST

end

!

translate tcp 192.168.2.3 lat TEST

!! Translating tcp connection from R1 to lat TEST

   (LAT service TEST hosted on R3)

R3의 구성

다음은 R3의 컨피그레이션 예입니다.

!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192.168.3.2 255.255.255.0 !! Going towards R2

 duplex auto

 speed auto

 lat enabled

end

!

lat service TEST enabled

!!LAT service TEST hosted

!

line vty 0 4

 password cisco

 login

!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

R1에서 확인

R1에서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R1#show lat service

Service Name     Rating   Interface  Node (Address)

TEST                  5   Local

R1#lat TEST

Trying TEST...Open

Password:            !!enter password configured under line vty of R3

R3>                  !!Access to R3

R3에서 확인

R3에서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R3#show lat session

tty98, virtual tty from host R2

!! LAT coming in from R2

Session:

 Name TEST, Remote Id 1, Local Id 1

 Remote credits 2, Local credits 0, Advertised Credits 4

 Flags: none

 Max Data Slot 255, Max Attn Slot 255, Stop Reason 0

Remote Node:

No known LAT nodes.

R3#show lat traffic

Local host statistics:

 1/95 circuits, 1/0 sessions, 1/0 services

 255 sessions/circuit, circuit timer 80, keep-alive timer 20

Recv:   219 messages (0 duplicates),  141 slots,  714 bytes

       0 bad circuit messages,  111 service messages (8 used)

Xmit:   228 messages (0 retransmit),  140 slots,  787 bytes

       0 circuit timeouts,  111 service messages

Total:  16 circuits created,  16 sessions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그러나 다음 디버그는 오
류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에 유용합니다.

마지막 이벤트 디버그●

마지막 패킷 디버그●

마지막 필터링 디버그●



   

관련 정보

전화 접속 터미널 서비스 구성●

프로토콜 변환 및 가상 비동기 디바이스 구성●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ios/12_2/termserv/configuration/guide/tcfterm_support_TSD_Island_of_Content_Chapter.html#wp1001455
//www.cisco.com/en/US/docs/ios/12_2/termserv/configuration/guide/tcfpt_ps1835_TSD_Products_Configuration_Guide_Chapter.html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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