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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WS(Cloud Web Security)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Google 요청을 예기치 않
은 지역으로 리디렉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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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Cisco CWS(Cloud Web Security)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있는 프록시 서버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입니다.사용자는 지리적 위치와 가까운 프록시에서 프로비저닝되어 최상의 성능
을 보장하고 적절한 지역별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CWS 서비스를 통해 웹 사이트로 이동하면 CWS는 각 HTTP 요청에 X-Forwarded-
For(XFF) 헤더를 삽입합니다.이를 통해 Google은 CWS 프록시의 IP 주소 대신 요청의 소스 IP 주소
(실제 이그레스 IP)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이는 가장 가까운 CWS 프록시와 다른 지역에 있는 사용
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스페인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프록시에서 프로비저닝
됩니다.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는 데이터 센터.XFF 헤더가 추가되지 않으면 Google은
google.es 대신 google.co.uk으로 요청을 리디렉션합니다.



2013년에 Google은 모든 HTTP 요청을 HTTPS로 리디렉션하는 기본 검색 페이지 동작을 업데이트
했습니다.이렇게 하면 연결이 암호화되므로 CWS에서 XFF 헤더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암호화된 연
결에 XFF 헤더를 삽입하려면 CWS 포털에서 HTTPS 검사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
면 Google의 지역별 리디렉션 결정은 CWS 프록시의 이그레스 IP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제

사용자가 CWS 서비스를 통해 Google에 이동하면 예기치 않은 지역으로 리디렉션됩니다.예를 들
어, Miami의 사용자는 Google.com으로 이동하지만 Google Mexico(Google.com.mx)으로 리디렉션
되어 반환된 검색 페이지가 스페인어로 표시됩니다.

솔루션

Cisco는 Google과 협력하여 CWS 프록시 이그레스 IP 주소의 화이트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CWS가 XFF 헤더(검사되지 않은 HTTPS 요청의 경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화이트리스트에 따
라 요청이 Google 지역 도메인으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CWS에서 XFF 헤더를 추가할 수 없거나 Google에서 CWS 이그레스 IP
주소를 식별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여전히 예기치 않은 지역으로 리디렉션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CWS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HTTPS 검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 문제는 Google이 XFF 헤더를 수신하지만 사용자의 이그레스 IP 주소에 대해 잘못된 지리적 위
치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CWS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
니다. 

Google에서 이그레스 IP에 잘못된 지리적 위치를 할당하면 문제를 Google에 보고할 수 있습니
다.자세한 내용은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answer/873?hl=en를 참조하십시오.

●

로컬 Google 사이트 대신 Google.com을 방문하도록 지역 리디렉션을 건너뛰려면
http://www.google.com/ncr을 사용하십시오

●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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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answer/873?hl=en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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