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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SCE(Service Control Engine) 8000 디바이스에서 플로우 캡처를 활성화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기능은 SCE를 통해 특정 소스와 대상 간의 트래픽 흐름을 캡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패킷 캡처는 SCE 디바이스의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이 기능은 가입
자 IP 주소, 네트워크 IP 주소, 전송 프로토콜 등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캡처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SCE 디바이스를 통해 특정 흐름을 캡처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Cisco Service Control Solution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SCE 8000(SOS 버전 5.2.0)에서 수행한 테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문
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제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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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는 사용자가 이 기능이 SCE 디바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권장합니다.플로우 캡처
를 활성화하면 SCE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SCE는 특정 플로우에서 DPI(Deep Packet
Inspection)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플로우에 대해 RDR(Raw Data Records)이 생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가 캡처되는 즉시 동일한 기능
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

1단계. 트래픽 규칙을 구성합니다.트래픽 규칙은 캡처해야 하는 흐름을 정의합니다.가입자, 네트워
크 IP 주소 및 전송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앞에서 설명한 명령은 가입자 측 IP 주소를 192.168.1.1,
네트워크 측 IP 주소 및 전송 프로토콜로 구성합니다(있는 경우).

SCE8000(config)#>interface LineCard 0

SCE8000(config if)#>traffic-rule name flowcapture IP-addresses subscriber-side 192.168.1.1/32

network-side all protocol all direction both traffic-counter none action flow-capture

캡처 기간을 무제한으로 구성하려면 기본값은 3600초 명령이 사용됩니다.

 SCE8000(config if)#>flow-capture controllers time Unlimited

2단계. 캡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SCE가 트래픽을 캡처하기 시작하고 FTP 서버의
Packet_capture.cap 파일에 동일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SCE8000#> flow-capture start format cap file-name-prefix

ftp://myuser:mypassword@10.1.1.1/Packet_capture

3단계. 캡처해야 하는 SCE를 통해 트래픽을 시작합니다.

4단계. 트래픽이 이 명령으로 SCE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CE8000-1#>show interface LineCard 0 flow-capture

Flow Capture Status (module #1):

--------------------------------

Flow capture status:           RECORDING

Capturing type:                ONLINE

Target file name:              ftp://myuser:mypassword@10.1.1.1/Packet_capture.cap

Target file size (bytes):      6040

Time limit  (sec):             Unlimited

Max L4 payload length (bytes): Unlimited

Number of recorded packets:    57

Number of lost packets:        0

5단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플로우 캡처를 중지합니다.

 SCE8000#> flow-capture stop

6단계. 트래픽 규칙을 제거합니다.

SCE8000(config)#>interface LineCard 0

SCE8000(config if)#>no traffic-rule name flow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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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SCE 8000 설치 및 구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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