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같은 특수 문자를 포함하는 HTTP URL 차
단 SCE 8000 플랫폼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구성
CSV 파일 만들기
이 파일을 SCE로 가져오기
SCE 구성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소개

이 문서에서는 "?"와 같은 특수 문자가 포함된 URL을 차단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SCE 8000
플랫폼에 대해 설명합니다.이러한 URL은 일반적으로 SCE CLI로 구성된 경우 SCE(Service
Control Engine)에서 수락되지 않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SCE●

SCABB●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SCE 8000과 SOS 버전 4.2 이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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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일부 URL에는 "?"와 같은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CE 8000 플랫폼에서 SCE 8000.이러
한 URL은 SCE CLI로 구성된 경우 일반적으로 SCE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csv 파일을 가
져오고 SCABB에서 적절히 변경할 경우 이러한 URL을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 만들기

차단할 URL이 포함된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샘플 csv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일의 확장명은 .csv여야 합니다.이 파일을 준비했으면 SCE에서 연결할 수 있는 FTP 서버에
이 파일을 복사합니다.

이 파일을 SCE로 가져오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FTP 서버에서 /apps/data/scos로 이 csv 파일을 가져옵니다.

ftp://username:password@10.76.76.160/source_filename.csv /apps/data/scos/filename.csv을 참조
하십시오. 

SCE 구성

SCE에 csv 파일이 있으면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URL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SCE8000-1#>conf t

SCE8000-1(config)#>int lin 0

SCE8000-1(config if)#>sce-url-database import cleartext-file  filename.csv  flavor-id <flavour-

id>

참고:새 csv 파일에서 URL을 가져오면 이전 URL 데이터베이스가 플러시되고 최신 csv 파일
에만 있는 URL이 차단됩니다.따라서 URL 데이터베이스를 새 URL로 업데이트하려면 이전
csv 파일을 저장하고 동일한 파일에 새 항목을 추가한 다음 SCE에 푸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URL이 차단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이 SCE에 복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dir 명령을 실행합니다.

URL을 가져왔는지 확인하려면 Show interface Linecard <x> sce-url-database all 명령을 실행합니
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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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세스 중에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일이 복사되지 않음

FTP 서버가 FTP 서버의 IP를 ping할 때 SCE에서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ping에 성공했지만
파일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의 차단 프로그램을 확인하십시오.

2. 동일한 URL에서 다른 페이지를 탐색할 때 차단 중지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SCABB > Service Configuration Editor > Policies > System Settings >
Advanced Options > Advanced Service Configuration Options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는 'Number of HTTP GET detections'라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 값을 더 높은 값(즉 5개
)으로 변경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값으로 증가하기 전
에 가능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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