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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CE URL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일 URL 항목을 제거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SCE(Service Control Engine) 플랫폼 관리 URL 데이터베이스는 Cisco SCE 플랫폼에 상주
합니다.URL 데이터베이스인 sce-url-database는 Cisco SCA BB(Service Control Application for
Broadband) 콘솔이 아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됩니다.CLI 명령으로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별도
의 URL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이점 외에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URL 목록을 숨겨
Console 또는 CLI에서 URL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Cisco Service Control Solution 및 URL 블랙리스트 작성 기능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SCE 8000(SOS 버전 4.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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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 URL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URL을 제거하는 단계

1단계. CLI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URL 항목의 키를 확인합니다.

       "show applications slot 0 lookup lookup GT_LUT_HTTP_PROTECTED_URL_BlackList all-



key"

2단계. CLI를 사용하여 조회에서 키 항목을 제거합니다.

      "GT_LUT_HTTP_PROTECTED_URL_BlackList 제거 키 [KEY] 조회"

3단계. URL 항목이 URL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how interface LineCard 0 sce-url-database all-entries"

구성

다음은 SCE URL 데이터베이스에서 URL 항목 www.cisco.com를 제거하는 컨피그레이션 예입니다
.

SCE8000#>show applications slot 0 lookup GT_LUT_HTTP_PROTECTED_URL_BlackList all-key

Table keys and values:

key = www.cisco.com:*:*:*

value = 145

key = www.cisco.com:/c/en/us/training-events.html:*:*

value = 145

MaxKeyLength   = 47

AvgKeyLength   = 33

Number of Keys = 2

!!! There are 2 URL entries in the URL Database "www.cisco.com" &

"www.cisco.com/c/en/us/training-events.html"

SCE8000#>conf t

SCE8000(config)#>interface LineCard 0

SCE8000(config if)#>lookup GT_LUT_HTTP_PROTECTED_URL_BlackList remove-key www.cisco.com:*:*:*

key = www.cisco.com:*:*:*

value = 145

SCE8000#>show interface LineCard 0 sce-url-database all-entries

1.    www.cisco.com:/c/en/us/training-events.html:*:*    145

SCE8000#>     

!!! The URL "www.cisco.com" is removed from the URL database.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http://www.cisco.com
http://www.cisco.com***
/content/en/us/training-events.html:*:*
http://www.cisco.com
/content/en/us/training-events.html
http://www.cisco.com***
http://www.cisco.com***
/content/en/us/training-events.html:*:*
http://www.cisco.com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www.cisco.com/c/en/us/td/docs/cable/serv_exch/serv_control/broadband_app/rel41x/blacklist/
URL_DB_QSG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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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us/td/docs/cable/serv_exch/serv_control/broadband_app/rel41x/blacklist/URL_DB_QSG2.html
/content/en/us/td/docs/cable/serv_exch/serv_control/broadband_app/rel41x/blacklist/URL_DB_QSG2.html
http://www.cisco.com/c/ko_kr/sup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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