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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 generate url

이에 대한 이시가지 는 포가시 URL을 통해 ,이에 따라 타수 시그널스(이에 대한) [마이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수입 com.amazonaws.AmazonService예외; 수입 com.amazonaws.HttpMethod; import com.amazonaws.SdkClient예외; import com.amazonaws.auth.profile.profile.Profile자격증명제공업체; import com.amazonaws.지역.지역; import
com.amazonaws.services.s3.AmazonS3; import com.amazonaws.services.s3.AmazonS3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s3.model.생성P사임Url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s3.model.S3Object; 가져오기 java.io.IO예외; 자바.io.출력스트림라이터 가져오기; 자바.net.HttpURL연결 가져오기; 자바.net.URL 가져오기; 공개 클래스 생성P사임UrlAndUploadObject { 공개 정적 보이드 메인
(String[] args)은 IO예외 {지역 클라이언트 영역 = Regions.DEFAULT_REGION; 문자열 버킷네임 = *** 버킷 이름 ***; 문자열 객정키 = *** 개체 키 ***; 시도 { AmazonS3 s3Client = AmazonS3ClientBuilder.Standard () .with자격증명(새로운 프로필 자격 증명 제공업체)) .withRegion(클라이언트리전) .build();// 사전 서명된 URL을 1시간 후 만료하도록 설정.java.ut 만료...ut.ut.ut 만료.....ut.ut.ut 만료.....ut.ut.ut.ut 만료......date. 만
료.setTime(expTimeMillis); // 미리 서명된 URL을 생성합니다. System.out.println(미리 서명된 URL 생성; 생성P사임UrlRequest 생성P사임UrlRequest = 새로운 생성P사임UrlRequest (버킷 네임, objectKey) .withMethod (HttpMethod.PUT) .withExpiration (만료); URL URL = s3Client.생성P사임Url (생성P사임UrlRequest); 연결을 만들고 미리 서명된 URL을 사용하여 새 개체를 업로드하는 데 사용합니다. HttpURL연결 연결
= (HttpURL연결) url.openConnection(); 연결.setDo출력(사실); 연결.setRequestMethod(PUT); 출력스트림라이터 아웃 = 새 출력스트림라이터(connection.getOutputStream()); out.write(이 텍스트는 감리 URL을 통해 개체로 업로드됩니다.) out.close(); HTTP 응답 코드를 확인합니다. 업로드를 완료하고 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 연결 개체와 통신해야 합니다. 연결.getResponse코드(); System.out.println (HTTP 응답
코드: + connection.getResponseCode()); 개체가 성공적으로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3Object 개체 = s3Client.getObject(버킷네, objectKey); System.out.println(개체 + object.getKey() + 버킷 + object.getBucketName()에서 생성됨); } 캐치 (AmazonServiceException e) { // 통화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지만 Amazon S3이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 응답을 반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개체는 비공개입니다. 개체 소
유자만 이러한 개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 소유자는 미리 지시된 URL을 만들어 다른 파트로 객체를 만들고, 개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간 제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체 보안 자격 증명을 부여합니다. 개체에 할당된 URL을 만들 때 보안 자격 증명을 제공하고, 버킷 이름, 개체 키를 지정하고, HTTP 메서드(개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GET) 및 만료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URL은 지정된
기간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미리 서명된 URL을 수신하는 사람은 개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킷에 동영상이 있고 버킷과 개체가 모두 비공개인 경우 미리 서명된 URL을 생성하여 다른 사용자와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보안 자격 증명을 가진 사람은 미리 서명된 URL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에 성공적으로 액세스하려면 사전 지시된 URL이 기반이 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사전 목적 URL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정된 URL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증명에는 IAM 인스턴스 프로필: 최대 6시간 AWS 보안 토큰 서비스 : AWS 계정 루트 사용자 또는 IAM 사용자 IAM 사용자의 자격 증명과 같이 영구 자격 증명으로 서명할 때 최대 36시간 유효: AWS 서명 버전 4를 사용할 때 최대 7일까지 유효합니다. 먼저 IAM 사용자 자격 증명(액세스 키 및 비밀 액세스 키)을 사용하는 SDK에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AWS 서명 버전 4를 사용하여 지정된 URL을 생성합니다. 임시 토큰을 사용하여 미리 서명된 URL을 만든 경우 나중에 만료 시간으로 URL이 생성되더라도 토큰이 만료되면 URL이 만료됩니다. 미리 정된 URL은 URL이 있는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해당 URL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서명된 URL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서명된 URL 기능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REST API,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 및 Java용 AWS SDK, .NET, 루비, PHP, 노드.js 및 파이썬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지정된 URL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URL(PHP용 AWS SDK)을 사용하여 개체를 업로드하는 이 검사 예제에서는 Amazon S3 버킷에 대해 미리 서명된 URL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GitHub에서 aws-doc-sdk 예제 리포지토리에서 이러한 샘플 파일의 전체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GetObject 또는 PUT 작업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에 대해 미리 서명된 URL을 가져오는 데 일련의 Go 루틴을 사용합니다. 미리 서명된 URL을 사용하면 계정에 AWS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임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명된 URL은 자격 증명과 함께 서명되며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은 GetObject 작업에 미리 서명된 URL을 생성하여 미리 서명된 URL을 생
성하고, 에 있는 Forefront 메서드를 AWS SDK for Go를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를 설정하지 않으므로 만료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미리 서명된 URL을 생성하여 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URL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 메인 가져오기 (( github.com/aws/aws-sdk-go/aws/session github.com/aws/aws-sdk-go/service/s3 로그 시간) // S3 버킷
에서 항목을 다운로드 // 사용: // 이동 실행 s3_download.go func 메인 () {// SDK가 공유 자격 증명 파일 ~/.aws/자격 증명에서 // 자격 증명을 로드하는 데 사용할 서쪽 2의 세션을 초기화합니다. 뉴세션(&amp;aws) {영역 구성: aws. 문자열(서쪽 2)}, / / S3 서비스 클라이언트 svc := s3 만들기. 새로운 (6) req, _ := svc. GetObjectRequest(&amp;s3. GetObject입력 { 버킷: aws. 문자열(마이버킷), 키: aws. 문자열 (myKey), }) urlStr,
잘못 := req. 사전 서명 (15 * 시간) 분) 잘못으로 != 전무 { 로그. Println (요청, 잘못에 서명할 수 없음) } 로그. Println(URL은 urlurlStr) } SDK가 사전 서명을 호출하기 전에 자격 증명을 검색하지 않으면 미리 서명된 URL을 생성하게 됩니다. 특정 페이로드를 통해 Amazon S3 PUT 작업에 대해 미리 서명된 URL을 생성하면 사용자가 올바른 콘텐츠를 업로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PUT 작업에 대해 미리 서명된 URL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SDK가 요청에 미리 서명하면 요청 본문의 체크섬을 계산하고 미리 서명된 URL에 포함된 MD5 체크섬을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SDK에서 생성된 동일한 MD5 체크섬을 생성하는 동일한 콘텐츠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콘텐츠 MD5가 아니라 서명입니다. 콘텐츠 MD5를 적용하려면 요청에 헤더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페이로드를 업로드해야 하는 미리 서명된
PUT 작업을 생성하도록 바디 필드를 추가합니다. 패키지 기본 가져오기(github.com/aws/aws-sdk-go/aws github.com/aws/aws-sdk-go/aws/session github.com/aws/aws-sdk-go/service/s3 로그 타임) func main() {// SDK가 공유 자격 증명 파일/~.aws/자격 증명에서 // 자격 증명을 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션을 서부 2의 초기화합니다. 뉴세션(&amp;aws) {영역 구성: aws. 문자열(서쪽 2)}, / / S3 서비스 클라이언트 svc :=
s3 만들기. 새로운 (6) req, _ := svc. 풋오브젝트요청(&amp;s3. PutObject입력 {버킷: aws. 문자열(마이버킷), 키: aws. 문자열(마이키), 바디: 문자열. NewReader (예상 콘텐츠), }) str, 잘못 := req. 사전 서명 (15 * 시간) 분) 로그. Println(URL은:, str, err:, err) } 본문 필드를 생략한 경우 사용자는 지정된 개체에 콘텐츠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콘텐츠-MD5를 적용하는 것을 보여 주습니다. 패키지 기본 가져오기
(github.com/aws/aws-sdk-go/aws github.com/aws/aws-sdk-go/aws/session github.com/aws/aws-sdk-go/service/s3 인코딩/base64 fmt 암호화/md5 문자열 시간만 //http) // S3 버킷에서 공유 구성 // 또는 AWS_REGION 환경 변수로 구성된 영역으로 항목을 로드합니다. 사용: // 이동 실행 s3_download.go func 메인 () { h := md5. 새() 내용 := 문자열. 뉴리더(콘텐츠) WriteTo (h) // 세션을 초기화 SDK가 공유 자격 증명 파일
~//.aws/자격 증명에서 // 자격 증명을 로드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여섯, 잘못된 := 세션. 뉴세션(&amp;aws) {영역 구성: 지역: ) / / / Skep S3 디엔스 kliënt svc := s3. 누웨 (sess) resp, _ := svc. 풋오브젝트요청(&amp;s3. PutObject입력{ 에머: aws. 문자열 (테스트 버킷), Sleutel: aws. 문자열(토틀렐루텔), }) md5s := base64. StdEncoding.EncodeToString (h.Sum (전무)) resp. HTTPRequest.헤더.Set (Inhoud-MD5, md5s)
URL, 잘못된 := resp. 사전 서명 (15 * 타이드. Minuut) 잘못으로 != 전무 { fmt. Println (fout voorsittende versoek, err) 테루키어 } req, 잘못 := http. NewRequest (넣어, URL, 스네어. NewReader ()) req. 헤더.Set (Inhoud-MD5, md5s) indien 잘못 != 전무 { fmt. Println (fout skep versoek, url) gee } defClient, 잘못 := http. DefaultClient.Do (req) fmt. Println (defClient,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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