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기 전에 

Q. DNS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인터넷 상의 도메인 이름을 실제로 접속 가능한 주소로 식별해서 찾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http://www.example.com 이라는 URL 을 웹 브라우저에서 입력하면 인터넷상의 www.example.com 에 해당하는 실제 

IP 주소를 반환합니다. 실제 시스템은 반환된 IP 주소를 통해서 목적 서버에 접속합니다. 

Q.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란 무엇입니까?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DNS 서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도메인 설정을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DNS 서버의 용량이나 성능, 안정성 등 관리적인 측면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도 자체 DNS 서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신규 등록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1.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에서 신규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2.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는 도메인 등록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1.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에서 신규 도메인을 생성하면 네임서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메인 등록 기관에서 신규 등록한 도메인의 네임서버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에서 제공하는 네임서버 정보로 

등록합니다. 

 



타사 또는 자체 DNS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로 이관하려는 경우 

1.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에서 이관하려는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1. 이관하려는 도메인의 리소스 레코드 항목들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에 복제합니다. 

 

1.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에서 신규 도메인을 생성하면 네임서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운영 중인 도메인의 네임서버 정보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에서 제공되는 네임서버 정보로 변경합니다. 

(네임서버 변경은 최대 48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네임서버를 등록한 등록기관에 접속하여 '네임서버 정보 변경' 항목을 통하여 변경이 필요합니다. 

o 기존에 운영하던 도메인 데이터를 이관 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의 네임서버 도메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에서 하위 도메인을 운영하려는 경우 

example.com을 운영 중인 도메인(상위 도메인), sub.example.com을 하위 도메인이라고 가정할 때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에 하위 도메인을 신규 생성합니다. 

 

1. 하위 도메인에 필요한 리소스 레코드를 등록합니다. 기존에 하위 도메인이 있고 외부 DNS 에서 서비스하고 있었다면 리소스 

레코드를 동일하게 등록합니다. 



 

1.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DNS 에서 신규 생성한 하위 도메인의 네임서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위 도메인(example.com)에서 하위 도메인(sub.example.com)에 대한 NS 레코드를 등록합니다. 이때 NS 레코드는 하위 

도메인의 네임서버 정보로 등록합니다. 

 

 

 

 



도메인 생성하기 

Step 1. 도메인 추가 

신규 도메인을 추가합니다. 

 신규 도메인을 생성하는 경우, 도메인 등록 기관이나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① 설정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도메인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도메인을 더 추가하고자 할 경우 추가를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DNS 서비스에서 도메인은 최대 100 개까지 추가할 수 있고, 도메인당 레코드 추가는 최대 

10,000 개까지 가능합니다. 

Step 2. 도메인 정보 확인 및 삭제 

생성한 도메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메인에 자동으로 SOA, NS 레코드가 생성된 것을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도메인 오른쪽의 ':'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도메인 정보를 클릭하면 생성한 도메인의 정보(도메인 이름, 도메인 ID, 

레코드 수, 설명, 네임서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도메인 삭제를 클릭하면 선택한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자동 생성된 SOA 와 NS 레코드를 제외한 다른 추가 레코드가 없을 때에만 도메인 삭제가 가능합니다. 

③ 도메인 이름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코드 관리하기 

Step 1. 레코드 추가 

생성한 도메인에 대해 레코드를 추가합니다. 

 

① 생성된 해당 도메인에 레코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레코드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레코드 추가’ 영역이 펼쳐지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레코드 명: 도메인 이름 앞에 추가할 레코드 명을 입력합니다. 

 레코드 타입: A, NS, AAAA, CNAME, MX, PTR, SPF, TXT 로 분류됩니다. 

 레코드 타입을 선택할 때마다 하단에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레코드 명, 레코드 값에 대한 예시를 참고합니다. 

 TTL(초): Time To Live 의 약자로, 분(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특정 시간을 선택합니다. 

 레코드 값: 레코드 타입에 따라 레코드 값을 다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하단의 상세 설명을 참고합니다. 

 MX 레코드 입력 시에는 반드시 이름 끝에 점(.)을 붙인 FQDN으로 입력합니다. 

o 예시 

o 10  mail.example.com. 

o 20  mail2.example.com. 

③ 정보를 모두 입력 후, 레코드 추가를 클릭합니다. 

④ 추가된 레코드를 확인합니다. 

 ‘dig’나 'nslookup'을 이용하여 도메인을 확인해 보세요. 

 



Step 2. 레코드 수정 

추가한 레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OA 레코드는 TTL 수정만 가능하며, 도메인 생성 시 자동 생성된 NS 레코드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① 수정하려는 레코드를 선택하고 레코드 수정을 클릭합니다. 

② 레코드 수정 영역이 펼쳐지면 정보를 입력합니다. 레코드 타입에 따라 수정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③ 정보를 모두 입력 후, 레코드 수정을 클릭합니다. 

④ 수정된 정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dig’나 'nslookup'을 이용하여 네임 서버에 변경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dig @ns1c1.ncloud-dns.com example.com) 



Step 3. 레코드 삭제 

추가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일, 다중 모두 삭제 가능합니다. 

 

① 삭제하려는 레코드를 선택하고 레코드 삭제를 클릭합니다. 

② 팝업창에서 대상 레코드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연관 정보 바로가기 

아래 가이드에서 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S 리소스 레코드 안내서 

 

http://docs.ncloud.com/ko/networking/networking-1-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