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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본 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운영 또는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Edge 의 IE Mode 테스트 안내드리며, Edge 의 IE 
Mode 에서도 대상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시간 5 월 20 일 Windows 10 에서의 Internet Explorer (IE)은 Microsoft Edge 로 통합 및 IE11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지원 종료에 대해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종료일 이후 다음과 같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환경을 
위해 IE Mode 가 포함된 Microsoft Edge 는 공식적으로 Windows 10 의 Internet Explorer 11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합니다.  

 
• 기업내 산재 된 레거시 웹 사이트 및 모던 사이트의 호환성을 동시 지원 
• 사이트별 서로 다른 브라우저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 제거 
• 피싱 및 멀웨어등으로부터 사용자 보호 및 보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제공 

Microsoft Edge 는 Internet Explorer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현대적인 웹 환경을 제공하며, 또한 IE Mode(Internet Ex-
plorer Mode)를 통해 레거시 IE 기반 사이트 및 앱에 대한 기본 호환성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공식적인 IE11 의 지원 
종료일 이전에 귀사의 내부 애플리케이션 및 고객 대상 웹 사이트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및 변화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내용 : Internet Explorer 11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지원종료 
• 중단시점 : 2022 년 6 월 15 일 
• Edge IE Mode 를 통한 IE 지원 : 2029 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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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의 IE Mode 적용 방법 

로컬 컴퓨터에 IE Mode를 직접 적용할 때 다음의 레지스트리 구성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레지스트리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 Mode 를 사용하겠다는 설정의 Registry Value 
HKEY_LOCAL_MACHINE\Software\Policies\Microsoft\Edge\ 
InternetExplorerIntegrationLevel = 1 (DWORD 32) 
 
# IE Mode 를 반영할 Site List 를 적용하는 Registry Value 
HKEY_LOCAL_MACHINE\Software\Policies\Microsoft\Edge 
InternetExplorerIntegrationSiteList = (REG_SZ) 
 
# IE Mode 를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옵션을 활성화 하는 Registry Value 
HKEY_LOCAL_MACHINE\Software\Policies\Microsoft\Edge 
"InternetExplorerIntegrationTestingAllowed"=dword:00000001 

 

위의 ‘InternetExplorerIntegrationSiteList’ 값으로 IE모드로 사용할 SiteList xml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 예제와 같이 다양한 경로(웹, 파일공유, 로컬파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ecommended) HTTPS location: https://localhost:8080/sites.xml 
✓ Local network file: \\network\shares\sites.xml 
✓ Local file: file:///c:/Users/<user>/Documents/sites.xml 

 
위 레지스트리 설정을 같이 제공해드린 iemode.reg 파일 실행을 통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sites.xml 파일의 경로는 c:\temp\sites.xml 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필요 시 iemode.reg 파일을 메모장으로 
오픈하신 뒤 해당 경로를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 적용방법 -  
① 같이 제공해드린 sites.xml 파일을 복사하여 c:\temp 경로에 붙여넣습니다 (Ctrl+v) 

 

file://///network/shares/sites.xml
file:///c:/Users/%3cuser%3e/Documents/sites.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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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이 첨부드린 iemode.reg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아래 경고 발생 시 ‘예’를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③ Edge를 실행 후 주소창에 다음의 주소를 입력, 진입합니다. 

edge://compat 

④ 아래와 같이 IE Mode 사이트 리스트가 보이시면 적용이 정상 완료된 것입니다. 

혹시 제대로 로드가 되지 않았다면 ‘업데이트 강제 적용’ 버튼을 눌러 새로고침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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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Mode 의 Site List 수정 및 추가 방법 

위의 IE Mode 적용 시 제공된 SiteList 파일(Sites.xml)을 필요 시 직접 수정 및 추가도 가능합니다. 
IE Mode 로 지속 테스트가 필요한 사이트가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당 사이트를 추가하십시오 
 
예시) ‘naver.com’ 을 IE Mode 사이트로 리스트에 추가하기 
 
① 파일탐색기를 통해 c:\temp\sites.xml 파일을 메모장으로 불러옵니다. 

 
② XML 문서의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site-list> 윗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합니다. 

 
 
 
 

 

③ 
다음과 같이 추가할 내용을 입력 후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site url="naver.com"> 

    <compat-mode>Default</compat-mode> 

    <open-in>IE11</open-i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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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일을 저장한 뒤, Edge 를 재실행하고 주소창에 다음의 주소를 입력, 진입합니다. 
edge://compat 
⑤ ‘업데이트 강제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한 Site 목록이 적용되도록 Refresh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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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Refresh 후 방금 추가한 URL 이 정상 반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Edge 를 통해 방금 추가한 ‘naver.com’ 접근 시 이제 IE Mode 로 구동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naver.com’ URL 을 적용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URL 에 ‘naver.com’ 이 들어가는 모든 
사이트는 모두 IE Mode 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naver.com 에 대한 IE Mode 적용 : cafe.naver.com , blog.naver.com , news.naver.com 등등 
 
필요 시 예시의 ‘naver.com’ 과 같이, 적용이 필요하신 URL 을 List 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최상위 도메인이 아닌 특정 하위 URL 만 지정, IE Mode 검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Default 로 적용한 xxx.net 대신 test.sss.xxxg.net 을 IE Mode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test.sss.xxx.net        : IE Mode 동작 

test.sss.xxx.net/prod   : IE Mode 동작 
abc.test.sss.xxx.net     : IE Mode 동작 
xxx.net                 : IE Mode 동작 안함  
aaa.xxx.net              : IE Mode 동작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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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Mode 의 일회성 적용 방법 

Edge 를 사용할 때, IE 환경만 지원하는 특정 사이트(금융,공공기관 등)를 접근할 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 사이트를 일회성으로 IE Mode 로 변경,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Edge를 통해 대상 사이트 접근 후 우측 상단의 ‘···’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② 아래와 같이 ‘기타도구 > 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사이트 열기’ 를 클릭합니다. 

 

③ 그럼 아래의 화면처럼 IE Mode로 사이트가 구동되며, 해당 탭에서 Redirection되는 사이트들 역시 IE모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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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됩니다.  

하단에 표시된 안내 메시지와 같이 IE모드로 열어놓은 사이트를 ‘닫기’ 로 종료하게 되면 대상 Site에 대한 IE 

Mode는 다시 해제됩니다. 즉 일회성의 적용 방법이므로, 필요 시 본 방법으로 그때 그때 IE모드 적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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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IE Mode 적용 해제 방법 (초기환경 복원) 

현재까지 구성한 IE Mode 설정을 제거 및 적용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윈도우 키 + R’ 버튼을 눌러 실행 창을 열고, regedit 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② Registry 에 진입한 뒤 아래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Policies\Microsoft\Edge\ 

 
③ IE Mode 적용을 위해 반영했던 Value 들을 모두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삭제’ 합니다. 

(삭제 시 가장 아래의 ‘InternetExplorerIntegrationTestingAllowed’ Value 도 지워지므로, 일회성 IE 모드 
사용 기능도 해제됩니다) 

 
④ 이후 Edge 를 껏다가 다시 키신 뒤 다음의 주소로 진입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기존에 설정했던  

IE Mode Site 가 모두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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