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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_2도.indb   7 2021. 11. 5.   오후 3:38



 DNS의 구성 요소와 구체적인 작동     77

 세 종류의 구성 요소와 그 역할     78

  스터브 리졸버의 역할　79
  풀 리졸버의 역할　80
  권한이 있는 서버의 역할　82
	 [COLUMN]		DNS의 클래스　84
  리소스 레코드의 구성　84
  리소스 레코드의 타입　85
	 [COLUMN]		통일되지 않은 명칭에 주의하자　86

 구성 요소의 연계에 의한 이름 풀이     87

	 [COLUMN]		루트 서버의 IP 주소는 어떻게 알까?　93
	 [COLUMN]		이름 풀이 요구와 이름 풀이 실행의 차이　93

 DNS 처리의 효율화와 가용성의 향상     94

  캐시와 네거티브 캐시　94
  권한이 있는 서버를 여러 대 설치하기　98

 정방향과 역방향     102

 실  전  편

 도메인 이름 설계하기     103

  <실전 편을 읽는 방법> DNS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104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104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105
  DNS를 지속적으로 작동시켜 가용성을 높이기　105

 도메인 이름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107

CHAPTER

4

CHAPTER

5

차 례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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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을 자주 봤습니다만, 지

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지 않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신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잘 활용합니다만, ‘사용법만 

알면 어떤 구조인지는 몰라도 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기술을 다루는 초보자나 새로이 인터넷 기술을 기초부터 다시 배우

고 싶은 기술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지탱하는 구조 중 하나인 DNS에 관한 관련 

지식을 포함해 기초부터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3부 14장

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부 기초편에서는 도메인 이름이나 DNS 구조가 탄생한 배경,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관리 운용 체계나 DNS가 제공하는 이름 풀이의 기본적인 구

조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이나 DNS 구조를 처음 접하는 분은 제1부부터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2부 실전편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DNS 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을 대상으

로 DNS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설정이나 동작 확인을 위한 도구의 사

용법,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정 예시를 들어

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추천사

추천사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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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응용편에서는 DNS를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중심으

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최근 화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DNS의 

관점에서 표준화 상황에 근거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서를 완독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완독할 

수 있도록 곳곳에 관련 지식이나 일화를 소개하는 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읽는 도중

에 기분 전환이나 흥미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이 책을 계기로 인터넷을 지탱하는 ‘구조’에 흥미를 느끼는 분이 한 명이라도 늘기를 

바랍니다.

일본 레지스트리 서비스 기술본부장 미타무라 켄지

추천사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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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DNS는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은 198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만진 

BIND 4.8.3도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0년에 만들어진 DNS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DNS는 현재도 인터넷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초보자용으로 DNS를 처음부터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교과서’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만들려고 하

면 매우 수고스럽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처음부터 해설하기 위해서는 초보자도 잘 따라올 수 있게 예시나 그림을 많

이 이용해야 합니다. 교과서니까 거짓말을 쓸 수 없기에 예시, 그림 및 서술은 이해하

기 쉽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보자용 전문서를 끝까지 읽게 하기 위해서

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즉,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며, 해설이 간결하

고, 흥미를 느껴 끝까지 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DNS의 운용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에 더해, 도메인 이름의 관리 체계나 도메인 

이름 비즈니스, 상표, 상호와의 관계에 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 요소들도 담으면

서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이 책의 필자 및 감수자에게 있어 그 도전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고,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출판에 성공했습니다.

감수자의 글

감수자의 글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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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DNS의 요소, 구조, 설계, 구축, 운용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초편에서는 최대한 쉬운 표현을 썼고 해

설이 애매해지거나 장황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오해하

기 쉬운 재귀적 질의와 비재귀적 질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나 대신에 이름 풀

이를 해줘’가 질의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의 차이로 설명하고, 실전편에서 그것들이 

재귀적 질의와 비재귀적 질의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전편에서는 DNS의 설계, 구축, 운용에 더해 동작 확인 방법과 그 해설에도 중점

을 두었습니다. 비슷한 책이나 웹 사이트에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는 외부 이름이나 

CNAME을 포함해 인터넷의 많은 도메인 이름을 실제로 동작시키고 있는 이름 풀이의 

흐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실제로 출력되는 결과를 게재하는 형태로 해설했습니다.

응용편에서는 실전편에서 해설하지 않은 DNS의 운용 노하우에 더해, DNS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최신 구현 상황을 해설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변화는 DNS 이름 

풀이의 기본 동작이나 기본적인 통신 수단을 변경하는 것이고, DNS 그 자체의 구성

에도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권한이 있는 서버 또는 DNS 리졸버의 구체적인 설정 방법, 예를 들면 

named.conf 또는 자동 시작을 위한 설정 방법은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이것들

은 개별적인 구현에 관한 내용이고, DNS의 개요나 구조를 설명하는 이 책의 목적에

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에는 난이도나 분량을 고려해서 굳이 기술하지 않은, 그리고 하지 못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NS 리소스 레코드를 부모와 자식 양쪽에 설

정하는 이유, 권한이 있는 서버가 되돌리는 여섯 종류의 응답, 응답의 압축, ENDS 

Client Subnet, Empty Non-Terminal의 취급 등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감수자의 글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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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NSSEC과 DNS 쿠키는 개요의 소개에 그치고 구조의 상세 내용이나 운용

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이런 기술들도 RFC를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에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필자, 

감수자의 작업 지연을 끈기 있게 기다려 주신 편집자와 초보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의견을 많이 주신 SB 크리에이티브의 토모야스 켄타 님과 이 책의 간행을 위해 끝까

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사내 외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NS의 정확한 지식은 인터넷 그 자체에 관한 이해와 안정적인 운용에 직결됩니다. 

이 책이 DNS를 배우는 독자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덥고, 또 뜨거웠던 올해 여름을 떠올리며 JPRS 도쿄 본사에서

모리시타 야스히로

감수자의 글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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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초편, 실전편, 응용편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편에서는 DNS를 처음 배우는 분을 위해 도메인 이름과 DNS가 만들어진 배경, 

DNS의 구조 및 관리 체계, DNS를 구성하는 3개 요소의 역할, 이름 풀이의 구체적

인 동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전편에서는 기초편에서 배운 구성 요소를 동작시키고 운용하기 위한 설계와 설정, 

동작 확인과 감시, 사이버 공격과 그 대책, 신뢰성 향상을 위해 유의할 점에 대해 설

명합니다.

응용편에서는 실전편에서 다루지 않은 DNS의 설정, 운용에 관한 노하우와 주의점, 

권한이 있는 서버의 이전(DNS의 이사), DNSSEC의 구조, DNS에서의 프라이버시 개

요와 구현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장의 내용

이 책의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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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편

제1장 DNS가 만들어진 배경

도메인 이름과 DNS가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계층화와 위임의 구성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2장 도메인 이름의 등록 관리 구조와 관리 체계

도메인 이름과 DNS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등록 관리의 구조

와 세계적인 관리 체계를 설명합니다.

제3장 DNS의 이름 풀이

DNS에 의한 이름 풀이의 구조와 작동, 위임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제4장 DNS의 구성요소와 구체적인 작동

DNS를 구성하는 3개 요소에 주목하여 각각의 역할과 구체적인 작동을 설명합니다.

실전편

제5장 도메인 이름을 설계하기

실전편에 들어가기에 앞서 DNS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합니다. 기초

편에서 설명한 DNS의 구성요소를 움직여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실전편의 각 장에서 설명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DNS를 작동시키기 전에 미

리 생각해야 할 도메인 이름과 DNS의 설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6장 도메인 이름 관리하기: 권한이 있는 서버의 설정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있는 서버 설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 구성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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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서비스 제공하기: 풀 리졸버의 설정

이름 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DNS 리졸버 설정과 퍼블릭 DNS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제8장 DNS 작동 확인

DNS를 운용하거나 트러블슈팅을 할 때 필요한 작동 확인과 감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명령줄 도구, DNS 확인 사이트, 감시 항목과 대표적인 도구를 설명 및 소

개합니다.

제9장 DNS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그 대책

DNS를 노리거나 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공격 수법과 

그 대책에 주목하는 형태로 분류 및 설명합니다.

제10장 보다 나은 DNS 운용을 위하여

DNS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항목과 DNS 설정 및 운용에 관련

한 잠재적인 위험을 설명합니다. 또한, 캐시 포이즈닝에 대해 내성을 높이는 기술인 

DNSSEC과 DNS 쿠키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응용편

제11장 DNS 설정 및 운용 노하우

DNS 설정 및 운용에 있어 자주 접하는 트러블 및 설정 실수와 그 대처 방법, 노하우

와 주의점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응답 사이즈가 큰 DNS 메

시지에 대처하는 방법인 EDNS0의 운용과 주의점, 역방향 DNS의 설정과 현황을 설

명합니다.

이 책의 구성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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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권한이 있는 서버의 이전(DNS의 이사)

존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서버의 이전, 특히 호스팅 사업자 이전에 따른 권한이 

있는 서버 이전 시에 고려할 항목과 작업할 때의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제13장 DNSSEC의 구조

DNS의 안정성을 높이는 DNSSEC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제14장 DNS에서의 프라이버시 개요와 구현 상황

DNS에서 프라이버시 상 우려되는 점을 언급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

의 개요와 구현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 구성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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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NS 실전 교과서》의 옮긴이 이민성입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DNS가 인터넷 활용에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존

재이기도 하고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

이 인터넷을 하면서 수많은 사이트의 IP 주소를 다 외울 수 없기에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과 IP 주소의 매핑을 통해서 더 쉽게 

인터넷이라는 커다란 존재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인류는 인터넷을 통해 눈부

신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눈부신 발전은 자유라는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것은 본문의 칼럼인 ‘The Internet is for Everyone’의 생각처럼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번역서이기에 부족함이 있겠으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DNS와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

랍니다.

옮긴이 머리말

옮긴이 머리말 xxv

DNS_2도.indb   25 2021. 11. 5.   오후 3:38



도움을 주신 분들

-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컴퓨터와의 인연을 만들어주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할아버지

-  KR 도메인과 DNS에 관한 문의에 친절히 답변해 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강상현 선임연구원님

-  부족한 실력이지만 믿고 번역을 맡겨주신 장성두 대표님, 담당자 김정준 부장님, 

교정자 김성남 님, 디자이너 성은경 님 등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가 오기를 기다리며

옮긴이 이민성 드림 

옮긴이 머리말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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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호준(CTNS)

DNS의 기초부터 운영에 관한 노하우, 공격 및 보안에 대한 설명까지 페이지 분량에 

비해서 커버 범위가 넓고 설명 또한 쉽게 풀어나가는 것에서 저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명령어 실습을 통해 DNS 질의에 대한 구조와 방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DNS를 이해하기에 좋았습니다. 특

히 시스템/네트워크 운영을 시작하는 초보 엔지니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

니다.

  노승헌(라인플러스)

인터넷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로 DNS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DNS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클

라우드 담당자나 서비스 운영자까지 DNS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쌓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입니다. 책 전반부의 내용은 초심자 중심이지만, 중반부부터는 시니

어 분들도 다시 한번 지식을 다지기에 좋은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개인적으로 CDN

과 CDN 이해에 필수적인 DNS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는데, 괜찮은 책이 먼저 번역

서로 출간되네요!

베타리더 후기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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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모(현대오토에버)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무작정 DNS 서버 관리를 맡게 되어 인터넷으로 검색

하며 알음알음 배웠던 것들을 이 책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다시 정리하고 명확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DNS를 이해하고 기술을 익히는 데 

소모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좋았습니다.

  황시연(SW개발자)

인프라 및 서버 개발을 할 때 DNS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온 

기존 네트워크 책은 DNS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 관련된 기술을 익히는 데 힘이 

듭니다. 이 책은 DNS를 중점으로 쓴 책입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은 그림으로 함께 

이해하게끔 되어 있어 DNS를 처음 배우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x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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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DNS가 만들어진 배경Basic

Guide to
DNS

이 장에서는 도메인 이름과 DNS가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계층화와 위임의 구성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 호스트 • IP 주소 • 통신 프로토콜

• 인터넷 프로토콜(IP) • 주소 • IPv4 주소

• IPv6 주소 • 이름과 주소의 매핑 • 어드레싱

• 네이밍 • HOSTS 파일 • 레지스트리

• SRI-NIC • 계층화 • 위임

• 네임 스페이스 • 분산 관리 • 트리 구조

• 고유함 • 도메인 • 도메인 이름

• 식별자 • 라벨 • 루트

• TLD • 2LD • 3LD
• 서브 도메인 • DNS • 이름 풀이

• 부모 • 자식 • 네임 서버

• 표준화 • IETF • RFC

이 장의 키워드

기초편

※ 이후 장별 키워드 순서는 본문에서 제시된 순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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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와 이름의 관계

CHAPTER 1

Basic
Guide to
DNS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인터넷에는 다른 컴퓨터에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라고 

불리는 컴퓨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연결

하기 위한 라우터 등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

버, 컴퓨터, 스마트폰, 라우터 등을 가리켜 호스트(host)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가 서로 통신할 때는 통신할 상대를 어떤 형태로든 지정해야 합

니다. 또 상대방 호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통신을 해왔는지 모른다면 통신을 허용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그림 1-1).

통신을 시작하는 쪽은 상대를 어떤 형태로든 지정해야 한다.

와 통신하고 싶다

통신을 받는 쪽은 누가 통신해 왔는지 판별해야 한다.

누가 보낸 걸까···

통신하고 싶습니다!

그림 1-1  호스트가 서로 통신할 때는 통신할 상대를 판별해야 한다

기초편 1장　DNS가 만들어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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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이 ‘통신하고 싶은 상대를 지정할 때’와 ‘통신해 온 상대를 판별할 때’에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IP 주소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 즉 인터넷 프로토

콜(Internet Protocol, IP)이라고 하는데, 통신할 상대를 식별할 때 사용되는 주소(address)

입니다.

COLUMN　통신 프로토콜이란?

프로토콜은 필요한 규칙, 습관, 순서 등을 문서화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약속을 말합니다. 컴퓨터 세상에서

는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 쓰이는 약속인 통신 프로토콜을 가리킵니다.

통신 프로토콜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보내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의 대표적인 통신 프로토콜 종류에는 통신 규격

인 ‘IP’나 ‘TCP’, ‘UDP’, 웹 콘텐츠 송수신에 쓰이는 ‘HTTP’, 메일 전송에 쓰이는 ‘SMTP’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IP는 IPv4와 IPv6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IP에서 사용되는 

IP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IPv4 주소 예시: 192.0.2.1

• IPv6 주소 예시: 2001:db8::1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IP 주소는 숫자의 나열(번호)로 되어 있어서 외우기 어렵고 

틀리기 쉽습니다.
1
 또한, 호스트에 할당되는 IP 주소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쪽의 사정

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만약 변경된 것을 모르고 이전 IP 주소를 지정하게 되면 완전

히 다른 상대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상대와 확실히 연결하기 위해서

는 상대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통신할 상대를 지정할 때 IP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 아닌, 외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이름(name)으로 상대를 지정하는 방법이 고안되었

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지정된 상대가 그 시점에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즉 이름과 주

소의 매핑을 연결할 때마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 IPv6 주소는 16진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알파벳 a~f가 사용되지만, 이것도 번호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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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IP 주소에 대해 더 알아보기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그렇기에 개별 호스트에 할당되

는 IP 주소는 세상에서 유일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IP 주소 ‘202.11.16.167’과 같이 4개의 10진수를 점으로 연결한 형태로 표기된 것을 봤을 것입니다. 이것

은 인터넷에 IP가 도입된 초기부터 사용되고 있는 IPv4 주소로, 2의 32제곱(32비트: 약 43억)의 크기(주소 

공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1990년대가 되어 미래에 IPv4 주소가 부족해질 것을 예측하여 더 큰 주소 공간을 가진 IPv6 주소

가 만들어졌습니다. IPv6에서 사용되는 IPv6 주소는 ‘2001:df0:8:7::80’과 같이 16진수를 콜론으로 연결

한 형태로 표기되며, 2의 128제곱(128비트: 약 340간)의 방대한 주소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간은 1,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입니다.

이름으로 상대를 지정하기

이름으로 상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한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인 당신은 어떤 이유로 당신이 담당하지 않는 반의 학생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교실에 가서 학생을 불러야 합니다. 만약 학번밖에 모르는 경우라면 학

번을 외워서 불러내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학번과 이름이 매핑되어 있으면 그 학생

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실에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학번과 이름을 매핑해 보면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서 한 명으로 추릴 수 있습니다

(그림 1-2).

인터넷에서도 이처럼 각각의 호스트에 이름을 붙여서 연결할 상대를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IP 주소를 매핑하면 연결할 곳의 호스트를 하나로 추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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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밖에 모를 때

음……  
학번이 2018110123인 사람?

누구지? 1학년이라 
내 학번 아직 
못 외웠어.

학번과 이름이 매핑되어 있을 때

학번이 2018110123인 
김예나 학생!

나도 김예나인데 학번이 다르니까 
나는 아니야. 

네!

그림 1-2  번호와 이름을 매핑해서 상대를 추린다

COLUMN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어드레싱과 네이밍

정해진 규칙에 따른 주소로, 통신할 상대인 송신자나 수신자를 지정하는 것을 어드레싱(addressing)이라

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할 상대나 서비스에 해당 내용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고 주소와 매핑하는 것을 네

이밍(naming)이라고 합니다. 이 어드레싱과 네이밍에 의한 매핑은 인터넷 구조뿐만 아니라 더 가까운 곳

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 설명한 학번과 이름의 매핑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 화제인 말을 걸면 응답해 주는 스마트 스피커(smart speaker)는 통신할 대상과 연결할 곳을 지

정하고, 정해진 행동을 매핑해서 방의 전등을 켜거나 음악을 트는 등 구체적인 작동 방법을 지정합니다.

인터넷의 어드레싱에는 IP 주소가, 네이밍에는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DNS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

은 30년 이상 인터넷을 지탱해 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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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는 IP 주소로 상대를 식별하지만, 실제로 통신할 

상대를 지정할 때는 이름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IP 주소의 대응을 하

나의 표로 정리해 두면 상대를 지정할 때 그 표에서 이름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찾기만 

하면 되어 IP 주소를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그림 1-3). 만약 새로운 호스트가 연결

되거나 호스트의 IP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표를 갱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 초기 시절에는 이를 위한 표로 ‘HOSTS.TXT’라는 텍스트 파일[HOSTS(호스트) 파

일]에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의 IP 주소와 이름(호스트 이름)의 대응을 기재하여 전

체를 관리했습니다.

library　   →　192.0.2.1

seoul  →　192.0.2.2

busan　 →　192.0.2.3

대응표가 없다면

대응표가 있다면

192.0.2.1

오호! library는
192.0.2.1이구나!

192.0.2.1

외우기 어렵고
틀릴지도…

도서관 서버의 IP 주소가 
192.0.2.1이었던가……?

편리하네! 
외울 수 있어!

도서관 서버는
library구나!

대응표

그림 1-3  이름과 IP 주소의 대응을 표로 정리하면 편리하다

IP 주소와 이름의 대응 관리

CHAPTER 1

Basic
Guide to
DNS

기초편 1장　DNS가 만들어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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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현재도 많은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있고 HOSTS 파일에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HOSTS 파일의 예시를 그림 1-4에 나타내었습니다.

# Internet address      official host name            aliases

 

127.0.0.1

192.0.2.1

192.0.2.2

192.0.2.3

localhost

library

seoul  

busan

office001

office002

호스트의
정식 명칭 別名

seoul(office001)
192.0.2.2

library
192.0.2.1

호스트의
별명

# (IP 주소) (정식 명칭) (별명)

그림 1-4  HOSTS 파일의 예시

IP 주소는 인터넷 전체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어느 기기가 어느 IP 주소를 사용 중인지 

통일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HOSTS 파일은 이름이나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

록 하나의 조직에서 일원화 관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

는 이름이나 번호를 일원화 관리하는 조직을 레지스트리(registry)라고 합니다.
2

인터넷이 시작되었을 무렵 HOSTS 파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연구소(Stanford 

Research Institute)의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Network Information Center), SRI-NIC(에스

알아이-닉)이 관리하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은 조직은 SRI-NIC에 

접속 신청을 했습니다. SRI-NIC이 각 조직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해 주소를 할당

하고 그 결과를 HOSTS 파일에 등록했습니다(그림 1-5). 그리고 HOSTS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용자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기본이었습니다.

2 레지스트리의 역할은 2장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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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편 1장　DNS가 만들어진 배경

등록 결과를 설정

SRI-NIC
# Internet address     official host name         aliases

# (IP 주소)

192.0.2.1

192.0.2.2

192.0.2.3

192.0.2.4

library

seoul

busan

example

office001

office002

(정식 명칭) (별명)

HOSTS 파일
(예시 그림으로 당시 SRI-NIC에서 사용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 example
IP 주소: 192.0.2.4

등록 및 공개

신청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은 조직

그림 1-5  인터넷 초기 시절에는 SRI-NIC이 HOSTS 파일을 관리하고 공개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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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접속하려는 호스트의 수가 늘어나면서 SRI-NIC에 신청하는 양

이 많아졌고, 신청부터 IP 주소의 할당, HOSTS 파일에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

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은 조직이 이대로 증가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나

의 조직이 담당하는 관리 구조에 한계가 올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그림 1-6).

한계를 돌파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계층화와 위임이라는 분산 관

리 구조입니다.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이 많네! 
혼자서 전부 처리할 

수는 없어……

새로
등록해 줘!

이 내용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그만할래.

나도 등록해 줘!

그림 1-6  호스트의 IP 주소와 이름을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집중 관리에서 분산 관리로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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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화와 위임

계층화와 위임이라는 사고방식은 회사처럼 규모가 있는 조직을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관리 구조의 정점은 사장입니다. 만약 작은 회사라면 사장이 직접 직

원 전체를 수평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지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 편할지

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사장 혼자서 전체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는 보통 업무 종류에 따라 부서를 만들고, 각 부서의 역할을 정해 조직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것이 ‘계층화’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관리자)을 정하고 

부서장에게 관리를 맡깁니다. 이것이 ‘위임’입니다.

계층화와 위임에 의해 각 부서의 직원은 각 부서장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그림 1-7). 계층화와 위임을 잘 사용하면 회사는 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

게 됩니다. 이러한 계층화와 위임의 구조를 사용해서 호스트의 IP 주소와 이름을 관리

해 보자는 것이 이 절의 취지입니다.

위임
사장

부서장

부서
담당자

계
층
화

그림 1-7  계층화와 위임의 사고방식(회사 조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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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네임 스페이스(name space)
3
라고 불리는 하나의 공간을 전체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스페이스의 일부를 분할하고, 잘라낸 네임 스페이스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구조가 채택되었습니다. 위임한 쪽에서는 그 네임 스페이

스를 누구에게 위임했는지에 대한 정보만 관리하고, 그 네임 스페이스의 관리 책임은 위

임받은 쪽이 갖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취함으로써 관리할 네임 스페이스와 그 책임을 

여러 관리자에게 분할한 분산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그림 1-8).

위임

네임 스페이스

A씨

분할

그림 1-8  네임 스페이스를 분할하고 위임해서 분산 관리를 한다

• 계층화와 위임의 장점

계층화와 위임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관리를 분산하기 때문에 각 관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조직의 성장 및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즉, 관리 범위가 커져서 관리가 어렵게 되면 그 범위를 필요에 따라 분할하고 새로운 관

리자에게 위임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위임한 쪽에서는 그 범위를 누가 관리하는지(그

3 네임 스페이스는 각 요소에 고유한 이름을 붙여야 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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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8에서는 A씨)에 대한 정보만 관리하고, 그 범위의 관리는 위임한 곳의 관리자에게 맡

깁니다. 그러므로 A씨의 관리 범위의 규칙은 A씨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을 고유하게 하는 구조

02절 ‘IP 주소와 이름의 대응 관리’에서 설명한 것처럼 HOSTS 파일은 이름이나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의 조직(SRI-NIC)이 일원화 관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름과 IP 주

소의 매핑은 인터넷 전체에서 같아졌으며, HOSTS 파일을 사용하여 이용자는 인터넷 어

디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같은 연결 상대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분산 관리 체계로 바뀌더라도 이 장점을 잃지 않도록 계층화와 위임에 의한 관리 구조

는 관리의 정점을 하나로 두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점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그림 1-9). 이 명칭은 뿌리에서 가지가 뻗고 자

라나는 나무를 뿌리 입장에서 본 형태에서 유래합니다.

트리 구조에서는 가지가 뻗어 나간 쪽의 각 계층에서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네임 스페이스 전체의 이름이 하나가 되는, 즉 고유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 전체의 

이름을 고유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1-9  트리 구조에서 가지가 뻗어 나간 쪽의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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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계층화와 위임에서 주의할 점

계층화와 위임을 도입해서 얻는 장점은 크지만 도입하고 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관

리 범위를 분할해서 계층화하고 책임자에게 위임’하는 형태는 그 위임이 성립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

다. 계층화와 위임에 의한 분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을 잘 관리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에 발표된 사이버 공격 

‘NXNSAttack’4은 자신이 관리하는 도메인 이름에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설정을 해서 DNS
를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나 보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만들고 운용해 왔

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구조나 기술에 관해서도 설명합니다.

 

4  〈NXNSAttack: Recursive DNS Inefficiencies and Vulnerabilities〉, http://www.nxnsattack.com/shafir2020-
nxnsattack-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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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계층화와 위임의 구조 그리고 트리 구조에 의한 관리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분할된 각 네임 스페이스의 범위를 도메인(domain), 그 범위를 식별하기 위

해 붙여진 이름을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라고 부릅니다(그림 1-10).

루트
(.)

com

or

seoul

kr

net

jpub

kisa

example

example
example

각각의 범위(둘레)가 
‘도메인’을 나타낸다
(예: example).

각각의 범위를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이 ‘도메인 이름’
(예: example.or.kr)

이 그림에서 example이라는 범위(도메인)가 여럿 존재한다.
각각의 범위에 이름(도메인 이름)을 붙이면 어느 범위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그림 1-10  도메인과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의 구성

CHAPTER 1

Basic
Guide to
DNS

기초편 1장　DNS가 만들어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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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이란?

각 계층의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면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전체에서 고유해집니

다. 그리고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적절히 매핑하면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 호스트를 

특정하기 위한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메인 이름은 웹 페이지의 URL이나 메일 주소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 

1-11의 ‘kisa.or.kr’이나 ‘example.kr’이라고 쓰인 부분이 ‘도메인 이름’입니다.

https://kisa.or.kr/
웹 페이지의 URL

메일 주소

info@example.kr
도메인 이름

그림 1-11  도메인 이름은 URL이나 메일 주소의 일부로 사용된다

이제부터 도메인 이름의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구성

도메인 이름은 문자열을 ‘.(점)’으로 연결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문자열을 라벨

(label)이라고 합니다. 사실, 도메인 이름의 마지막에도 점이 붙어 있는데 보통은 생략합

니다. 이 도메인 이름의 마지막에 붙여진(생략된) 점은 계층 구조의 정점인 루트(root)를 나

타내며, 루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그림 1-12).

• TLD(Top Level Domain, 톱 레벨 도메인)

• 2LD(2nd Level Domain, 세컨드 레벨 도메인)

• 3LD(3rd Level Domain, 서드 레벨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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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이나 ‘.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자주 보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TLD입니다. 실제 인

터넷에서 루트나 TLD가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2장에서 설명합니다.

kisa

www

www

3LD

kr

kr

com

.

.

.

.

.

.

.

.

.

TLD

kisa.or.kr.     www.example.kr.     www.example.com.

or

example

example

2LD
3LD

2LD

TLD

.

kr

or example example

kisa www www

com

루트

루트
도메인 이름

 라벨

계
층 
구
조

그림 1-12  도메인 이름은 루트를 기준으로 계층 구조를 점으로 연결한 형태가 된다

서브 도메인

어떤 네임 스페이스(네임 스페이스1)의 범위가 다른 네임 스페이스(네임 스페이스2)의 범위에 속 

할 때 네임 스페이스1은 네임 스페이스2의 서브 도메인(subdomain)이라고 합니다(그림 1-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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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 스페이스2

네임 스페이스1

네임 스페이스1은 네임 스페이스2의 서브 도메인

그림 1-13  서브 도메인

그림 1-14에 서브 도메인의 구체적인 예시를 나타내었습니다.

루트
(.)

com

or

seoul

kr

net

jpub

kisa

example

example
example

이 ‘example’은 ‘kr’의 서브 도메인이 ‘jpub’는 ‘kr’의 서브 도메인

이 ‘or’과 ‘kisa’와 ‘example’은
모두 ‘kr’의 서브 도메인

이 ‘seoul’과 ‘example’은 
모두 ‘kr’의 서브 도메인

이 ‘net’은 ‘kr’의 
서브 도메인이 아니다.

그림 1-14  서브 도메인의 구체적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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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루트의 네임 스페이스를 분할해서 생긴 도메인은 모두 루트의 서브 도메인입

니다. 또한, kr의 네임 스페이스를 분할해서 생긴 도메인은 모두 kr의 서브 도메인입니다. 

그림 1-15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도메인(예시에서는 루트와 kr)에 따라 서브 도

메인의 범위가 바뀌는 것에 주의합니다.

3LD

2LD

TLD

루트

kr com

co example example

3LD

2LD

TLDkr com

co example example

루트의 서브 도메인이 존재하는 범위 kr의 서브 도메인이 존재하는 범위

example example

루트

그림 1-15  기준이 되는 도메인에 따라 서브 도메인의 범위가 바뀐다

서브 도메인은 해당 도메인의 관리자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서브 

도메인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지에 대한 여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 도메인

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장점

계층 구조를 도입하면 각 계층에서 자유롭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층 

구조를 도입하지 않으면 www라는 이름은 그 네임 스페이스(그림 1-16의 예시에서는 회사)

에서 한 대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계층 구조를 도입하면 www라는 이름(라벨)을 회사의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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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계층 구조 도입 전 계층 구조 도입 후

회사

www라는 이름은 한 대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각 부서에서 한 대씩 www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www

인사

www

총무

www

영업

www

업무

www

시스템

www

기획

www

홍보

www

경리

그림 1-16  계층 구조를 도입하면 자유롭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

COLUMN　도메인 이름에서 주의할 점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의 길이나 종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DNS의 사양에서는 라

벨의 최대 길이를 63글자로 정하고 있고, 인터넷 호스트 이름의 라벨은 영숫자와 하이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응용 편에서 설명할 국제화 도메인 이름은 영숫자와 하이픈 이외의 문자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

스트 이름 라벨의 대소 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악의를 가진 사람이 기업명이나 상품명을 먼저 등록하거나 비슷한 문자열로 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

해서 이용자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장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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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란? 

DNS는 ‘Domain Name System’의 줄임말입니다. 도메인 이름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개

발된 시스템이기에 DNS도 계층화와 위임에 의한 분산 관리 구조를 채택했습니다(그림 

1-17). DNS는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의 대응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 

이름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찾습니다. 이것을 이름 풀이라고 합니다. DNS의 기본은 각 

계층의 관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 도메인 이름의 계층 구조를 따라가, 최종 목적

인 IP 주소를 얻는 것입니다.

대응표

대응표

대응표

대응표 대응표 대응표 대응표

대응표

HOSTS 파일에 의한 관리 DNS에 의한 관리

그림 1-17  HOSTS 파일에 의한 관리에서 DNS에 의한 관리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겨난 DNS

CHAPTER 1

Basic
Guide to
DNS

기초편 1장　DNS가 만들어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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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각 계층의 관리자에게 질의해서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위

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여 마지막 관리자에게 도달

했을 때 필요한 정보(=IP 주소)를 얻습니다.

DNS 계층화와 위임의 구조

DNS 계층화와 위임의 구조를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는 ‘example.kr’이라는 도

메인 이름을 예시로 듭니다.

DNS에서는 도메인 이름에 대응하는 형태로 관리 범위를 계층화하고, 위임해서 관리를 

분산합니다. 위임에 의해 관리하게 된 범위를 존(zone)이라고 합니다. DNS에서 위임한 

사람(위임자)과 위임받은 사람(위임처)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됩니다. 그림 1-18에서는 루트

가 ‘부모’, kr이 ‘자식’입니다.

네임 서버
□□□

네임 서버
○○○

위임자식

존

존

분할

대응표

부모-자식 관계

kr

루트

kr의 네임 서버는
 ○○○

부모

의 관리는 
kr에게 맡긴다

그림 1-18  DNS 계층화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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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브 도메인을 만드는데, 서브 도메인은 위임자가 만듭니

다. 예를 들어, kr에 서브 도메인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 kr이 부모

가 되고 kr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처는 자식이 되는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각 존의 관리자는 네임 서버라는 서버로 정보를 관리합니다. 

네임 서버가 관리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이 두 종류입니다.

• 1) 존에 존재하는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각 존의 네임 서버가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의 매핑을 관리합니다.

• 2) 위임 정보

위임처(자식)의 네임 서버 정보로, 위임자(부모)의 네임 서버가 관리합니다.

2)는 ‘위임처는 이 네임 서버입니다’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림 1-18의 예시에서 루트

는 kr이 어느 네임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식의 위임 

정보를 관리하고 위임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트는 kr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kr의 네임 서버 정보만 알고 있기 때문에 ‘example.

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정보를 요청받으면 kr의 위임처를 안내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 

1-19에서 kr은 example.kr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example.kr의 네임 서버 정보만 알

고 있기 때문에 example.kr의 위임처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임처를 루트에서부터 순서대로 따라가, 최종적으로 example.kr의 IP 주소를 

관리하는 네임 서버에 도달하게 되는 구조가 DNS 이름 풀이의 기본입니다. 이름 풀이의 

자세한 구조는 3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작동은 4장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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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 서버
△△△

알고 싶은 정보

분할 분할

분할

kr

example.kr

com

192.0.2.1

위임

위임

위임

루트

kr의 네임 서버는
 ○○○

네임 서버
□□□

네임 서버
○○○

부모-자식 관계

부모-자식 관계

자식

자식

부모

부모

example.kr의 
네임 서버는 △△△

www.example.kr의 
IP 주소는

그림 1-19  부모는 자식의 위임 정보를 관리하고 위임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COLUMN　DNS의 기술 사양은 누가 어디에서 정하는가?

DNS의 기술 사양(프로토콜)은 누가 어디에서 정하는 걸까요?

인터넷 이용자끼리 공통으로 사용하는 구조나 규칙을 정하는 것을 표준화(standardization)라고 합니다. 

표준화는 이용자의 편의성, 업무 효율화, 상호 연결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의 표준화 작업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합니다. IETF는 누구라도 개인 자격으

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회원이 직접 결의나 투표하는 것이 아닌, 참가자의 원만한 합의

와 실제 작동이 중요시됩니다. IETF는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한 의논 및 작업 외에 연 3회 회의가 열립니다. 

메일링 리스트나 회의에서 주고받은 논의의 결과는 문서로 정리됩니다. 이 문서를 RFC(Request for 

Comments)라고 하며 인터넷의 기술 사양은 전부 RFC로 제안 및 발행됩니다. DNS의 기술 사양도 RFC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DNS의 현재 기본 사양은 1987년에 발행된 RFC 1034와 RFC 1035입니다. 이후 사양 

확장에 따라 수많은 RFC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록 A에서 DNS와 관련한 주요 RFC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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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의 분산화

1장 02절에서 설명한 HOSTS 파일에 의한 관리는 하나의 레지스트리(SRI-NIC)가 이름이

나 번호를 일원화 관리하는 간결한 형태를 가집니다. 도메인 이름과 DNS를 도입하는 것

으로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도입 전에는 하나의 레지스트리가 이름을 관리하면 되었는데 도입 후에는 여러 

레지스트리가 분산해서 담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그림 1-20).

HOSTS 파일에 의한 관리는 
하나의 레지스트리가 일원화 관리

도메인 이름과 DNS에 의한 관리는 각 계층의 레지스트리가 
각 존을 관리

전부를 하나의 레지스
트리가 관리한다.

관리 책임

관리 책임

example

관리 책임
○○○

관리 책임

kr

루트

관리 책임

example

관리 책임
○○○

관리 책임

관리 책임

com

레지스트리
(SRI-NIC)

각 존마다 
담당자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관리하는 범위가 분할되면 
관리 책임도 분산된다.

그림 1-20  도메인 이름과 DNS에 의한 관리는 각 계층에 레지스트리가 필요하다

DNS와 레지스트리의 관계

CHAPTER 1

Basic
Guide to
DNS

기초편 1장　DNS가 만들어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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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메인 이름과 DNS에 의한 계층 구조를 도입한 경우, 각 계층을 관리하는 관리자(레지스트

리)가 필요합니다. 각 레지스트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1. 자신이 맡게 된(위임받은) 존을 관리한다.

2. 존을 위임한 경우, 그 존을 위임받은 사람(위임처)이 누구인지를 관리한다.

레지스트리와 그 관계자의 연계 및 협조

분산화된 이름인 도메인 이름과 DNS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범

위를 관리하는 레지스트리와 그 관계자가 연계하고 협조해야 합니다(그림 1-21). 

2장에서는 도메인 이름과 DNS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등록 관리

의 구조와 세계적인 관리 체계를 설명합니다.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은 

서로 연계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림 1-21 각 레지스트리와 그 관계자는 연계하고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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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도메인 이름의 등록 관리 구조와 
관리 체계

Basic
Guide to
DNS

이 장에서는 도메인 이름과 DNS를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등록 

관리의 구조와 세계적인 관리 체계를 설명합니다.

• 레지스트리 • 레지스트리 오퍼레이터 

•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 • 도메인 이름의 수명 주기 

• 드롭 캐치 • 등록 정보 • 등록 규칙 

• Whois • ccTLD • gTLD 

• 커뮤니티 TLD • 지리명 TLD • 브랜드 TLD 

• 사이버 스쿼팅 • DRP • UDRP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레지스트리・레지스트라 모델 

• 레지스트라 • 리셀러 • 등록 대행자 제도 

• 등록 대행자 • 인터넷 거버넌스 • ICANN 

• 지원 기구 • ccNSO • GNSO 

• IANA • PTI

이 장의 키워드

기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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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전체를 집중 관리하지 않는 분산 관리가 기본입니다.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DNS도 계층화와 위임을 통해서 각 조직에 의한 분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 중 하

나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IP 주소(번호)나 도메인 이름(이름)과 같

은 식별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혼란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일원화된 관리를 해야 합

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조직을 레지스트리(registry)라고 하며 인터넷상의 번호나 이름을 

할당하고 등록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레지스트리와 그 관계자에 의한 도메인 이름의 등

록 관리 구조와 세계적인 관리 체계를 설명합니다.

COLUMN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리 오퍼레이터

‘레지스트리’라는 용어는 아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식별자를 할당하고 등록 관리를 하는 레지스트리 오퍼레이터

2) 레지스트리 오퍼레이터가 취급하는 등록대장인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

이 책에서는 1)의 ‘레지스트리 오퍼레이터’를 레지스트리라고 지칭합니다.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 관리의 차이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은 그 특징으로 인해 할당 및 등록 관리에 대한 처리가 다릅니다. 

IP 주소는 한정된 자원을 인터넷 전체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 효율이나 공평한 할당

과 같은 점을 고려해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IP 주소 레

지스트리는 규칙을 정하거나 레지스트리 간의 조정을 담당합니다. 

레지스트리란?

CHAPTER 2

Basic
Guide to
DNS

기 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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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메인 이름은 하나의 네임 스페이스를 TLD마다 분할하고(TLD는 1장 04절 ‘도메

인 이름의 구성’ 참고), 각 TLD의 특색에 맞게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또한, 도메인 이름은 이용자에게 친근한 단체명, 서비스명, 상품명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등록, 이용 중에 발생한 트러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도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이

번 절의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에서 설명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메인 이름 레지스트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그 역할을 살펴봅니다.

레지스트리의 역할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리에게 ‘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

하고 싶다’라는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레지스트리는 그 내용이 등록 요건

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및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

청자는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등록한 도메인 이름에는 만료일이 설정되며, 그 수명 주기(life cycle)에 따라 운용해야 합니

다(이 장의 칼럼 ‘도메인 이름의 수명 주기’ 참고). 레지스트리는 신규 등록 외에, 등록자의 신

청에 따라서 이미 등록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정보 갱신, 만료일 갱신, 삭제 등을 하면

서 도메인 이름을 관리합니다.

레지스트리의 주된 역할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관리

등록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등록 대장인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합니다(그

림 2-1). 등록 정보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이름, 조직명, 연락처

와 같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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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_2도.indb   29 2021. 11. 5.   오후 3:38



• 2) 정책에 따른 등록 규칙의 제정

레지스트리는 자신이 등록 관리하는 도메인 이름의 정책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등록 규칙과 세칙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등록 정보

kisa.or.kr

(도메인 이름)

 한국인터넷진흥원(조직명)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주소)

 kisairm@kisa.or.kr(메일 주소)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이름이나 조직명, 연락처

그림 2-1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관리

• 3) 등록 신청 접수

레지스트리는 등록자로부터 도메인 이름의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된 도메인 이름

을 규칙에 따라 심사하고 접수한 정보를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 4) Whois 서비스 제공

레지스트리는 자신이 관리하는 도메인 이름의 정보를 Whois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Whois의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칼럼 ‘Whois와 그 역할’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5) 네임 서버 운용

관리 대상인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임 서버를 관리 및 

운용합니다. 레지스트리의 네임 서버는 등록자가 등록한 위임 정보를 관리합니다(1장 05

절의 ‘DNS 계층화와 위임의 구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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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 전달 및 교육 활동

인터넷 전체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많은 레지스트리가 인터넷에 관한 정책, 거버넌

스, 기술 등 각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OLUMN　도메인 이름의 수명 주기

도메인 이름은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료일이 존재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도

메인 이름은 일정 기간 후에 ‘삭제’로 취급되며, 삭제된 도메인 이름은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KR 도
메인 이름의 등록부터 삭제까지의 수명 주기는 그림 2-2와 같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기본적으로 선착순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등록이 가능해진 도메인 이름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가능해진 순간을 노려서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재빨리 등록하는 행위를 드롭 

캐치(drop catch)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악의를 가진 제3자가 삭제된 도메인 이름을 드롭 캐치해서 악용하

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삭제된 도메인 이름을 제3자가 새로 등록했더라도 상표권 침해 등 DRP(이번 절의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 의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이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

기에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중단할 때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등록 등록 신청 사용 기간
(1~10년)

만료일 연장 가능 기간
(30일)

삭제

그림 2-2  KR 도메인 이름의 수명 주기
1

1 KR 도메인 이름의 종류는 3장의 칼럼 ‘KR 도메인 이름의 종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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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Whois와 그 역할

Whois는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의 레지스트리가 관리하는 등록과 할당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이용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Whois는 주로 아래 세 가지 목적으로 레지스트리나 레지스

트라(2장 02절 ‘레지스트리・레지스트라 모델과 레지스트리의 역할’ 참고)가 제공합니다.

1)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확보

2) 도메인 이름의 등록 상태 확인

3) 보안 사고나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관계 등 비기술적인 문제 해결

KISA가 제공하는 KR 도메인 이름의 Whois(KISA WHOIS)에서는 그림 2-3과 같은 정보가 공개됩니다.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

그림 2-3  KISA WHOIS에서 제공되는 정보(‘kisa.or.kr’을 검색했을 때)

32

기초편 2장　도메인 이름의 등록 관리 구조와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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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와 TLD의 관계

TLD마다 레지스트리가 존재하며, 각 레지스트리가 TLD를 관리하고 관리 정책이나 등

록 규칙을 정합니다.

TLD는 크게 아래 두 종류로 나뉩니다.

• 국가나 지역마다 할당되는 도메인: ccTLD(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는 도메인: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ccTLD의 문자열(라벨)에는 원칙적으로 ISO(국제 표준화 기구)의 ISO 3166-1로 규정된 두 

글자의 국가코드가 사용됩니다. 한국에는 국가코드 ‘KR’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COLUMN　ccTLD가 두 글자가 된 이유

ISO 3166-1에는 알파벳 두 글자를 사용한 ‘alpha-2’, 알파벳 세 글자를 사용한 ‘alpha-3’, 숫자 세 글자

를 사용한 ‘numeric-3’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ccTLD를 정할 때 세 글자인 TLD ‘.com’과 ‘.net’ 등은 이

미 사용되고 있고, 숫자는 IP 주소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채택되지 못하고 알파벳 두 글자를 사용한 

alpha-2가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gTLD는 등록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과 일정 요건이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m’과 ‘.net’은 사용해 본 적이 있을 텐데, 등록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는 

gTLD입니다. 그러나 ‘.edu’나 ‘.gov’와 같은 gTLD의 등록은 제한이 있으며 등록 가능한 

대상은 미국의 교육 기관이나 정부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TLD의 예시, 분류 및 관리를 하고 있는 레지스트리와 TLD 창설 시기의 리스트를 표 

2-1에 나타내었습니다.

표 2-1  TLD의 예시와 레지스트리

TLD 분류 레지스트리* TLD의 창설 시기*

.kr ccTLD(한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986년 9월

.한국 ccTLD(한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1년 2월

.jp ccTLD(일본) 일본 레지스트리 서비스(JPRS) 198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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