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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호스팅 도메인연결관리 

 

1. 카페24호스팅에서 도메인을 구매하셨을경우 아래의 방법대로 네임서버로 이전합니다. 



 

 

   나의서비스관리 - 도메인관리 - 도메인정보변경 - 네임서버 변경 - 변경할 도메인 선택후 

    네임서버 변경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네임서버변경메뉴: http://hosting.cafe24.com/?controller=myservice_domain_info&method=nameserver 

         

 

1-1. 카페 24 서버호스팅 네임서버 선택후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도메인 네임서버 변경되는 시간은 24시간정도 소요됩니다 

      

1-2. 타사에서 도메인을 구매하셨을경우 저희 카페 24 서버호스팅 네임서버로 네임서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카페 24 서버호스팅 네임서버정보 

http://hosting.cafe24.com/?controller=myservice_domain_info&method=nameserver


 

 

         

1-3. 네임서버 변경완료후 나의서비스관리 - 호스팅관리 - 기본관리 - 도메인 연결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 도메인 연결관리 바로가기  : http://hosting.cafe24.com/?controller=myservice_hosting_domain 

      

2.  도메인 연결 

도메인 연결관리페이지에서 도메인 연결관리 - 도메인 직접입력하기 선택후 도메인 직접 입력하기 

선택하여 도메인명을 입력후 연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고객님의 서버로 연결되게 됩니다. 

           

 

3.  도메인 연결확인 

http://hosting.cafe24.com/?controller=myservice_hosting_domain


 

 

      

 

 

4. 서버호스팅 DNS 관리 :  나의서비스관리 - 호스팅 관리 - 기본관리 - 서버호스팅 DNS 관리 

         도메인연결후 서버호스팅 DNS관리 메뉴를 통해 DNS 관리를 쉽게하실수 있습니다. 

          ※ 서버호스팅 DNS 관리 http://hosting.cafe24.com/?controller=myservice_hosting_server_dns 

         

 

          

 

http://hosting.cafe24.com/?controller=myservice_hosting_server_dns


 

 

연결된 도메인선택후 DNS 관리 메뉴를 누르시면 도메인 레코드관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 호스트 IP(A 레코드)는 주소 레코드입니다. 

A 레코드는 호스트 이름을 호스트의 IP주소로 매핑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A 레코드는 호스트 IP(A 레코드 관리) 메뉴를 선택후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 2 차도메인 추가하기 

호스트 IP(A 레코드) 관리 선택후 오른쪽 상단 A 레코드 추가버튼을 누릅니다. 

 

 

 

 

 



 

 

2차도메인 : cafe24.newbi.co.kr 을 설정해야하는경우 도메인/ 호스트에 cafe24 ,  IP주소: 연결할 서버 IP 

주소를 입력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cafe24.newbi.co.kr 대한 모든 설정이 완료되게됩니다.  

                 

   ※ MX 레코드 설정하기  

    MX 레코드는 메일 교환 레코드입니다.  

도메인 이름을 해당 도메인에 대한 메세지 전송 에이전트의 목록으로 매핑합니다.  

    MX 레코드는 메일서버(MX관리) 를 선택하시면 MX 레코드 추가및 수정을 하실수 있습니다. 

 

 

   ※ MX 레코드값 수정하기  

메일서버(MX) 관리 - 도메인 선택후 - 수정버튼을 누르면 MX   레코드 값을 수정하실수 있습니다 

                

 

 



 

 

                     

    ※ MX 레코드값 추가하기 :   

메일서버(MX) 관리 - 도메인 선택후 - MX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MX 값을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 별칭(CNAME) 레코드 관리 

     별칭(cname) 레코드는 정규 이름 레코드이며, 도메인 이름이 다른 정규 도메인 이름의 별칭임을 

명시합니다. 별칭(cname) 레코드는 별칭(cname) 관리를 선택하여 추가및 업데이트 하실수 있습니다.  

   

 

 

※ 별칭 (CNAME) 값 추가하기  

    별칭(CNAME) 관리 - CNAME 추가 버튼을 누른후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 별칭 (CNAME) 값 수정하기:  

  별칭(CNAME) 관리 - 수정하려는 도메인 선택후 -> 수정버튼을 눌러서 수정하실수 있습니다. 

 

            

※ SPF 레코드((SPF: Sender Policy Framework) 

   메일서버 정보를 사전에 DNS 에 공개 등록함으로써 수신자로 하여금 이메일에 표시된 발송자 정보가 

실제 메일서버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기술 

* 대다수 스팸발송자가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발송자 주소나 전송경로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착안 

※ SPF 를 이용한 이메일 인증절차 

    발신자 : 자신의 메일서버 정보와 정책을 나타내는 SPF 레코드를 해당 DNS 에 등록 

    수신자 : 이메일 수신시 발송자의 DNS 에 등록된 SPF 레코드를 확인하여 해당 이메일에 표시된 

발송 IP와 대조하고 그 결과값에 따라 수신여부를 결정 

           (메일서버나 스팸차단솔루션에 SPF 확인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도메인 연결삭제하기  

도메인 연결관리 메뉴에서 연결된 도메인 선택후  버튼을 클릭하면 도메인 연결이 

삭제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