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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NS(Domain Name System)는 인터넷상의 호스트의 도메인주소를 IP주소로 변환하거나 IP주소를 도메인주소로 

변환하는 이름해결 메카니즘을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1차 DNS 서버가 오류로 인해 정지하더라도 2차 DNS 서버

가 신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함내성을 갖는 DNS 시스템 구축에 해 연구하 다. 

ABSTRACT

DNS(Domain Name System) is the Name Resolution Mechanism that makes conversion from a Domain Name of a computer on the 

Internet to an IP Address or the reverse conversion.  In this paper we researched on the Foundation techniques of Fault-tolerant DNS Servers 

that the secondary DNS can take over and provide continuous services even though primary DNS stops due to some critical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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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DNS(Domain Name System)는 네트워크에서 도메인

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 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이다.[1] 인터넷 상에서 IP 주소 

신에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222.122.195.6과 같

은 IP 주소보다는 www.naver.com과 같은 문자 주소를 사

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DNS 서버는 근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도메인주소

를 IP주소로 변환하거나 IP주소를 도메인주소로 변환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  인터넷상의 컴

퓨터의 근을 용이하게 한다. 한 시스템 이 으로 호

스트의 IP 주소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DNS 서버에 이

의 IP 주소를 갱신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도메인주소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DNS 서버는 도메인주소를 IP주소로 변환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버로서 인터넷에서 최소한의 기본 서

버이다. 그러므로 이의 신뢰성  무결성 향상을 한 연

구는 요하다.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한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지만 오류발생을 사 에 완 히 배제하기

란 실제론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반 으로 오류가 발생

할 때 이에 응하는 결함내성(fault tolerance)의 방법으

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2]

본 논문에서는 1차 DNS 서버가 수행 에 시스템 오

류가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면 2차 DNS 서

버가 서비스를 유지하여 이용자가 시스템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는 

DNS 시스템의 결함내성에 해 연구하 다. 구축한 

1-2차 DNS 서버 간에는 주기  갱신에 의해 동일 상태

가 유지되고, 1차 DNS 서버가 오류로 인해 정지하더라

도 2차 DNS 서버가 신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

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결함내성을 갖는 DNS 구축을 해 

도메인(infonet.ac.kr)을 신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을 

장하는 1차 네임서버(121.174.8.52)와 2차 네임서버

(121.174.8.53)를 실제 를 통해 리 스 기반의 1-2차 

DNS 서버의 환경설정  구축 차를 상세히 기술하

다. 

Ⅱ. DNS 시스템 개요

DNS는 인터넷에서 컴퓨터의 도메인주소와 IP주소 

간의 주소변환을 담당하여 사용자의 근을 용이하게 

한다. 본 장에서는 DNS 시스템의 개요와 도메인 등록

차에 해 연구하 다.

2.1 DNS 시스템

1) DNS의 이해

DNS는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거  규모의 분산 네이  시스템이다.[3] 도메인이

름(domain name)은 인터넷상에서 웹사이트나 원격서

버에 속하고자 할 때 IP 주소 신에 사용되는 문자화

된 인터넷 주소이다. TCP/IP 기반의 인터넷은 호스트 

지정을 해 숫자로 된 IP 주소를 필요로 하지만 문자로 

된 도메인이름이 사람들이 기억하기 더 쉬운 표기 수단

이 된다. 

도메인(Domain)은 infonet.ac.kr과 같이 호스트 컴퓨터

들이 묶여져 있는 그룹을 의미하는 이름 공간(name 

space) 혹은 역(name zone)을 의미하고, 도메인이름

(Domain Name)은 호스트명(hostname)과 도메인(domain)

으로 구성된 도메인주소를 말한다. 그리고 네임서버

(Name Server 혹은 DNS Server)란 그림 1과 같이 해당 도

메인 내에서 호스트의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의 변환을 

책임지는 DNS 서버를 말한다.

그림 1. 도메인주소의 IP주소 변환
Fig 1. Conversion of Domain Name to IP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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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S의 동작

DNS는 계층구조의 도메인 트리로 이루어져 있다. 

특정 컴퓨터로부터 이름해결 요구가 발생하면 우선 자

사의 DNS 서버에 질의를 하고, 자사 내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자동 으로 상 의 DNS 서버에 질의하는 구조

가 확립되어 있다. DNS에 의한 이름해결은 그림 2와 같

이 www.xxx.co.kr 웹서버를 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

의 DNS 서버가 모르면 상  Root DNS 서버로 질의하

여 하  DNS에 한 정보를 구하고, 이를 통해 반복

으로 하  DNS 정보를 제공받아 최종 으로 xxx.co.kr 

DNS 서버로부터 www.xxx.co.kr 웹서버의 IP 주소를 얻

게 된다. 

 

그림 2. 도메인주소의 IP주소 변환 차
Fig 2. Conversion from Domain Name to IP Address  

2.2 도메인 등록

도메인 등록은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신청하고 

해당 도메인을 장하는 네임서버의 IP주소를 상  네

임서버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도메인 등록기 인 

www.inames.co.kr에 속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

의 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해당 도메인을 장하는 1차 

네임서버와 2차 네임서버를 등록한다.

① 도메인 리 

신규 도메인의 등록 차는 참고문헌 [4]에 자세히 기

술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infonet.ac.kr) 등록

의 가정 하에 해당 도메인의 네임서버 입력을 해선 

www.inames.co.kr 사이트에 속하여 [도메인 리] 메

뉴를 선택한 후 [네임서버변경] 버튼을 른다.

② 네임서버 변경

1차 네임서버의 이름(ns.infonet.ac.kr)과 IP (121.174. 

8.52) 그리고 2차 네임서버의 이름(ns2.infonet.ac.kr)과 

IP(121.174.8.53)를 입력한 후 [네임서버정보변경] 버턴

을 른다. 

Ⅲ. 결함내성의 DNS 서버 구축

결함내성을 갖는 DNS 시스템 구축을 해선 시스템

을 1차 DNS와 2차 DNS로 이 화(duplication) 한다. 1차 

DNS는 해당 도메인의 주소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

인 DNS이고, 2차 DNS는 메인 DNS의 이상을 비하여 

동작하는 보조 DNS이다. 본 장에서는 결함내성을 갖는 

DNS 서버 구축을 한 1-2차 DNS 로그램의 설치, 

DNS의 환경설정, DNS 서버의 구동  동작시험에 해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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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차 DNS 서버 구축 

BIND(Berkeley Internet Name Domain)는 DNS 서버 

구축을 한 패키지이고, 이는 소스 일, rpm 패키지, 

yum 명령의 3가지 설치방법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로그램의 설치가 가장 용이한 YUM 명령을 이용하

여 설치하 고, 1차 DNS 서버의 IP주소는 121.174.8.52 

이다.

3.1.1 DNS 로그램 설치

YUM(Yellowdog Updater Modified)은 redhat 기반의 

랫폼에서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설치와 업데이트를 

가능  해주는 로그램으로 로그램 의존성을 자동

으로 확인하여 DNS 로그램을 안 하게 설치, 삭제, 업

데이트해 다. 

① BIND 설치 여부 확인  제거

기 설치된 bind 로그램이 존재하면 yum을 통해 쉽

게 제거할 수 있다. 아래 명령을 실행 후 확인에 y만 입력

하면 자동으로 제거된다.

# rpm -qa | grep bind

# yum remove bind*

② BIND 설치

아래의 명령을 실행 후 확인에 y만 입력하면 자동으

로 설치한다. 

# yum install bind*

 

3.1.2 DNS 환경 설정

BIND 로그램을 설치한 후 DNS 환경 설정을 해

선 주변환경과 환경설정 일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1) 주변 환경 설정

① /etc/host.conf

order 옵션은 주소해석을 한 정보 참조순서를 나타

낸다. 기본 설정은 먼  /etc/hosts 일을 참조한 후 DNS 

서버에 질의하도록 한다.

② /etc/hosts

IP주소와 호스트이름의 매핑이 수록된 일이다. 

DNS 서버로의 질의에 앞서 참조하도록 하면 빠른 주소

해석에 도움이 된다.

③ /etc/resolv.conf

해당 도메인( :infonet.ac.kr)을 장하는 지역 네임

서버의 IP( :121.174.8.52)가 수록된 일이다. 네트워

크 환경 [데스크탑→ 리→네트워크] 설정에서 DNS를 

지정하면 이 일에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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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환경 설정

(1) /etc/named.conf

BIND 시동 시 참조되는 핵심 설정 일로 운 할 도

메인에 한 환경정보를 담고 있다.

① directory "/var/named";

DNS 환경설정 일들이 치하는 경로를 지정한다. 

이 디 토리에 named.ca, named.local, named.zone, 

infonet.zone, infonet.rev 일들이 존재한다. 보안상 

chroot를 용하면 /var/name/ chroot/var/named 디 토리

에 환경설정 일들이 치하게 된다.

② zone "infonet.ac.kr" IN {

type master;

file "infonet.zone";

allow-transfer { 121.174.8.53; };

   };

infonet.ac.kr 도메인 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의 IP가 

infonet.zone 일에 정의되고, 1차 네임서버는 type을 

master로 하고 2차 네임서버는 type을 slave로 한다. 

allow-transfer{ }는 zone-transfer를 허용할 IP를 지정해 

다. 보통 2차 네임서버를 지정하여 해당 zone 일을 

지정한 2차 네임서버가 복사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

는 옵션이다.

③ zone "180.110.210.in-addr.arpa" IN {

type master;

file "infonet.rev";

allow-transfer { 121.174.8.53; };

   };

망주소가 210.110.180인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컴퓨

터들의 IP주소를 도메인주소로 변환하기 한 정보가 

infonet.rev 일에 수록된다. 네트워크 주소부분은 거

꾸로( :121.174.8 → 8.174.121) 어 주어야 한다. 

allow-transfer는 과 같다. 

(2) /var/named/infonet.zone

infonet.ac.kr 도메인 내에 있는 컴퓨터들의 도메인주

소에 한 IP주소를 장하는 일이다.

 

① TTL (Time To Live) 

zone 설정 일의 맨 첫 에 치하는 값으로 다른 서

버에서 자신의 정보를 가져갔을 때 그쪽 서버의 캐시에 

그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 지(캐시 활성화 시

간)를 지정한다. 만약 명시 하지 않으면 Minimum 값을 

참조한다.

②  @  IN  SOA  ns.infonet.ac.kr.  root.infonet.ac.kr.

- @ : /etc/named.conf 일의 zone 역에 설정된 도메

인 infonet.ac.kr을 가리킨다.

- ns.infonet.ac.kr. : 네임서버를 의미한다. 

- root.infonet.ac.kr. : 도메인에 문제 발생시 이를 알려  

리자의 메일주소(root@infonet.ac.kr)로 사용된다.

③ (  ) 호로 둘러싸인 부분

Serial, Refresh, Retry, Expire, Minimum은 2차 네임서

버의 제어를 한 정보로 이는 2차 네임서버의 환경 설

정에서 자세히 설명하 다. 

   

④  IN    NS    ns.infonet.ac.kr.

NS(Name Server)는 해당 도메인을 장하는 네임서

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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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IN    MX  10    mail.infonet.ac.kr.

MX(Mail eXchange)는 해당 도메인의 메일서버를 가

리킨다. 번호가 낮을수록 우선순 가 높으며, 메일서버

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우선순 가 높은 메일서버에 먼

 달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순  메일서버에게 

달된다.

⑥ 호스트명   IN    A     IP주소

A(Address)는 해당 호스트의 IP 주소를 지정한다.

⑦ www    IN    CNAME    w3

CNAME은 도메인에 한  다른 이름이 가능할 때 

사용한다. w3.infonet.ac.kr 신 www. infonet.ac.kr을 사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var/named/infonet.rev

infonet.ac.kr 도메인 내에 있는 컴퓨터들의 IP주소에 

한 도메인주소를 장하는 일이다.

① PTR

PTR(PoinTeR)는 IP 주소에 응하는 도메인이름을 

매핑시켜 다. 

② 도메인명 끝에 ‘.’ 추가

infonet.zone과 infonet.rev 일 설정 시 도메인명을 표

시할 때 반드시 끝부분에 ‘.’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 를 

들어, “mail.infonet.ac.kr.”에서 끝의 ‘.’을 추가해 주지 않

으면 DNS는 “mail. infonet.ac.kr.infonet.ac.kr” 로 인식하

게 된다.

(4) /var/named/named.ca, localhost.zone, named.local

name.ca 일은 루트 네임서버의 정보가 들어 있는 데

이터베이스 일이다. 만약 이 일이 없으면 “# dig . ns 

> /var/named/named.ca”를 입력하면 생성된다. localhost. 

zone과 named.local 일은 루 백 시험용 일로서 기본 

일을 수정 없이 그 로 사용하면 된다.

(5) 보안을 한 기본 디 토리 변경  퍼미션 설정

named.conf 일을 보면 infonet.zone과 infonet.rev 

일은 /var/named에 치해야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실

제 일은 /var/named/chroot/var/named에 두고 /var/named

에는 링크 일만을 둔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이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고 퍼미션을 설정해 다. 

실제 일 심볼릭링크 일

/var/named/chroot/var/named/infonet.zone /var/named/infonet.zone

/var/named/chroot/var/named/infonet.rev /var/named/infonet.rev

/var/named/chroot/etc/named.conf /etc/named.conf  

# ln -s  [실제 일경로]   [링크의 치]

3.1.3  1차 DNS 서버 구동  시험

DNS 환경설정이 끝나면 1차 DNS 서버를 구동하여 

DNS 서버의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1) DNS 서버 구동

1차 DNS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해 resolv.conf 

일에 자신의 IP를 지역 네임서버의 IP로 지정한다.

DNS 서버의 구동은 아래의 명령을 이용하여 구동한

다. 방화벽의 활성화로 서버 구동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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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nforce 0"를 입력하여 방화벽을 해제 한 후 다시 서

버를 구동한다.  

① 서버구동:    # /etc/rc.d/init.d/named start

② 서버정지:    # /etc/rc.d/init.d/named stop

③ 서버재구동:  # /etc/rc.d/init.d/named restart

2) DNS 동작 시험

nslookup 명령은 구축한 DNS 서버의 zone 일을 참

조하여 도메인주소에 응하는 IP주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 도메인주소에 해서도 IP주소 변환을 함

으로 1차 DNS 서버 구축이 정상 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2차 DNS 서버 구축 

일반 으로 시스템의 결함내성을 해선 시스템의 

요 요소를 복시켜 하나의 요소에 오류가 발생하

더라도 복된 다른 요소가 이를 체하여 서비스를 

계속 유지시키는 이 화 방식으로 구 한다.[5] 이

화(duplication) 방식은 어느 한 쪽만이 동작하다가 장

애 발생시 다른 한 쪽이 동작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결함내성을 갖는 DNS 시스템을 해선 시스템을 메

인(primary,1차) DNS와 보조(secondary, 2차) DNS로 이

화하고, 1차 DNS는 해당 도메인의 주소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DNS 서버이고, 2차 DNS는 메인 DNS의 

이상을 비하여 동작하는 보조 DNS 서버이다.  이를 

해 2차 DNS 서버는 해당 도메인의 주소변환을 한 각

종 정보를 1차 DNS 서버로부터 주기 으로 받아 1차 

DNS 서버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시킨다. 그리고 1차 

DNS 서버가 수행 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면 2차 DNS 서버가 서비스를 유지하여 

이용자는 시스템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2.1 DNS 로그램 설치

2차 DNS 서버의 로그램 설치는 3.1.1 의 1차 DNS 

서버의 로그램 설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YUM 명령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의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1차 DNS 서버의 IP주소는 121.174.8.52 이고, 2차 

DNS 서버의 IP주소는 121.174.8.53 로 하 다.

3.2.2 DNS 환경 설정

2차 DNS 서버의 환경 설정은 1차 DNS 서버의 zone 

일들을 복사하여 장하면 되므로 2차 DNS 구축을 해 

추가된 환경 설정 부분만을 으로 다루었다.

1) 환경 일 설정

(1) /etc/named.conf

1차 DNS 서버의 named.conf 일에서는 type이 master

는데 2차 DNS 서버의 named.conf 일에서는 type을 

slave로설정해주고, “masters { IP }”를 1차 DNS 서버의 

IP로 설정해 으로써 2차 DNS 서버가 1차 DNS 서버로

부터 해당 도메인의 주소변환을 한 정보를 주기 으

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한다. 

즉, infonet.zone과 infonet.rev 일을 주기 으로 복

사해 옴으로써 1-2차 DNS 간에 동일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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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r/named/infonet.zone

scp 명령을 이용하여 1차 DNS의 zone 일을 2차 

DNS로 복사하여 기 환경을 구축한다.

# scp 121.174.8.52:/var/named/chroot/var/named/infonet.zone

# vi /var/named/infonet.zone

(3) /var/named/infonet.rev

scp 명령을 이용하여 1차 DNS의 rev 일을 2차 DNS

로 복사하여 기 환경을 구축한다.

# scp 121.174.8.52:/var/named/chroot/var/named/infonet.rev

# vi /var/named/infonet.rev

표 1. 1-2차 DNS 연동을 한 환경변수의 기능
Table 1. Function of Environment Variables for DNS Cooperation

2) 환경변수의 기능

zone과 rev 환경설정 일의 Serial, Refresh, Retry, 

Expire, Minimum은 1-2차 네임서버 가 주기  갱신을 통

해 동일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한 환경변수들이고, 이

에 한 설명은 표 1에 나타내었다.[3] 환경변수의 기본

단 는 ‘ ’ 이다

 

3.2.3  2차 DNS 서버 구동  시험

2차 DNS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해 resolv. 

conf 일에 자신의 IP를 지역 네임서버의 IP로 지정한 

후, 2차 DNS 서버를 구동하여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한

다.

nslookup 명령을 통해 2차 DNS 서버 구축이 정상 으

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DNS 연동  결함내성 시험

이 화의 경우에는 어떻게 양측의 데이타를 동일하

게 유지시킬 것인지,  장애시 얼마나 빨리 계열을 변경

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요하다.  본 

장에서는 구축한 1-2차 DNS 서버 간 연동으로 주기  갱

신에 의해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는지, 1차 DNS 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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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인해 정지하더라도 2차 DNS 서버가 신하여 서

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 다.   

4.1 DNS 연동 시험  

2차 DNS 서버는 해당 도메인의 주소변환을 한 각

종 정보를 1차 DNS 서버로부터 주기 으로 받아 1차 

DNS 서버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2차 네임서버는 

환경변수 Refresh의 업데이트 주기를 따라 주기 으로 1

차 네임서버의 zone 일과 rev 일을 근하여 Serial 

번호가 증가되었으면 주소정보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1

차 네임서버의 zone 일과 rev 일을 2차 네임서버로 

복사해 온다.

1) 1차 DNS의 Serial 번호 증가

1, 2차 DNS 서버를 재 시작시킨 후, 1차 DNS의 

infonet.zone  일과 infonet.rev 일의 Serial 번호를 증

가시킨다.  

# /etc/rc.d/init.d/named restart

# vi /var/named/infonet.zone

2) 2차 DNS의 갱신 확인

2차 DNS는 Refresh 주기가 경과되면 1차 DNS의 

Serial 번호 증가를 확인하고 1차 DNS의 zone 일과 rev 

일을 2차 DNS로 복사해와 갱신함으로 1, 2차 DNS 

서버 간의 연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i /var/named/infonet.zone

4.2 DNS 결함내성 시험

1차 DNS 서버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 제

공이 어렵게 되면 2차 DNS 서버가 서비스를 유지하여 

이용자는 시스템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 다.

1) 도메인 외부에서 근 시 주소변환 

도메인 외부의 임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nslookup 명령으로 도메인 내 각종 서버의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DNS 환경설정 시에 지정한 서버의 IP주소로 

변환이 정상 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

동작 시험을 해 경성 학교(ks.ac.kr 도메인)의 DNS서

버(210.110.160. 50)를 기본 DNS로 설정하 고, 외부 

DNS 서버( 210.110.160.50)를 통하여 실제로 inames 사

이트에 등록한 1, 2차 DNS 서버로부터 DNS 정보를 가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도메인 외부에서 근 시 결함내성

1차 DNS 서버(121.174.8.52)를 강제로 정지시킨 후, 

도메인 외부의 임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nslookup 

명령으로 도메인 내 각종 서버의 도메인이름을 입력하

면, 외부 DNS 서버( 210. 110.160.50)를 통하여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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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mes 사이트에 등록한 2차 DNS 서버(121.174.8.53)로

부터 DNS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주소와 IP주소의 변환 서비스

를 제공하는 DNS 서버의 구축과 이의 신뢰성  무결성 

향상을 한 연구를 하 다. 1차 DNS 서버가 시스템 오

류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면 2차 DNS 서버가 서비

스를 유지하여 이용자는 시스템 이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DNS 

시스템의 결함내성에 해 연구하 다. 

결함내성을 갖는 DNS 시스템 구축을 해 평상시에

는 1차 메인 DNS가 해당 도메인의 주소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 보조 DNS는 메인 DNS의 이상 시에 동작

하도록 DNS 서버를 이 화(duplication)하 다. 이를 

해 1-2차 DNS의 등록, YUM을 이용한 DNS 로그램의 

설치, DNS 동작 시 참조되는 named.conf 일과 해당 도

메인 내 컴퓨터들의 도메인주소와 IP주소를 가지는 

zone 일과 rev 일 등 1-2차 DNS의 환경설정과 주변

환경 설정에 해 연구하 다. 

구축한 1-2차 DNS의 연동시험을 통해 2차 DNS는 

Refresh 주기가 경과되면 1차 DNS의 Serial 번호 증가를 

확인하고 1차 DNS의 zone 일과 rev 일을 2차 DNS로 

복사해와 갱신함으로 1, 2차 DNS 서버 간의 연동이 원활

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함내성 

시험을 통해 1차 DNS 서버가 오류로 인해 정지하더라도 

2차 DNS 서버가 신하여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결함내성을 갖는 DNS 시스템 구축

이 이루어졌음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를 통해 도메인 등록 차와 

결함내성을 갖는 DNS 구축을 한 1-2 DNS 서버 구축 

차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DNS를 처음 하는 사용

자나 리자에게 서버 구축과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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