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웹호스팅 또는 서버 와  도메인 주소가 필요함. 

웹호스팅서버(땅)에   홈페이지(집)를 만들고   도메인(주소)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임. 그런데.. 사실은... 웹호스팅에 홈페이지만 만들어도 접속할 수 

있어요~ㅎㅎ 

 

웹호스팅서버를 셋팅하면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고유의 IP

그리고 호스트네임 :Hostname은 바로 

가 생김 

>> 125.209.222.141 

www.naver.com 필요하지요. 

 

이 IP를 인터넷 주소창에 치면 웹사이트에 접속이 됨. 그런데 이런 숫자는 

외우기도 힘들고 웹사이트와의 연관성도 없어서,  도메인이라는게 필요함.  

네이버 주소가 뭐냐고 말하면 사람들은 naver.com이라고 말하지 

125.209.222.141 을 말하지 않아요^^    ip address 를 모두 외울수 있을까요? 

 

naver.com은 호스트네임(Host name) 이며,  125.209.222.141 은 호스팅에 

부여된 번호, 흔히 아이피 주소라고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각자 따로 구입 

하였으니 이것을 연결해주려면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네임서버

 

 

입니다. 

도메인을 파는곳도 여러곳이고, 웹호스팅을 파는 곳(홈페이지제작사포함)도 

여러곳이에요. 도메인을 구입한 업체와 호스팅구입업체가 다른 경우 (이런경우 

꽤많습니다),   대부분 호스팅 구입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네임서버가 

표시되어있습니다. 

 

이걸 도메인 구입 사이트에 접속해서 네임서버변경 메뉴를 찾아 입력해주면 

되요.  

 

보통 네임서버가 변경되고 연결이 안정화 되려면 지역별로   1시간에서 

12시간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루 걸린다 생각하면 속편합니다  

 

[잠깐만 쉬어가세요] 블로그 // 카페 =내 아이피 와 My id (or my account) 지수 어뷰징 ?? 어뷰

즈(Abuse)는 게임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서 게 임의 기획 의도와는 

다른 플레이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용, 남용, 폐해 등의 뜻 을 가진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 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인기검색어를 올리기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어뷰징 [abusing]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주석, note: ? references ?? 중요한건 “” , http://www ~ , (APA, MLA,Chicago~  --> 

 

http://www.naver.com/�


호스팅 (서버): 호텔(방)  //   도메인: 호텔(방 번호)  

(네임서버(Name server):  벨보이?... 엘리베이터?.... 로비직원)—or  DNS 

 

  
        24 h / 7 days/  365    vs         When?  

 

            인터넷// World Wide Web 

 
 USA 대한민국 

고대디:  www.godaddy.com  가비아:  

……??? (                                   ) 

https://www.gabia.com/ 

……???(                              ) 

My Domain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com ?   .net ?   .org  ?    .info ?  2017771004.com ?  //    co.kr  ?? 

 

 

              나는 지금 어디? 

 

Server 
 

Apache// IIS // nginx  

PHP //python//java… 

MySQL// oracle… 

 
 

   Client(User) 
Web Browser 

 

     http://www 

Server OS Operating System 

Computer  Personal computer 

http://www.godaddy.com/�
https://www.gab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