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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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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 설정이란? 

네임서버란? 

내 쇼핑몰에 접속하기 위해 일일이 숫자로 된 IP(175.125.93.130)주소를 기억하지 않고, 도메인

(www.cafe24.com)만으로도 접속을 가능하기 위해  도메인을 IP주소로 전환시켜 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본 개념 

타 쇼핑몰 업체로 연결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를  카페24 쇼핑몰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핑몰 이전 시 고객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도메인 연결 

대표 도메인  

설정 

네임서버 변경 

카페24  쇼핑몰 관리자 

카페24 쇼핑몰 관리자 

해당 도메인 구입처 또는 관리업체에서  변경 

도메인 접속 

확인 

카페24 쇼핑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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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도메인 연결 및 확인 

쇼핑몰 이전 후 사용중인 도메인 주소를  카페24 쇼핑몰과 연결을 해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도메인 설정을 직접 해야 합니다. 

메뉴위치:   

관리자 > 상점관리 > 기본정보관리> 도메인 설정 

방법:   

step1. ‘도메인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step2. 팝업창내에  ‘1) 쇼핑몰 선택  2) 도메인 입력선택 ‘을 합니다. 

step3. 팝업창내 ‘연결 도메인 입력’에  연결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step4. 제일 하단 ‘연결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step5. 연결 된 도메인을 목록에서 확인 합니다. 

2. 도메인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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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대표 도메인 설정 

도메인을 연결 후 대표(메인)도메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대표 도메인은  쇼핑몰을 접속 시 메인으로 사용하는 도메인 입니다. 

메뉴위치:   

관리자 > 상점관리 > 기본정보관리> 도메인 설정 

방법:   

step1. ‘대표 도메인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표 도메인 설정’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step2. 팝업창 내에  연결 도메인 목록 중 대표로 사용할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step3. 제일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 합니다.  

step4. 하단 도메인 목록에 ‘대표’ 아이콘이 보이는 도메인이 대표 도메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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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네임서버 변경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업체)에서 네임서버를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을 모를 경우 해당 기관(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방법:   

step1. 각 기관(업체)의 도메인 관리 메뉴에 접속 합니다. 

step2. ‘네임서버 변경’ 메뉴를 찾아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3. 네임서버 변경 화면이 열리면 아래 카페24 네임서버를 참조하여 정보를 입력 합니다. 

카페24 네임서버 정보 

네임서버 호스트명 IP 

1차 ns1.cafe24.com 175.125.93.134 

2차 ns1.cafe24.co.kr 112.175.246.232 

3차 ns2.cafe24.com 175.125.93.144 

4차 ns2.cafe24.co.kr 112.175.247.232 

네임서버 변경이란? 

타 쇼핑몰 업체 IP로 연결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를 카페24에서 제공하는 IP로 변경하는 것을 네임서버 

변경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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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도메인 접속 확인 

도메인 설정이 완료되면, 해당 도메인으로 쇼핑몰에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 하여 확인 바랍니다. 

메뉴위치:   

관리자 > 상점관리 > 기본정보관리> 도메인 설정 

방법:   

step1. ‘정보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step2. 팝업창내 하단에 ‘Domain Name Servers in listed order:’ 부분에 아래 내용을 확인 합니다. 

           ns1.cafe24.com / ns1.cafe24.co.kr / ns2.cafe24.com / ns2.cafe24.co.kr 

step3. 내용이 모두 보이면 정상적으로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step4.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쇼핑몰 접속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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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도메인 변경 신청 

대표도메인 연결 시 모바일 연결 도메인은 m.대표도메인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네이버 검색 시 노출되는 모바일 도메인의 경우, 별도의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도메인 예시:   

타사 :  cafe24.com/m 또는 cafe24.com/m2 

카페24 : m.cafe24.com 

방법:   

네이버 측으로 도메인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신청 : https://submit.naver.com/edit.nhn) 

네이버 정책에 따라 변경 신청 후 업무일 기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전 일정에 맞춰 사전에 신청해야 도메인 연결 후 모바일 정상 접속 가능합니다. 

3. 모바일 도메인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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