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 도메인에 연결하는 방법
본 안내는 가비아에서 구입한 도메인을 귀하의 웹다이렉트 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한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 - 웹다이렉트에 도메인 추가
웹사이트에 도메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도메인 주소를 웹다이렉트 계정에 추가해야
합니다. 도메인 설정은 웹다이렉트 설정 탭의 ‘도메인'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웹다이렉트 계정
접속과 관련한 도움말은 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도메인'에 들어가시면 메인 도메인 주소의 하단에 ‘다른 도메인' 섹션이 표시됩니다. 하단
입력창에 새로 추가하시려는 도메인(예: www.yourdomain.com , 꼭 ‘www’를 입력해야 합니다.)
을 입력하신 뒤 ‘추가'를 누르면 상단에 새 도메인이 추가됩니다. 우측 하단의 ‘저장'을 누르시면
작업 내용이 보존됩니다.

2단계 - 301 리다이렉트 설정
새로 도메인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3단계로 넘어가 주십시오.
기존에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으실 경우, 본 설명에 따라 301 리다이렉트를 설정한 후 3단계로
넘어가 주십시오.

3단계 - 가비아 계정에 로그인
www.gabia.com 로 이동하셔서 스크린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누르면 하기 로그인 창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 문자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이버나 페이스북 ID와 연동도 가능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실 경우
회원 가입을 마쳐주세요.

4단계 - CNAME 설정
로그인을 마친 후 스크린 우측 상단에는 ‘My 가비아' 메뉴가 표시됩니다.

‘My 가비아'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재 이용 중이신 서비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미 구입을
마치셨거나 보유 중인 도메인이 ‘도메인' 섹션에 표시됩니다.

왼쪽 박스에 체크한 뒤 ‘DNS 호스트'를 클릭하면 현재 보유 중인 도메인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왼쪽 메뉴의 ‘부가서비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네임서버 변경이나 안전장치 잠금
해제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작업을 마친 뒤 부가서비스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설정'에서 수정하려는 도메인 왼쪽 박스에 체크한 뒤 ‘DNS 레코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현재의 A레코드와 CNAME이 표시됩니다. ‘변경'을 눌러 수정을 시작합니다.

A 레코드를 184.72.58.6 으로 변경합니다.

CNAME 레코드를 suite-sites.booking.com. 으로 변경합니다. (주의: 마지막에 ‘.’을 빠뜨리면
저장되지 않습니다.)

‘적용'을 클릭하면 수정한 내용이 저장되고 새 DNS 정보가 적용됩니다. 이 단계를 마치면 가비아
홈페이지를 닫으셔도 됩니다.

5단계 - 메인 도메인 설정
마지막으로, 웹다이렉트 관리화면으로 돌아와 새 도메인을 메인 도메인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의 웹다이렉트 계정에 복수의 도메인을 등록했을 경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메인 도메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메인 도메인 외의 다른 도메인은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 시
자동으로 메인 도메인으로 연결됩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의 주소창에도 메인 도메인이
표시됩니다.
메인 도메이지 설정은 웹다이렉트 관리자 화면의 ‘도메인'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메인'에 표시된 도메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우측에 ‘메인 도메인으로 설정'과 ‘삭제' 버튼이
표시됩니다. 메인 도메인으로 설정을 원하시는 도메인을 선택하려면 ‘메인 도메인으로 설정'을
클릭한 뒤,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 앞서 3단계에서 DNS 정보 변경 작업을 마친 도메인만이 메인 도메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이 도메인은 아직 주 도메인으로 설정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DNS 기록을 업데이트하기까지 최대 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도메인 관리업체 홈페이지에서 DNS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거나, 4시간 가량이 경과한 뒤 다시 시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