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dows PC에서 DNSSEC 기능 사용 

 

DNSSEC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DNS Infrastructure 의 3가지 파트에서 모두 DNSSEC

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용자 디바이스(PC, 스마트폰 등) <----> DNS 서버(DNS Resolver) <-------> 도메인 네임 서

버(Authoritative DNS Server) 

 

DNSSEC 기능을 사용하려면, PC와 같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DNS query를 할 때, 

DNSSEC 기능을 Enable한 상태로 query 해야 합니다. 그리고 DNS 서버(DNS Resolver)도 DNSSEC 

Validation 기능을 지원하는 DNS 서버여야 합니다.  

 

PC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특정 도메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주

소를 IP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 PC내에 설치되어 있는 Stub Reslover에게 주소 변환 요청을 합니

다. Stub Resolver는 PC내에 저장된 Hosts 정보(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테이블 정보)를 

먼저 검색하여, 없으면, Network Interface에 설정된 “DNS 서버(DNS Resolver)” 주소로 DNS query

를 보냅니다. DNSSEC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때, DNSSEC enabled Flag를 ON시켜 query해야 합니

다.. 

 

Windows XP에서 DNSSEC 기능 사용 

유감스럽게도 Windows XP는 DNSSEC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indows XP 환경에서

는, DNSSEC 기능을 직접 지원하는 Application을 사용해야 합니다(참고로, XP상에서 동작하는 IE9 

버전용 DNSSEC add-in 모듈 테스트 버전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MS사는 Windows VISTA/Windows Server 2008 부터 DNSSEC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Windows OS가 지원하는 DNSSEC 기능 개요 

Windows에 기본 제공되는 Stub Resolver에서는 DNS query를 DNS 서버(DNS Resolver)로 보낼 시 

DNSSEC 정보를 요청하는 flag를 enable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DNS 서버(DNS 

Resolver)로부터 Validation된 결과를 받습니다. 즉 Windows에 있는 Stub Resolver는 스스로 

DNSSEC Validation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MS사에서는 DNSSEC-aware라고 부릅니다.  

 

Windows에서는 NRPT(Name Resolution Policy Table, “이름 확인 정책 테이블”)이라 불리는 테이블

을 사용하여 DNSSEC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정 도메인(namespace)에 대하여 DNSSEC 기능을 사

용할 것인가 에 대한 그룹 정책을 결정하는 테이블입니다. 따라서 NRPT에 설정하려면 그룹 정책 

편집기(Group Policy Editor)를 사용해야 합니다. 

 

Windows에서 제공하는 DNSSEC-aware Stub Resolver 사용시 주의할 점은, Stub Resolver에서  



DNS Validation을 하지 않기 때문에, DNS 서버가 Stub Resolver로 보내는 DNS 응답을, 해커가 가

로채어 변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것을 Man-In-the-Middle Attack 이라 부름). 이것을 방지하

기 위한 추가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 PC 와 DNS 서버(DNS Resolver)사이의 통신 

channel을 IPsec 암호 통신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물론 DNS 서버 역시 IPsec 

통신을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DNS 서버를 IPsec 호환 DNSSEC-aware Server

라고 부릅니다). 

 

Windows에서 제공하는 DNSSEC-aware Stub Resolver의 문제점은, DNSSEC 기능을 enable시켜 

query했을 시, 목적하는 도메인 사이트가 DNSSEC을 지원하지 않으면,  Validation 실패와 동일하

게 인식하므로, NRPT설정시 DNSSEC 기능을 지원하는 도메인 주소만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DNSSEC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도메인 주소를 설정하면, Validation 실패로 되어 IP 주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지정된 DNS 서버(DNS Resolver)가 DNSSEC Validation 기능을 지원하지 않

으면, return 값은 Validation 실패와 동일한 값을 내 보내므로, 역시 IP 주소를 받지 못하게 됩니

다.  따라서 Windows에서 제공하는 DNSSEC-aware Stub Resolver 사용시는, 지정된 DNS 서버

(DNS Resolver) 및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모두 DNSSEC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참고로,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DNSSEC 기능을 지원하는 지를 알려주는 Site 가 있으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http://dnssec-name-and-shame.com 

2) http://dnssec-debugger.verisignlabs.com  RRSIG record 와 DNSKEY record 가 존재해야 

하며, DS record가 상위 도메인에 있어야 DNSSEC를 지원하는 Site 입니다.  

 

Windows 7에서 DNSSEC 기능 사용 

Command Prompt에서 gpedit.msc 를 실행시키면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 프로그램이 실행됩니

다.  

"로컬 컴퓨터 정책" > "컴퓨터 구성" > "Windows 설정" > "이름 확인 정책" 으로 선택합니다. 

 

1) 규칙 항목에서 접미사(suffix) 를 선택하고,  Validation하고자 하는 해당 도메인 명을 입력합니

다. 

예를 들면, kn.co.kr 도메인을 사용하는 site 가 www.kn.co.kr 과 ftp.kn.co.kr  2개가 있다고 

하면, 모두 validation을 원할 경우, kn.co.kr를 입력합니다(만약 co.kr 를 입력하면 co.kr에 

속하는 모든 도메인에 대하여 validation 하라는 의미입니다).  

www.kn.co.kr 한 Site만 원하면, 접미사 대신 FQDN(Full Qualified Domain Name)을 선택하

고 www.kn.co.kr 를 입력합니다 

2) DNSSEC 탭에 속한 3개의 check 박스에 대하여, 

① 이 규칙에 DNSSEC 사용(Enable DNSSEC in the rule) : check 

② 유효성 검사(Validation) : check 

③ IPsec : PC 와 DNS 서버간의 통신 channel을 암호화 하기를 원하면 check 

 

http://dnssec-name-and-shame.com/
http://dnssec-debugger.verisignlabs.com/
http://www.kn.co.kr/
http://www.kn.co.kr/


위의 2가지 항목을 입력 한 후,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NRPT 테이블에 기록이 되며, 바로 아래

에 있는 NRPT 테이블에 보여 지게 됩니다. 

 

Windows 8 및 Windows 10 에서 DNSSEC 기능 사용 

Windows 8 및 Windows 10 Home 버전에는 gpedit.msc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download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gpedit.msc를 download 받을 수 있는 곳 : https://www.itechtics.com/?ddownload=18248 

 

gpedit.msc의 설치 : 

1) 32-bit Windows : setup.exe를 실행 하기만 하면 됩니다.. 

2) 64-bit Windows : setup.exe를 실행한 후, C:\Windows\SysWOW64 폴더에 있는 2개 폴더

(GroupPolicy, GroupPolicyUsers) 와 1개 file(gpedit.msc)을 C:\Windows\System32 폴더에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MMC could not create the snap-in” 에러가 나오면, 아래 주소에서 zip file을 download 받

은 후, C:\Windows\Temp\gpedit 폴더에서 unzip 한 후,  x86.bat 나 x64.bat 를 실행하면 된다

고 합니다. 

X86x64.zip : https://www.itechtics.com/?ddownload=182489 

 

 

Windows PC 에서 DNSSEC Validation 기능을 수행하는 S/W 

Windows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Stub Resolver는 DNSSEC Validation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

에, Windows PC에서 직접 DNSSEC Validation을 하려면, 별도의 S/W를 설치해야 합니다. 즉 DNS 

resolution & Validation 기능(DNS 서버가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 S/W를 PC 내에 직접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W의 단점은, 목적하는 도메인이 DNSSEC를 지원하는 경우, DNS query 요청시 

Validation 기능을 수행 하므로, 약간의 delay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물론 동일 도메인에 대한 

두 번째 query부터는 delay 없이 곧 바로 응답합니다.) 

네덜란드의 NLnet Labs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DNSSEC-Trigger 란 S/W 입니다. 설

치하면, PC의 Network Interface 정보에 설정된 DNS 서버 주소가 127.0.0.1로 변경됩니다(아직 테

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기능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주소로 가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lnetlabs.nl/projects/dnssec-trigger 

 

DNSSEC-trigger를 설치하여 사용하면, 해커가 인터넷 공유기의 DNS 서버 정보를 조작하여 가짜 

Site로 유도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itechtics.com/?ddownload=18248
https://www.itechtics.com/?ddownload=182489


DNSSEC Validation 기능을 지원하는 DNS 서버(DNS Resolver) 

국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Public DNS 서버(KT, SKB, LG U+와 같은 ISP 업체에서 제공)

에서는 DNS Validation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ISP(KT, SKB, LG U+)들이 운영하는 

DNS 서버는 DNSSEC Data는 전달해 주지만, 아직 Validation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SK 텔레콤에

서 3G/4G 데이타 통신망용으로 제공하는 DNS 서버는 중 211.234.229.23 주소를 가진 서버가  

한 때 DNSSEC Validation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 DNSSEC Validation 기능을 disable 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DNS 서버가 DNSSEC Validation을 지원하는 지 알려면, 이를 check하는 스

마트폰용 앱(dnssec-check)이  Play-스토아에 올라와 있으니, down 받아 check해 보면 알 수 있습

니다.. 

   

DNSSEC Validation 기능을 지원하는 Public DNS 서버 중 대표적인 것은 Google이 제공하는 DNS 

서버(8.8.8.8) 입니다.. 

 

Key Point 

지금까지는 Windows PC에서 DNSSEC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DNS query시 DNSSEC 기능을 

Enable시키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PC를 비롯한 사용자 Device에서 DNS query시 DNSSEC 기능

을 Enable시키지 않아도, 지정된 DNS 서버(DNS Resolver)가 DNSSEC Validation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 목적하는 도메인이 DNSSEC 기능을 지원하면, 스스로 Validation하여 

Fail되면, IP 주소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oogle에서 제공하는 Public DNS 서버(8.8.8.8)와 

같이 DNSSEC Validation 기능을 가진 DNS 서버를, 자신의 DNS 서버(DNS Resolver)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DNSSEC Validation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사용자 Device가 DNS query시 DNSSEC 기능을 요청하지 않아도, DNSSEC Validation기능을 지

원하는 DNS 서버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요청 도메인이 DNSSEC을 지원하면, Validation을 

하여 결과를 Return한다고 합니다. 즉 Validation이 Fail나면, IP 주소를 Return하지 않는다고 합니

다. 따라서 현 DNS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인, DNS Cache Poisoning Attack 이나 해당 도메인 서버

가 해커의 공격에 의해 IP 주소가 변조되는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 준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DNS 서버(DNS Resolver) 와 각 도메인이 DNSSEC을 지원하기만 하면, 사용자 

Device에서 DNS query시 DNSSEC 기능 Enable 여부와 관계없이, DNS 서버에서  DNSSEC 

validation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Device에서의 DNSSEC enable기능은 상대적으로 강조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Internet 상에서 DNSSEC 시스템이 동작되려면, DNS 서버(DNS Resolver)가 DNSSEC 

Validation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각 도메인 서버가 DNSSEC 기능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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