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loud CDN 사용 매뉴얼

ACTION의 실천이 기업문화 혁싞을 완성합니다. 



1. ucloud CDN 상품 소개

- ucloud CDN(Contents Delivery Network)는 대규모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
하는 CDN기술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 ucloud CDN는 웹 서비스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가 매우 간단하게 필요한 컨텐츠 전송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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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상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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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oud CDN 플랫폼은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고가용성 전송기술이 적용되어 CDN의 탄력성 및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싞속한 서비스를 보장 합니다.

상품 특징

1. ucloud CDN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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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CS CDN 서비스와 ucloud CDN 서비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비교

1. ucloud CDN 상품 소개

ICS CDN ucloud CDN

커스터마이징 O X

주요가치 안정성 싞속성

이용규모 중대형 중소형

제공통계 세부정보 기본정보

최소약정 O X

싞청 및 고객지원 오프라인 온라인



Ucloud CDN은 서비스 형태에 따라 download, streaming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사업 유형과 컨텐츠 특성에 따라 적합한 CDN 상품을 조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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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류

1. ucloud CDN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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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굮 분류

1. ucloud CDN 상품 소개



Ucloud CDN 요금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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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cloud CDN 요금구조

ucloud CDN 요금구조

기본료

이용료

전송료

요청료

서비스 이용시 부과되는 월정액 요금으로 무료 전송량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사용시 고객이 전송한 데이터의 전송량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전송량
구간(5구간 기본료구간 포함)에 해당하는 요금 부과.

고객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엔드유저가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전송단위 1TB= 1,000GB= 1,000,000MB= 1,000,000,000 Byte



Ucloud CDN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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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cloud CDN 요금구조

ucloud CDN 요금

전송량 구간 구간요금

0 ~ 200 GB (기본료 구간) 20,000원

0.2 TB 초과 ~ 10 TB 이하 150 원/GB

10 TB 초과 ~ 100 TB 이하 120 원/GB

100 TB 초과 ~ 500 TB 이하 100 원/GB

500 TB 초과 80 원/GB

기본료 + 전송료

요청수(건/월) 요금(원/건)

10,000 10

요청료

요금계산 예시

○ 전송량 150 TB, 요청수 1,000,000 고객 요금계산 예시

전송량 구간 구간요금 계산식 요금

0 ~ 200 GB (기본료 구간) 20,000원 20,000 20,000

0.2 TB 초과 ~ 10 TB 이하 150 원/GB
150 X 9.8TB X 

1,000GB
1,470,000

10 TB 초과 ~ 100 TB 이하 120 원/GB
120 X 90TB 
X1,000GB 

10,800,000

100 TB 초과 ~ 500 TB 이하 100 원/GB
100 X50TB 
X1000GB

5,000,000

기본료 + 전송료 합계 17,290,000

요청수(건/월) 요금 계산식 요금

10,000 10 1,000,000/10,000 X1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