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Dedicated Host 소개

3.1.1 목적/용도

Dedicated Host는 고객에게 전용으로 할당되는 물리적 서버로 기존 ucloud server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3.1.2 구조/원리

기존의 VPC(Virtual Private Cloud) 서비스가 전용 Rack 단위로 Private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공급된 것과 달리
Dedicated Host는 Rack내의 Cluster 단위로 이용 가능한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ㅁ 구성도

업데이트일 : 2018-11-01

IV. 엔터프라이즈
3. Dedicated Host Server

목차

3.1 Dedicated Host 서비스 소개

3.2 Dedicated Host FAQ

3.3 Dedicated Host 상품신청

3.4 Dedicated Host 이용방법



3.1.3 유의사항/제약사항

ㅁ 2 Host( 1 Cluster) 단위로 신청 가능

한번에 2개 Host 단위로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2개 Host는 1개의 Cluster를 구성합니다. 
이 후 서비스 신청/해제 도 Cluster 단위로 가능합니다.

ㅁ Dedicated Account 와 Public Account의 분리

Dedicated Account 로 로그인 시 VM은 모두 Dedicated Host에만 생성되면 Public VM 은 Public Account 로 로
그인하여 생성 가능합니다. Dedicated Host의 VM과 Public VM 간 연동은 CIP를 통해 가능합니다.

ㅁ CPU / Memory 사용률 제한

운영 관리를 위해 Host 당 최대사용률의 90% 까지만 VM 생성이 가능합니다.

ㅁ VM Live Migration 기능 제약사항

같은 Cluster 내 에서만 VM Live Migration 이 가능합니다.

ㅁ 부가서비스 제약사항

현재 ucloud DB, WAF 등 부가서비스 기능은 Dedicated Host에서 이용이 제한되면 향 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3.2 Dedicated Host FAQ

3.2.1 Dedicated Host FAQ

ㅁ Q. VPC(Virtual Private Cloud)와 Dedicated Host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VPC의 경우 POD전체를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Dedicated Host는 Cluster
단위로 사용가능합니다. 

 ㅁ Q. Dedicated Host 는 꼭 Cluster 단위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1 Cluster에 2개 Host(C-node)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지도 1 Cluster 단위로 가능합
니다. 

 ㅁ Q. 요금은 월단위 / 일단위 / 시간단위 중 무엇인가요?
    A. 현재는 일단위 요금으로 과금됩니다. 

 ㅁ Q. 추가 스토리지는 어떤 상품 이용가능 한가요?
    A. NAS상품으로는 HDD,SSD / 추가 DATA DISK로 HDD,SSD 가 모두 선택가능합니다.(FC-
SAN 불가)



 ㅁ Q. VM의 root볼륨은 SSD인가요?
    A. 네, SSD 입니다. 

 ㅁ Q. ucloud LINK 사용이 가능 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3.3 Dedicated Host 상품신청

이번 장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사에서 수행할 단계별 처리방법을 설명합니다.

3.3.1 컨설팅 신청

고객은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Dedicated Host는 컨설팅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활성화됩니
다.

위 화면 오른쪽에 컨설팅 신청 버튼을 눌러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위 화면에서 각각의 항목을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기재된 연락번호로 컨설팅 담당자가 고객께 연락하
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3.3.2 고객 컨설팅



컨설팅 담당자의 오프라인으로 시스템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고객사에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실 경우 고객사 전용의 도메인생성 및 계정생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객 도메인 생성 (KT 운영센터) 및 고객 계정 생성 (고객사)

Dedicated Host 상품은 별도의 내부 도메인 규정이 있습니다. 컨설팅 담당자는 일정한 양식에 맞춘 도메인 네임
을 고객과 협의한 후, 그 이름으로 도메인 네임을 만들어 이를 고객사에 전달합니다.

그룹사 : dedi_host_kt_xxx
일반고객 : dedi_xxx 혹은 dedi_xxx_xxx

고객사는 전달받은 도메인 명을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수행합니다. ucloudbiz portal
(https://ucloudbiz.olleh.com) 에서 회원가입 시 도메인입력란에 전달받은 도메인 명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신청이 완료되면 등록하신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메일이 발송됩니다.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완료하러 가
기’를 클릭합니다.

전달 받은 도메인 명으로 최초 가입한 계정이 admin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도메인 명으로 추가 회원가
입을 할 경우 admin으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때에 생성된 계정은 일반 user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Dedicated Host의 계정 관리

고객은 동일 도메인 내 복수 개의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메인 내 최초 생성된 계정은 admin 권한을 가지
며, 추가로 생성되는 계정들은 admin 계정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후에는 user권한을 갖게 됩니
다.

admin 계정은 Dedicated Host 추가/삭제방화벽 정책 및 포트포워딩 설정, StaticNAT IP 할당 등의 네트워크 설
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생성된 user 계정은 설정된 네트워크에 V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탈 메인화면 – 계정 아이콘 – 내 정보 관리 바로가기

위 왼쪽 메뉴의 ‘Enterprise 2.0 계정 관리’ 에서 계정 승인을 진행합니다.

상품 신청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포탈 로그인 진행 후 아래 페이지에서 server 상품을 신청합니다.



상품 신청 후에는 기본 인프라 자원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 서버 및 자원 생성이 가능합니
다.

1.3 Dedicated Host 이용방법

1.3.1 Cluster 생성

1 Cluster 당 2 Host 가 할당됩니다. Cluster 생성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2개의 Host 씩 구성되어 신청됩니다. 할
당받은 Host 는 고객 전용 서버로 사용됩니다.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클라우드 콘솔 버튼” 클릭

ucloud server > “Dedicated Host” 클릭 > "Cluster생성" 버튼 클릭



 

아래와 같이 Cluster , Host 수 확인(1 Cluster에 2개 Host 가 할당됩니다.)
 2개 Host의 아래와 같이 CPU, Memory 사용률이 표시됩니다.



1.3.1 Dedicated Host 에 VM 생성

ucloud server > 클라우드 서버리스트 > "Lunch Server” 클릭 

(필수 입력사항 기준) 서버명 입력 및 중복확인 , 운영 체제 선택, 서버 사양 선택, VM이 생성 될 Dedicated Host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순으로 서버 신청 진행

(필수사항) ‘서버명’ 입력 및 중복 확인

(필수사항) ‘운영체제’ 선택 (상품 종류 – 표준, High-Memory, SSD 및 이미지 선택 가능)



VM 생성 후 원하는 위치에 VM 생성 된 것 확인 가능

 

 

1.3.2 Host 현재 자원 확인

VM 생성 완료 후 Dedicated Host 탭에서 자원 확인(아래 예제에서 4 core 4GB Memory 할당 된 것
확인 가능) 



1. VM Live Migration  

Dedicated Host 는 Cluster 내에서 자유롭게 VM 이동이 가능합니다.(Cluster 외부로는 이동 불가)
Action -> Migration 버튼 클릭

이동하고 싶은 Host 선택 후 Migration 수행
※ 이동하고자 하는 Host에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VM 상태 "변경 중" 이면 현재 Migration 진행 중 입니다. VM은 한번에 하나씩 이동시키는 것을 권
고합니다.

완료 후 VM 상태 창의 위치가 변동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원 현황에서도 자원이 이동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Dedicated Host 해지

Cluster 단위로 해지가 가능하며 Cluster 내부 2개의 Host내 모든 VM을 삭제하여야 해지가능합니
다.



해지는 아래와 같은 Delete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 VM을 모두 삭제하여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반듯이 Cluster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