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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ucloud CDN Global 서비스 소개
1.1.1 목적/용도
ㅁ ucloud CDN Global 이란?
고객은 ucloud CDN Global이 자신의 웹서버에 보관된 원본 컨텐츠를 캐싱(저장)해서 최종사용자에게 전달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특정 지역을 구분해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 없이
전세계 110개 국가, 2,700여 지역, 1,400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20만대 이상의 분산된 서버 중
최종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의 최종 사용자가 고객의 웹서버에 보관된 컨텐츠에 접근하는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사용자로부터의 컨텐츠 요청이 동시에 폭주하더라도 웹 서버의 부하 걱정 없이 효율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1.2 구조/원리
ㅁ 시스템 구성도 (개념도 및 Flow)

1.1.3 유의사항/제약사항
ㅁ 서비스 개수 제한
하나의 계정에 최대 5개의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6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께서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ㅁ 서비스 Activation/Deactivation
서비스 생성 후 Activation이라고 일컬어지는 활성화를 진행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그만두고 싶은 경우에는, Deactivation(비활성화)을 진행하시면 더 이상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 Deactivation 이후 삭제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ㅁ 통계
트래픽 통계는 약 2~3일, 기타 Hit수, Unique Visitors 통계는 약 4~5일이 지나야 데이터가 확정됩니다.
그 이전에 확인하는 데이터는 실제 통계보다 조금 더 적은 수치를 보일 수 있습니다.

ㅁ ucloud storage를 Origin server로 하는 경우
'호스트 헤더의 전달' 옵션을 Origin Hostname 으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6.2 ucloud CDN Global FAQ

ㅁ 글로벌 서비스 가능한 서버들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약 20만대의 서버가 전세계 각지에 위치해 있어, 사용자 DNS기반으로 응답속도가 가까운 인접 국가의 서버에서
맵핑 딜리버리 가능합니다.

ㅁ 국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한가요?
국내 포함 국내/외 모두 커버 가능합니다. 단, 중국 사용자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인접 국가에서 서비스
됩니다.

ㅁ 웹 브라우저에 서비스 도메인(ex. http://test.ucloudcdnglobal.com)을 입력하면 아무것도 나오
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ucloud CDN global은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서비스 도메인을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도메인 하위 컨텐츠 (ex. http://test.ucloudcdnglobal.com/sample.jpg)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ㅁ ucloud CDN Global 서비스를 사용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서비스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CNAME 처리가 되어 있고, 원본서버가 ucloud CDN global 서버에 정상적으로 응
답하고 있다면
ucloud CDN Global 서비스를 이용 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ㅁ 컨텐츠를 새로 올렸는데, 예전 컨텐츠가 계속 다운로드 됩니다.
동일이름으로 변경된 컨텐츠를 업로드 하신 경우, 기존 캐싱된 컨텐츠를 삭제 하기 위하여 purge 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ㅁ 원본서버에서 컨텐츠를 지웠는데 다운로드가 됩니다
한 번 캐싱된 컨텐츠는 최대 캐싱기간 동안 캐싱 되게 됩니다. (현재 기본 정책은 7일)
따라서, 원본서버에서 삭제되더라도 캐싱된 컨텐츠가 남아있다면 해당 컨텐츠가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ucloud CDN Global에서도 삭제를 원하신다면 purge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ㅁ 컨텐츠를 새로 올렸는데, 예전 컨텐츠가 계속 다운로드 됩니다.
동일이름으로 변경된 컨텐츠를 업로드 하신 경우, 기존 캐싱된 컨텐츠를 삭제하기 위하여 purge 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ㅁ 서비스 신청 후 Activation 완료 메일을 수신하였는데, 최종 서비스 싣기 전 테스트 방법이 있나
요?
Host 파일 변조 방법을 통한 테스트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기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dig(또는 nslookup) 서비스도메인 을 통한 서비스 서버 IP 확인
ex) nslookup 82426893.ucloudcdnglobal.com

b) hosts 파일 내 입력 C:\Windows\System32\drivers\etc\hosts 파일을 열고(Windows 7 기준) 아래 내용 추
가 후 저장
ex) 119.207.66.178 82426893.ucloudcdnglobal.com

↑ 상기값은 예시 서버 주소이며, 직접 리졸빙 한 결과 IP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 컨텐츠 다운로드 테스트
브라우저(Chrome, Firefox, IE 등) cache를 모두 지우고, 브라우저 창을 모두 닫은 후 새로 띄워 아래의 URL로
테스트
(hosts 파일 변조 한 IP로 정상 200 OK 확인) ex) http://82426893.ucloudcdnglobal.com/test.jpg

↑ Chrome>검사 또는 FireFox>요소검사 툴을 이용하여 상기 내용 확인 가능
(주의1) 브라우저를 닫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hosts 파일 변경 전 얻어진 DNS주소가 이용되어 CDN Global 서
버에 접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2) 브라우저 cache를 지웠더라도, 실행중인 같은 종류의 브라우저를 모두 닫지 않으면 브라우저 cache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시험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3) 테스트 이후 local host file에 저장하셨던 위의 한 줄을 삭제하고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캐싱 정책을 추가 설정 않을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TTL은 얼마인가요?
7일로 설정 됩니다.

ㅁ 사용 가능한 대역폭은 어느 정도 인가요?
전 세계 20만대 이상의 서버 팜을 공유하는 구조로, 사용 가능한 대역폭은 이론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ㅁ 대역폭 확장이 가능한가요?
최종 사용자의 요청 용량에 따라 동적으로 서버가 할당되므로, 별도의 사전 대역폭 확장 과정이 불필요 합니다.

ㅁ 한 번에 몇 개의 URL까지 purge 제공 가능한가요? 또한 전체 purge 도 가능한가요?
한 번에 10,000개의 url까지 purge 가능합니다. 요청 URL 사이즈는 최대 25K까지 가능하며, 25K 초과 시 332 에
러 발생합니다.

ㅁ 컨텐츠를 요청 시, 다운로드 속도가 느립니다.
최종 사용자가 요청하는 컨텐츠는 ucloud CDN Global에 저장(캐싱) 후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캐싱 되기 전의 컨텐츠는 예상하신 속도보다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나, 캐싱된 이후에는 빠른 컨텐츠 전달이 가
능합니다.

ㅁ 고객 환경에 맞는 설정 값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한가요?
신규 신청 또는 수정 시 ‘기본 규칙 최적화’ 또는 ‘개별 캐싱 정책 추가’를 클릭하여 고객환경에 최적화된 설정 값
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ㅁ HTTPS도 지원이 되나요?
현재는 HTTP(80) 포트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HTTPS(443) 포트는 추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ㅁ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 가능한가요?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은 불가하며,
동영상 컨텐츠를 원본서버에 올려 일반 http 다운로드 형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HLS 포맷으로 컨텐츠를 가공하여 원본서버에 올려놓으면, HLS 스트리밍 형식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Apple iOS 디바이스의 player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MP4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를 자동으로 HLS, HDS로 변환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Adaptive Media
Delivery 서비스는 추후 출시 예정입니다.

ㅁ 특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벤트 모니터링 및 상시 대기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ㅁ 서비스 가능 컨텐츠 사이즈에 제약 사항이 있는지요?
1.8GB 미만의 컨텐츠는 모두 서비스 가능합니다.

ㅁ Purge 완료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Fast Purge 기능을 지원하여, 글로벌 분산 플랫폼 전체에 Purge 수행이 완료되는데 5~10초 가량 소요가 됩니다.
완료 시 ucloud biz 계정으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ㅁ 서비스 삭제기능이 없습니다.
CDN Global 서비스는 삭제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Deactivation을 통해 비활성화 시에 정지로 표시가 되며, 해당 상태일 경우에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ㅁ 서비스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계정 당 CDN Global 서비스의 개수를 5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용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ㅁ ucloud storage의 파일박스를 원본 컨텐츠 서버로 하였는데, 컨텐츠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ucloud storage의 파일박스를 원본으로 하는 경우, ucloud storage > 상세정보에서 파일박스 설정을 공개로 변
경하셔야 합니다.

6.3 ucloud CDN Global 이용방법
6.3.1 ucloud CDN Global 서비스 관리
kt cloud biz 의 모든 서비스는 포탈 내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신청, 변경, Activation,
Deactivation, 조회 등)
ucloud CDN Global 서비스는 [CDN Global] 메뉴를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ㅇ CDN 서비스 리스트: ucloud CDN Global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변경 및 서비스 Activation/Deactivation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 통계: ucloud CDN Global 서비스의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일별/시간대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체크할 경우, 하단의 상세정보 탭에서 해당 서비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바로 아래의 [서비스 신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ㅁ 서비스 신청

ㅇ 서비스 설정(필수 설정)
서비스 설정에서 입력받는 값은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값으로, 해당 값을 정의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고객 환경에 맞게 각종 정책을 커스터마이징(기본 규칙 최적화) 또는 추가(캐싱 정책 추가/IP차단)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설정을 완료한 후, <신청 내역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 생성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유형: ucloud CDN Global은 웹 기반의 컨텐츠(이미지, 동영상,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Download
Delivery 서비스만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CDN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서비스명을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영문, 숫자, 점(.), 콤마(,), 하이픈
(-)만 입력 가능)
- 서비스 도메인: CDN 서비스가 적용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직접 보유한 도메인이 없을 경우, ucloud biz가
제공하는
example.ucloudcdnglobal.com 과 같은 형태의 CDN도메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컨텐츠 서버: 원본 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ucloud storage의 파일박스를 원본 서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본규칙 최적화
기본규칙 최적화에 대해 스크린샷 2개로 나누어(오리진 서버 설정 ~ 공통 캐싱 정책), (계층화된 캐싱 ~ Last
Mile 압축지원) 설명 드립니다.

- 호스트 헤더의 전달
ucloud CDN Global이 원본 서버로 요청 전달 시, 전달되는 호스트 헤더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본 서버는 호스트헤더를 참고해서 어떤 컨텐츠를 전달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며,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전달한 호스트 헤더(Incoming Host Header)를 사용합니다.
원본 서버가 오리진 호스트네임(Ex. origin-www.example.com)을 호스트로 가진 request만 허용 하는 정책을
가질 경우,
Origin Hostname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값은 <Incoming Host Header> 이며 상품 신청 또는 수정 단계에서 <기본 규칙 최적화> 버튼을
클릭 후
<Origin Hostname>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컨텐츠 서버가 ucloud storage일 경우, 기본값은 Origin Hostname이며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본 서버의 Gzip 압축 활용
때

압축은 성능 최적화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ucloud CDN Global이 원본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전달받을
Gzip 압축을 통해 원본 서버의 트래픽을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원본 서버에서 Gzip 압축을 지원해야만 하고 ucloud CDN Global은
“Accept-Encoding : gzip” 헤더를
원본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기본 설정 값은 <미사용> 이며, 상품 신청 또는 수정 단계에서 <기본 규칙 최적화> 버튼을 클릭 후 <사용>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클라이언트 IP 헤더 지원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 서버는 최종 사용자의 IP 주소가 아닌 CDN 내 캐시서버의 IP 주소를
Source IP로 인식합니다.
고객이(보안 정책 등의 이유로) 최종 사용자의 IP 식별이 필요한 경우,

ucloud CDN Global은 HTTP 헤더에 실제 사용자의 IP 주소를 입력하여 원본서버로 전달함으로써
원본 서버가 실제 사용자의 IP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설정 값은 <미사용> 이며, 상품 신청 또는 수정 단계에서 <기본 규칙 최적화> 버튼을 클릭 후 <사용>
으로 변경 시,
“True-Client-IP”헤더 (또는 사용자 지정 헤더명)에 실제 사용자의 IP 주소를 포함하여 원본 서버로 HTTP
Request를 전달합니다.
- 원본 서버와의 통신 포트 설정
CDN과 원본 서버의 통신 포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브라우저 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HTTP/HTTPS(80/443)의 포트로 접속하여야 하지만
ucloud CDN Global은 원본 서버의 접속 보안 정책에 따라 아래에 정의한 포트번호로 원본 서버에 접속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포트 번호: 72, 80-89, 443, 488, 591, 777, 1080, 1088, 1111, 1443, 2080, 7001, 7070, 7612,
7777,
8000-9001, 9090, 9901-9908, 11080-11110, 12900-12949, 20411, 45002,
>=65536

- 공통 캐싱 정책 설정
ucloud CDN Global이 원본 컨텐츠를 얼마나 오래 캐시(보관)할지를 컨트롤하기 위해,
최대 캐싱 기간을 초, 시간, 일 단위로 설정하거나(기본 설정 7일) 고객 원본 서버의 Cache-Control Expires
정책을 따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유로 고객 원본 서버에서 컨텐츠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캐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전달할지(원본 서버의 장애에도 서비스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항상 원본 서버에서 확인하여 전달할지 두 가지 정책을 제공합니다.

- 계층화된 캐싱
최종 사용자가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대륙 별 계층화된 캐싱 맵을 사용하여 원본 서버의 접속 부하
를 줄이고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값은 <글로벌 맵> 이며, <기본 규칙 최적화> 버튼을 클릭 하여 <아시아 맵> 또는 <국내 맵>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맵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리전(북미, 유럽, 아시아)에 Parent Server가 할당되며 아시아 맵을 사
용 시 아시아에만 Parent Server가 할당이 됩니다.

- 쿼리 파라미터 캐시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는 원본 서버에서 실행 중인 스크립트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정의 콘텐츠를 반환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ucloud CDN Global에서 원본 서버로 요청 시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원본 서버에서 URL의 쿼리 문자열에 따라 여러 버전의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경우 <쿼리 파라미터를 포함하
여 캐시> (기본 설정값)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 문자열은 CDN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캐싱하도록 합니다.
만약 쿼리 문자열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sample.jpg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두 개의 오브젝트를 캐싱합니다.
http://example.ucloudcdnglobal.net/images/sample.jpg?parameter1=a
http://example.ucloudcdnglobal.net/images/sample.jpg?parameter1=b
원본 서버에서 쿼리 문자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버전의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경우 <쿼리 파라미터를 무시하
고 캐시>를 선택하여
중복되는 캐싱을 줄이고 원본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용량 파일 최적화
대용량 파일의 캐싱 효율을 높이기 위해 100MB ~ 1.8GB 크기의 대용량 파일을 2MB 단위로 잘라서 캐싱 하
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설정 값은 <사용> 이며, 필요 시 <기본 규칙 최적화> 버튼을 클릭 후 <미사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 대상 파일 확장자 : exe, bz2, dmz, gz, iso, mov, pkg, tar, tgz, wmv, wma, zip, webp, jxr, hhdp,wdp
- Last Mile 압축 지원
라스트 마일(CDN과 최종 사용자 구간)의 전송 성능 향상을 위해서 ucloud CDN Global은 최종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전달할 때,
압축 가능한 (하단에 정의된) 컨텐츠들을 자동으로 gzip 압축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헤더에 Accept-Encoding: gzip을 추가(최신 웹 브라
우저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를 수행함)
하도록 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사용>이며, 필요 시 <기본 규칙 최적화> 버튼을
클릭 후 <미사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컨텐츠 유형: text/html*, text/css*, application/x-javascript*, application/javascript*

ㅇ 개별 캐싱 정책 추가

공통 캐싱 정책에 우선하는 개별 캐싱 정책을 특정 조건(파일 확장자, 경로 또는 이 둘의 조합)별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특정 확장자 또는 디렉토리에 따라, 캐싱 정책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경로로 설정할 경우, /경로/.../경로/* 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Ex. /image/test/*)
예를 들면 갱신이 필요 없는 컨텐츠는 max-age를 1년으로 설정하여 오리진 트래픽을 줄이고 CDN 성능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캐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화된 컨텐츠는 max-age를 0으로 설정하여, 캐싱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
니다.
신청 또는 수정화면의 하단 우측의 <개별 캐싱 정책 추가> 버튼을 누르면 개별 캐싱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공통 캐싱정책과 마찬가지로, ucloud CDN Global이 원본 컨텐츠를 얼마나 오래 캐시(보관)할지를 컨트롤하기
위해
최대 캐싱 기간을 초, 시간, 일 단위로 설정하거나(기본 설정 7일) 고객 원본 서버의 Cache-Control Expires 정책
을 따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유로 고객 원본 서버에서 컨텐츠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캐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전달할지(원본 서버의 장애에도 서비스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항상 원본 서버에서 확인하여 전달할지 두 가지 정책을 제공합니다.
ㅇ IP 차단

클라이언트 IP를 조건으로, 특정 IP 대역이거나 혹은 특정 IP 대역을 제외한 IP를 허용/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IP는 CIDR 형태나 개별 IP 모두 입력이 가능합니다.

ㅁ Activation/Deactivation
ucloud CDN Global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정지/해지의 개념 대신 Activation/Deactivation 이라는 개념을 사용
합니다.
Activation은 서비스 활성화, Deactivation은 서비스 비활성화이며,
서비스 생성 시, 혹은 Activation 상태의 서비스 변경 시에는 자동으로 Activation 이 진행됩니다.
Activation 상태의 서비스의 중지를 원하시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Action -> Deactivation> 버튼
을 클릭하여
Deactivation 상태로 전환합니다. Deactivation 상태의 서비스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eactivation 상태의 서비스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Action -> Activation>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Activation 상
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Activation/Deactivation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1시간이며, 완료가 되면 완료메일이 발송됩니다.

ㅁ Purge
ucloud CDN Global에 저장(캐싱)된 컨텐츠를 비움으로써 원본 서버에서 변경된 새로운 컨텐츠를 갱신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리스트 우측 상단의 <Action -> Purge> 버튼을 통해,
생성된 서비스 내 전체 컨텐츠를 대상으로 혹은 대상 URL별로 Purge를 할 수 있습니다.
Purge 작업은 약 5~10초가 소요됩니다.
URL Purge 시, CDN Standard와는 다르게 <http://> 를 포함한 전체 URL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6.4 ucloud CDN Global 기능
6.4.1 고객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및 확인
ucloud CDN이 제공하는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컨텐츠를 전달할 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example.ucloudcdnglobal.com을 글로벌 CDN 도메인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원본 서버 또는 ucloud storage의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sample.jpg의 서비스 URL
은 http://example.ucloudcdnglobal.com/sample.jpg 가 됩니다.
고객이 고유의 서비스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DNS 서비스에서 서비스도메인
(예)www.example.com)으로의 query를
CDN 도메인 네임(Ex. example.ucloudcdnglobal.com) 으로 우회하기 위한 CNAME record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때 sample.jpg의 서비스 URL은 http://www.example.com/sample.jpg 가 됩니다.
위 서비스 URL과 원본 서버의 컨텐츠 URL(http://www-origin.example.com/sample.jpg)을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여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불러오는지 비교하여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6.4.2 서비스 점검 방법
ㅁ 서비스 도메인 등록 여부 확인
ucloud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CDN 도메인’이 아닌 별도의 ‘서비스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단계에
서비스 도메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등록하지 않은 서비스 도메인은 DNS에 CNAME 등록을 하더라도 ucloud CDN Global에서 응답
할 수 없습니다.

위 그림처럼 서비스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ucloud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CDN 도메인’을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ㅁ CNAME 설정 여부 확인
별도의 서비스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NS내 ‘글로벌 CDN 도메인’으로의 CNAME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CNAME: 도메인 위임 설정)

서비스 도메인 (ucloudtest.ktics.co.kr)을 CDN 도메인(57689595.ucloudcdnglobal.com) 으로 CNAME 설정 시,
서비스 도메인의 요청은 CDN 도메인으로 전달 됩니다.
CNAME은 고객사의 DNS서버 혹은 호스팅 업체(가비야 등) 에서 설정합니다.
CNAME 설정 여부는 리눅스 서버에서 “dig 서비스 도메인” 또는 윈도우 CMD화면에서 “nslookup 서비스도메
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서비스 도메인 / 원본서버 도메인 동일 여부
고객의 원본 컨텐츠 서버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 원본 서버의 도메인과 서비스 도메인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원본 서버의 도메인은 CDN이 갱신된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한 도메인이며, 서비스 도메인은 최종 사용자가 접근
하는 도메인 입니다.

“서비스 도메인”과 “원본 서버 주소”가 동일하게 설정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ㅁ 원본 서버 / 원본 서버 컨텐츠 정상 여부
ucloud CDN Global은 원본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다운받아 저장(캐싱)하여 최종사용자에게 전달 하는 방식이므
로,
원본 서버가 요청에 정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ucloud storage의 경우 파일박스를 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합
니다.)
ucloud CDN Global 서비스 역시 정상적으로 콘텐츠를 전달 할 수 없습니다.

ㅇ [step 1] 원본 서버의 80 포트로 접속 가능한지 확인
- 리눅스 서버에서 ‘telnet 원본 서버 도메인 80’ (telnet origin-www.example.com 80)

- 원본 서버의 80 포트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서버의 설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ㅇ [step 2] 원본 서버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테스트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원본서버도메인/contentsURL 입력 후 정상 출력 여부 확인 (예) http://originwww.example.com/sample.jpg)
정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CD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ㅇ [step 3] CDN 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테스트
1) 글로벌 CDN 도메인에서 컨텐츠를 정상적으로 응답하는지 확인
-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글로벌 CDN 도메인/contentsURL 입력 후 정상 출력 여부 확인
Ex) http://example.ucloudcdnglobal.com/sample.jpg
2) 서비스 도메인에서 컨텐츠를 정상적으로 응답하는지 확인
-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서비스도메인/contentsURL입력 후 정상 출력 여부 확인
Ex) http://www.example.com/sample.jpg
ㅇ step 1, 2 정상이나 step 3 실패 시 step 4 로 이동
ㅇ [step 4] 원본 서버가 incoming host header 에 정상 응답하는지 확인
- 리눅스 서버에서 아래 명령어 수행 시 결과 확인 wget –S –O /dev/null –header=”Host:서비스도메인(또는
글로벌CDN도메인)”
http://원본서버도메인/testURL

ㅇ 결과가 40x Bad Request 인 경우 아래 해결 방법 참조
해결 1) incoming host header에 원본서버가 응답하도록 원본 서버 설정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virtual host 가이드
- Nginx 기반 virtual host 설정 방법

http://wiki.nginx.org/ServerBlockExample

- Apache 기반 virtual host 설정 방법
- IIS 기반 virtual host설정 방법

http://httpd.apache.org/docs/current/vhosts/examples.html

http://support.microsoft.com/kb/308163/ko

해결 2) ucloud 포탈에서 오리진 서버 설정 변경
원본 서버의 설정을 바꿀 수 없다면 CDN에서 오리진 호스트네임을 호스트헤더 값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tion -> 서비스 수정 -> 기본규칙 최적화 설정>에서 오리진 서버 설정의 호스트헤더의 전달 방식을 <Origin
Hostname>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