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기 전에 

Q.Global Internet Service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Global Internet Service 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한국 리전에 접속 시 해외 현지 네트워크 거점까지는 

일반 인터넷으로 접속되나 이후에는 네이버 글로벌 전용 인터넷 망을 통해 한국 리전까지 연결되므로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고객의 서비스를 해외 접속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Global Internet Service를 이용 가능한 리전은 어디인가요? 

 네트워크 서비스 특성상 Global Internet Service 는 한국 리전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Q.일반 인터넷 회선 이용과 비교해서 Global Internet Service 이용 시 요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Global Internet Service 이용 시 네이버 글로벌 전용 인터넷 망 이용에 따른 인터넷 아웃바운드 요금만 차이가 있습니다. 

Q.Global Internet Service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 > Networking > Global Internet Service 에서 이용 문의하기를 클릭하여 신청를 접수합니다(서비스 특성상, 상품 신청 전 

별도의 안내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Global Internet Service 신청 후 접수가 완료되면 설정 완료 메일이 발송됩니다. 

Q.Global Internet Service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Global Internet Service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버, 로드밸런서, 공인 IP 주소 생성 시 "인터넷 회선"을 "글로벌" 타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회선"을 "일반" 타입으로 지정한 서버, 로드밸런서, 공인 IP 주소는 네이버 글로벌 전용 인터넷 망이 아닌 일반 인터넷 

망을 이용해 통신됩니다. 

 Global Internet Service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버, 로드밸런서, 공인 IP 생성 시 “인터넷회선＂항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Global Internet Service 신청하기(1/2) 

 

① Global Internet Service 신청을 위해 이용 문의하기를 클릭합니다. 



Global Internet Service 신청하기(2/2) 

 

① Global Internet Service 설정 및 완료 메일 발송을 위해 기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② 문의유형에서 NETWORKING > Global Internet Service를 선택합니다. 

③ 빠른 안내를 위해 내용란에 접속할 해외 지역, 필요 서버 대수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④ 기입이 완료되었으면 문의하기를 클릭합니다. 

 접수 후 설정이 완료되면, 기입한 메일을 통해 안내드립니다(회원의 경우 로그인 계정으로 발송됩니다). 

 
 
 
 
 
 



Global Internet Service 이용하기(서버) 

서버 생성 시 해당 서버의 Global Internet Service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서버 생성 시 인터넷 회선에서 글로벌을 선택합니다. 

② 다른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Global Internet Service 이용하기(로드밸런서) 

로드밸런서 생성 시 해당 로드밸런서의 Global Internet Service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로드밸런서 생성 시 인터넷 회선에서 글로벌을 선택합니다. 

② 다른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Global Internet Service 이용하기(공인 IP) 

공인 IP 신청 시 해당 공인 IP의 Global Internet Service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인 IP 신청 시 인터넷 회선에서 글로벌을 선택합니다. 

② 다른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③ GIS(Global Internet Service)로 생성된 서버/로드밸런서/공인 IP 주소는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붙습니다. 

 

연관 정보 바로가기 

아래 가이드에서 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lobal Region 사용 가이드 

 서버 생성 가이드 

 로드밸런서 생성 가이드 

 

http://docs.ncloud.com/ko/global/global-1-1.html
http://docs.ncloud.com/ko/compute/compute-1-1-v2.html
http://docs.ncloud.com/ko/networking/networking-3-1-v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