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명세서
IBM Hybrid Data Management Platform (Monthly Subscription)
본 서비스 명세서는 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주문 서류에서는 고객의 주문에 대한 가격
책정과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합니다.

1.

클라우드 서비스
IBM Hybrid Data Management Platform 오퍼링을 통해 고객은 매월 등록 기준으로 FlexPoint 권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아래의 비율 및 조건에 따라 구독 기간 동안 지정된 사내(on-premises)
및 IBM Cloud Service 번들 오퍼링의 사용에 할당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

오퍼링
고객은 사용 가능한 다음 오퍼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1

번들 오퍼링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래 명시된 번들 오퍼링(번들 라이센스 오퍼링 및 번들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
모두 포함)으로 구성된 다중 제품 사용등록 오퍼링입니다. 고객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되는
거래서류의 권한 한도 내에서 본 서비스 명세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번들 오퍼링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고객은 다중 제품 패키지와 별도로 번들 오퍼링을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각 번들 오퍼링에는 해당되는 경우, 각 관련 라이센스 조항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고객의 번들 오퍼링 사용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명세서의 조항이 번들 오퍼링의 조항을 대체합니다.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등록 사용 권한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면 고객은 번들 오퍼링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번들 라이센스
오퍼링의 경우, 번들 오퍼링의 모든 사본을 파기하거나 고객이 해당 오퍼링을 구입한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번들 오퍼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고객이 번들 오퍼링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고객이 상기 제한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번들 오퍼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 IBM 판매 담당자 또는 적절한 라이센스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등록을 확보하기 위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취득한 당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사용등록 오퍼링에 포함된 번들 오퍼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들 라이센스 오퍼링:
●

IBM Db2 Advanced Enterprise Server Edition

●

IBM Db2 Warehouse

●

IBM Db2 Big SQL

●

IBM Db2 Event Store

번들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

1.1.2

●

IBM Db2 Hosted – Hybrid Flex Plan

●

IBM Db2 on Cloud – Hybrid Flex Plan

●

IBM Db2 on Cloud – Hybrid Flex for AWS Plan

●

IBM Db2 Warehouse on Cloud – Hybrid Flex Performance Plan

●

IBM Db2 Warehouse on Cloud – Hybrid Flex Plan

●

IBM Db2 Warehouse on Cloud – Hybrid Flex Performance for AWS Plan

●

IBM Db2 Warehouse on Cloud – Hybrid Flex for AWS Plan

번들 오퍼링의 FlexPoint 요구사항
아래 번들 오퍼링 권한 비율 표는 각 번들 오퍼링의 승인된 사용에 필요한 FlexPoint 권한 수량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고객은 선택한 배치 조합으로 각 월별 사용등록 기간 동안 번들 오퍼링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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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Point 권한을 할당할 수 있으며 사용등록 기간 동안 언제든지 번들 오퍼링 간에 FlexPoints 를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전체 번들 오퍼링 사용량에 대한 총 FlexPoints 할당량(FlexPoints 의
가장 근접한 정수로 반올림)이 아래 비율 표에 따라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취득된 고객의 총
FlexPoint 권한 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래의 비율 표에서 번들 오퍼링(예: 가상
프로세서 코어 또는 VPC)의 권한에 대한 관련 측정 단위는 본 서비스 명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관련 라이센스 정보 문서 또는 서비스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해당하는 경우).
1.1.3

권한 비율 표
a.

번들 라이센스 오퍼링별 FlexPoint 의 VPC(Virtual Processor Core) 요구사항
아래 각 번들 오퍼링을 월별로 VPC 당 허용된 최대 사용 범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등록에 대해 지정된 수의 FlexPoint 권한이 필요합니다.
오퍼링

b.

월별 VPC 당 FlexPoints

IBM Db2 Advanced Enterprise Server Edition

650

IBM Db2 Warehouse

250

IBM Db2 Big SQL

417

IBM Db2 Event Store

250

번들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별 FlexPoint 의 VPC(Virtual Processor Core), 메모리(RAM) 및
스토리지(GB) 요구사항
아래 각 번들 오퍼링을 월별로 인스턴스, VPC, GB RAM 및 GB 스토리지당 허용된 최대 사용
범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명세서에 대해 지정된 수의 FlexPoint 권한이
필요합니다.
오퍼링

IBM Db2 Hosted Hybrid Flex
Plan

c.

월별 기본
월별
월별 GB
월별 GB
GB 추가 GB 데이터
인스턴스당
VPC 당
RAM 당 스토리지당
백업당
전송당
FlexPoints FlexPoints FlexPoints FlexPoints FlexPoints FlexPoints
해당 없음

125

25

1.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IBM Db2 on Cloud Hybrid
Flex Plan

189

해당 없음

13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IBM Db2 on Cloud Hybrid
Flex for AWS Plan

해당 없음

650

해당 없음

1.0

해당 없음

1.0

IBM Db2 Warehouse on
Cloud Hybrid Flex
Performance Plan

5661

79

해당 없음

0.6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IBM Db2 Warehouse on
Cloud Hybrid Flex Plan

1541

67.5

해당 없음

0.3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IBM Db2 Warehouse on
Cloud Hybrid Flex
Performance for AWS Plan

9200

143.33

해당 없음

0.85

0.07

0.09

IBM Db2 Warehouse on
Cloud Hybrid Flex for AWS
Plan

2360

121.43

해당 없음

0.50

0.07

0.09

추가 조건:
●

Db2 Hosted Hybrid Flex Plan
독립적으로 각 가상 머신에 대해 추가 프로세서 코어, GB RAM 및 스토리지 자원을 취득하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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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2 on Cloud Hybrid Flex Plan
배치된 추가 프로세서 코어, GB RAM 및 스토리지 자원은 기본 인스턴스와 별개로
청구됩니다. 고객은 위의 표에 따라 취득한 4GB RAM 마다 1 개의 추가 프로세서 코어를
받습니다.

●

Db2 on Cloud Hybrid Flex for AWS Plan
독립적으로 각 가상 머신에 대해 추가 프로세서 코어, GB RAM 및 스토리지 자원을 취득하고
적용합니다. 고객은 위 표에 따라 취득한 1 개의 프로세서 코어마다 7.625GB RAM 을
받습니다.

●

Db2 Warehouse on Cloud Hybrid Flex Performance Plan
배치된 추가 프로세서 코어, GB RAM 및 스토리지 자원은 기본 인스턴스와 별개로
청구됩니다. 추가 프로세서 코어는 24 개 VPC 의 증분 방식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위 표에 따라 취득한 24 개 VPC 마다 432GB RAM 을 받습니다. 추가 스토리지는 2,400GB 의
증분 방식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Db2 Warehouse on Cloud Hybrid Flex Plan
배치된 추가 프로세서 코어, GB RAM 및 스토리지 자원은 기본 인스턴스와 별개로
청구됩니다. 추가 프로세서 코어는 16 개 VPC 의 증분 방식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위 표에 따라 취득한 16 개 VPC 마다 186GB RAM 을 받습니다. 추가 스토리지는 960GB 의
증분 방식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Db2 Warehouse on Cloud Hybrid Flex Performance for AWS Plan
배치된 추가 프로세서 코어, GB RAM, 스토리지, 백업 및 데이터 전송 자원은 기본
인스턴스와 별개로 청구됩니다. 추가 프로세서 코어는 24 개 VPC 의 증분 방식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위 표에 따라 취득한 24 개 VPC 마다 432GB RAM 을 받습니다. 추가
스토리지는 2,400GB 의 증분 방식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백업 및 데이터 전송은
10GB 의 증분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

Db2 Warehouse on Cloud Hybrid Flex for AWS Plan
배치된 추가 프로세서 코어, GB RAM, 스토리지, 백업 및 데이터 전송 자원은 기본
인스턴스와 별개로 청구됩니다. 추가 프로세서 코어는 14 개 VPC 의 증분 방식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위 표에 따라 취득한 14 개 VPC 마다 196GB RAM 을 받습니다. 추가
스토리지는 960GB 의 증분 방식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백업 및 데이터 전송은
10GB 의 증분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기가바이트는 2 의 30 승 데이터(1,073,741,824 바이트)로 정의됩니다.

2.

데이터 처리 및 보호 데이터 시트
각 번들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데이터 처리 부칙(Data Processing Addendum)(DPA) 및 해당
데이터 처리 및 보호 데이터 시트(들)(Data Processing and Protection Data Sheet(s))와 관련한 조항은
각 오퍼링의 해당 서비스 명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서비스 레벨(Service Levels) 및 기술 지원

3.1

SLA(Service Level Agreement)
각 번들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에 관한 서비스 레벨 계약은 각 오퍼링의 해당 서비스 명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2

기술 지원
지원 문의 상세 정보, 심각도 레벨, 가용성 지원 시간, 응답 시간 및 기타 지원 정보와 절차를 포함하여,
각 번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은 IBM 지원
안내서(https://www.ibm.com/support/home/pages/support-guide/ 참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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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금

4.1

청구 체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과금 체계는 거래서류에 명시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다음 청구 체계가 적용됩니다.
●

5.

FlexPoint 는 지정된 번들 IBM 오퍼링에 대한 고객의 승인된 사용에 필요한 공통 밸류 유닛입니다.

추가 조항
2019 년 1 월 1 일 이전에 작성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들(또는 동등한 기본 클라우드 계약들)에는
https://www.ibm.com/acs 에서 제공한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5.1

사용등록 FlexPoints 에 관한 추가 조항 및 조건
●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등록 오퍼링의 경우, FlexPoints 는 유연한 빌링 옵션을 제공하는 월별
사용등록 요금으로 판매됩니다.

●

이 Hybrid Data Management Platform 사용등록 오퍼링의 경우 최소 250 FlexPoints 를 구매해야
합니다.

●

미사용된 FlexPoints 는 매월이 경과한 후에는 소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존의 별도 "IBM Hybrid Data Management Platform" 영구 라이센스 번들 오퍼링은 "IBM Hybrid
Data Management Platform On Premise"(이하 "HDMP On Premise")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IBM Hybrid Data Management Platform 사용등록 번들 오퍼링과 HDMP On Premise 라이센스
번들 오퍼링은 별도의 오퍼링입니다. 이 IBM Hybrid Data Management Platform 오퍼링에 대해
구입된 FlexPoints 는 HDMP On Premise 오퍼링이나 HDMP On Premise 오퍼링에 포함된
오퍼링들 또는 기타 다른 IBM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과 교환할 수 없으며 이들에
사용되거나 적용될 수 없습니다. HDMP On Premise 라이센스 번들 오퍼링에 대해 구입된
FlexPoints 는 이 IBM Hybrid Data Management Platform 사용등록 오퍼링과 교환할 수 없으며 이
사용등록 오퍼링의 오퍼링들에 사용되거나 적용될 수 없습니다.

i126-8129-03 (11/2019)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