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Cloud 추가 서비스 명세서
IBM Push Notifications for IBM Cloud
아래에서 달리 명시한 사항을 제외하고, IBM Cloud 서비스 명세서(Service Description)의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1.

클라우드 서비스

1.1

오퍼링
고객은 사용 가능한 다음 오퍼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1

IBM Push Notifications for IBM Cloud
푸쉬 알림은 원하는 장소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에게 관련 컨텐츠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푸쉬
서비스는 대화식 알림을 포함하여 디바이스에 푸쉬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객은
다음과 같이 알림을 브로드캐스트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등록된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

b.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 플랫폼의 서브세트

c.

디바이스 사용자 ID

d.

특정 태그 또는 토픽에 등록된 디바이스

푸쉬는 푸쉬 알림을 구성, 등록, 전송 및 모니터링하는 단순하고 통일된 REST API 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은 Mobile Cloud Services SDK 를 사용하여 푸쉬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처리 및 보호 데이터 시트
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데이터 시트 및 이 조항의 조건들은 본 서비스에 사용에 관한 고객 책임을
포함하여 세부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다음 데이터 시트(들)은 이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3DD3FE808D7D11E59F9AD7336D7D0F
FB

3.

서비스 레벨(Service Levels) 및 기술 지원

3.1

SLA(Service Level Agreement)
기본 IBM Cloud 서비스 명세서에서 설명된 서비스 레벨이 이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3.2

기술 지원
기본 IBM Cloud 서비스 명세서에서 설명된 지원 조항이 이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4.

요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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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주소 지정 가능 디바이스(Million Addressable Devices)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주소 지정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각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하나의 개별 주소 지정 가능 디바이스로 계수됩니다. 대금
청구 기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에 등록되었거나 관리를 받거나 처리된 주소 지정 가능 디바이스
수(근접한 백만 단위로 반올림)에 대해 고객에게 대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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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디지털 메시지(Million Digital Message)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관리하거나 처리하는 전자
통신문입니다. 대금 청구 기간 동안의 디지털 메시지 수(다음 백만 단위로 반올림)에 대해 고객에게
대금을 부과합니다.

●

만 주소 지정 가능 디바이스(Ten Thousand Addressable Devices)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주소 지정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각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하나의 개별 주소 지정 가능 디바이스로
계수됩니다. 대금 청구 기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에 등록되었거나 관리를 받거나 처리된 주소
지정 가능 디바이스 수(근접한 만 단위로 반올림)에 대해 고객에게 대금을 부과합니다.

●

주소 지정 가능 디바이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푸쉬 알림을 수신하는 디바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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