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Cloud 추가 서비스 명세서
IBM Com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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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e
IBM Compose 는 데이터를 프로비저닝하고 스케일링하고 연결하며 백업하는 강력한 도구로 통합
계층의 프로덕션 레디(production-ready) 구성 일체를 제공하는 DBaaS(database as a service)의
매니지드 플랫폼입니다. IBM Compose 는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드는 비용, 위험성 및
불필요한 노력 없이 웹 및 모바일 앱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DBaaS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데이터 처리 및 보호 데이터 시트
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데이터 시트 및 이 section 의 조건들은 본 서비스에 사용에 관한 고객 책임을
포함하여 세부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다음 데이터 시트(들)은 이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Compose Enterprise Paygo: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0D1B8E90351311E7AF4D782C571014E
C
Compose for MongoDB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8244B200BEE011E5BA010CF56D8211B
6
Compose for Elasticsearch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61B5FB20350E11E7AF4D782C571014E
C
Compose for etcd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1CA0AB50351011E7AF4D782C571014E
C
Compose for JanusGraph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240439C03A7911E7AF4D782C571014E
C
Compose for MySQL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03021100351211E7AF4D782C571014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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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 for PostgreSQL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6986A180350C11E7AF4D782C571014E
C
Compose for RabbitMQ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85FBCCB0351011E7AF4D782C571014E
C
Compose for Redis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7F4198D034E511E7AF4D782C571014E
C
Compose for Rethink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F121ADE0350E11E7AF4D782C571014E
C
Compose for Scylla for IBM Cloud:
https://www.ibm.com/software/reports/compatibility/clarityreports/report/html/softwareReqsForProduct?deliverableId=24819E00351111E7AF4D782C571014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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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SLA 명확화
IBM Cloud 서비스 명세서에 추가하여,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정한 다운타임(Downtime)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타임(Downtime)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모든 각 연결 요청 실패를 클럭 시간(분)으로
계산한 누적 시간(분) 수입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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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금 청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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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바이트(GB)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처리, 분석, 사용, 저장 또는 구성된 2 의 30 승
바이트입니다.

●

인스턴스(Instance)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정 구성에 대한 각 액세스입니다.

●

전송된 메가바이트(MB)는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각 MB(2 의 20 승
바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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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월 분할(Partial Monthly) 요금
각 기가바이트, 256 메가바이트-월, 및 인스턴스는 월 단위로 청구됩니다. 월 단위 미만의 일부
배포/사용량은 일할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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