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ECS 평가판 FAQ 

1. 무료 체험판 사용 기간을 넘기면 요금이 청구되나요? 

예. 무료 체험판 기간 동안 달러 환산 금액 또는 할당 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표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2. 무료 체험판이 만료되면 무료 체험판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중지되나요? 

예. 선결제 제품의 경우 무료 체험판이 만료되면 선결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즉시 중지됩니다.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만료 전에 갱신 또는 업그레이드하세요. 

3. 무료 체험판 기간 동안 사용한 인스턴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 체험판이 만료되었을 때 다른 인스턴스와 동일한 구매 프로세스로 

인스턴스를 갱신 또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4. ECS 인스턴스 무료 체험판에서 생성된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무료인가요? 

ECS 인스턴스 무료 체험판에는 일정 양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선택한 인스턴스 모델에 따라 1Mbps 또는 5Mbps 피크의 고정 

대역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체험판 페이지의 "무료 체험판 

제공 사항"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ECS 무료 체험판의 트래픽 대역폭 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무료 체험판 인스턴스의 대역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 차액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종량제 과금 방식을 선택한다면, 변경 시점 이후의 실제 사용 

데이터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며 기존에 제공된 무료 고정 대역폭 트래픽은 즉시 

만료될 것입니다. 정말 확실하지 않다면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인스턴스 대역폭 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OSS, SLB, Table Store 무료 체험판을 클릭한 후에도 구매 페이지에 가격 정보가 

계속 표시되는 이유는? 

OSS, SLB, Table Store 와 같은 종량제 제품의 경우 리소스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전용 제품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사용량이 무료 체험판 혜택을 초과하면 

표준 요금이 청구됩니다. 그러나 청구를 원치 않으면 리소스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체험판의 제품 크레딧 유효 기간은? 

종량제 제품의 무료 평가 크레딧은 60 일 동안 유효합니다. 

 

▪ 무료 체험판 혜택이 포함된 지역은? 

두바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 무료 체험판 혜택에 포함됩니다.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리소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신 다른 지역을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 무료 체험판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요? 

https://www.alibabacloud.com/help/doc-detail/99059.htm


예. 무료 체험판 인스턴스도 다른 인스턴스와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개인"으로 계정 유형을 선택했는데 "기업"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요? 

현재 계정의 셀프 업그레이드는 지원되지 않으며 작업 주문 신청으로 당사 판매 후 

지원 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리셀러 고객이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 캠페인은 현재 리셀러 사용자에게 해당 되지 않습니다. 

 

무료 체험판 혜택 

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무료 체험판 제공 사항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Elastic Compute Services(ECS) 

개인용 무료 체험판은 다음과 같은 인스턴스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cs.t6-c1m1.small 또는 ecs.t5-c1m1.small: 12 개월 동안 40GB 울트라 클라우드 

디스크 또는 SSD 디스크 및 1Mbps 인터넷 대역폭 제공. 

개인용 무료 체험판은 다음과 같은 인스턴스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cs.t6-c1m1.large 또는 ecs.t5-c1m1.large: 3 개월 동안 40GB 울트라 클라우드 디스크 

또는 SSD 디스크 및 1Mbps 인터넷 대역폭 제공. 

기업용 무료 체험판은 다음과 같은 인스턴스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cs.t6-c1m1.large 또는 ecs.t5-c1m1.large: 12 개월 동안 40GB 울트라 클라우드 

디스크 또는 SSD 디스크 및 1Mbps 인터넷 대역폭 제공. 

• ecs.c5.large: 3 개월 동안 40GB 울트라 클라우드 디스크 또는 SSD 디스크 및 5Mbps 

인터넷 대역폭 제공. 

 

SLB(Server Load Balancer) 

개인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SLB 사용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USD $15 상당의 SLB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공공 네트워크 공유 성능 SLB 인스턴스당 750 시간 이상 임대 

사용할 수 있으며 50~150GB 의 다운스트림 트래픽이 가능합니다*. 

기업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SLB 사용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USD $55 상당의 SLB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공공 네트워크 공유 성능 SLB 인스턴스당 750 시간 이상 임대 

사용할 수 있으며 300~400GB 의 다운스트림 트래픽이 가능합니다*. 

* 실제 트래픽 양은 선택한 데이터 센터에 따라 달라지며 업스트림 데이터 전송은 

항상 무료입니다. 

 

ApsaraDB for RDS 

개인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1개월 동안 다음 인스턴스 중 하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ySQL 5.6/5.7/8.0 High-availability, MySQL 5.7/8.0 Basic, PostgreSQL 10/11/12/13 Basic 

데이터베이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인스턴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orkorder-intl.console.aliyun.com/?spm=a3c0i.13067597.4689829080.3.3c223518H3BHoy#/ticket/add?productId=1194


- 코어 CPU 1개, 1GB 메모리（MySQL 5.6/5.7/8.0 High-availability & MySQL 5.7/8.0 Basic） 

- 코어 CPU 1 개, 2GB 메모리（PostgreSQL 10/11/12/13 Basic） 

- 20GB 스토리지 

기업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2개월 동안 다음 인스턴스 중 하나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MySQL 5.6/5.7/8.0 High-availability, Microsoft SQL Server 2012/2016 WEB-basic, 

PostgreSQL 10/11/12/13 High-availability 데이터베이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인스턴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개 코어 CPU, 4GB 메모리 

- 20GB 스토리지 

 

ApsaraDB for Redis 

개인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표준 아키텍처 및 기존 네트워크에서 1 개월 동안 4GB 

마스터-슬레이브 인스턴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표준 아키텍처 및 기존 네트워크에서 2 개월 동안 8GB 

마스터-슬레이브 인스턴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saraDB for MongoDB 

개인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1개월 동안 다음 구성으로 인스턴스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개 코어, 2GB 

• 20GB 스토리지 

• 노드가 3 개인 ReplicaSet 인스턴스 

• 클래식 또는 VPC 네트워크 

기업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2개월 동안 다음 구성으로 인스턴스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개 코어, 4GB 

• 20GB 스토리지 

• 노드가 3 개인 ReplicaSet 인스턴스 

• 클래식 또는 VPC 네트워크 

 

OSS(Object Storage Service) 

개인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USD $5 상당의 OSS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 표준 스토리지 100GB 

• 총 50,000 건의 Put/Post/Delete 

• 총 50,000 건의 Get/Head 

기업용 무료 체험판의 경우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USD $12 상당의 OSS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표준 스토리지 500GB 

• 총 500,000 건의 Put/Post/Delete 

• 총 500,000 건의 Get/Head 

 

Tablestore 



다음 중 하나에 적용할 수 있는 USD $19 상당의 Table Store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100GB 스토리지를 용량 인스턴스 유형으로 750 시간 동안 사용 또는 50GB 

스토리지를 고성능 인스턴스 유형으로 750 시간 동안 다운스트림 트래픽 50GB 이상 

사용(업스트림 데이터 전송은 항상 무료) 

 

Network Attached Storage (NAS) 

개인용 무료 체험판의: 6 개월 동안 5GB 스토리지 사용,스토리지 유형: 고성능 NAS，

프로토콜 유형: NFS/SMB. 

기업용 무료 체험판의: 6 개월 동안 100GB 스토리지 사용, 스토리지 유형: 용량 유형，

프로토콜 유형: NFS/SMB. 

 

Hybrid Backup Recovery 

3 개월 동안 100GB 스토리지 사용 

API 게이트웨이 

the 1st 년 활성화할 API 게이트웨이, 당신은 1 백만 통화 각. 

 

엔터프라이즈 분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EDAS) 

표준 판 EDAS 서비스, 지원하는 대부분의 20 인스턴스 무료 1 달력. 

 

개발자 판매 후 계획 

개발자 판매 후 지원 계획은 무료 1 달력 개월 포함합니다 다음 서비스: 

• 무제한 티켓을 기술 지원 

• 지원 수석 기술 직원 

• 티켓 응답 시간 8 시간 

 

인증: 작동 관리하십시오 ECS 

• 무제한 보기 우리의 훈련 비디오 

• 2 기회를 가지고 인증 시험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