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온디맨드 인스턴스 요금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는 DynamoDB 를 위한 가용성이 뛰어난 완전관리형 인 메모리 

캐시입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DAX 용량에 대해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장기 약정 없이 

DAX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계획, 구매, 유지 관리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과 복잡성이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고정 비용이 훨씬 적은 가변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사용한 노드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사용 시간은 노드가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1 시간 미만의 노드 사용 시간은 1 시간으로 청구됩니다. 요금은 DAX 

클러스터의 모든 개별 노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노드 3개의 DAX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각 개별 

노드(총 노드 3 개)에 대한 시간당 요금이 청구됩니다.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드 3 개의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각 노드를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한 경우).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us-east-1) 

dax.r3.large  0.269 USD  

dax.r3.xlarge  0.537 USD  

dax.r3.2xlarge  1.074 USD  

dax.r3.4xlarge  2.148 USD  

dax.r3.8xlarge  4.295 USD  

 

미국 서부(오레곤)(us-west-2) 

dax.r3.large  0.269 USD  

dax.r3.xlarge  0.537 USD  

dax.r3.2xlarge  1.074 USD  

dax.r3.4xlarge  2.148 USD  

dax.r3.8xlarge  4.295 USD  
 

EU(아일랜드)(eu-west-1) 

dax.r3.large  0.300 USD  

dax.r3.xlarge  0.598 USD  

dax.r3.2xlarge  1.197 USD  

dax.r3.4xlarge  2.393 USD  

dax.r3.8xlarge  4.786 USD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us-west-1) 

dax.r3.large  0.300 USD  

dax.r3.xlarge  0.598 USD  

dax.r3.2xlarge  1.197 USD  

dax.r3.4xlarge  2.393 USD  

dax.r3.8xlarge  4.786 USD  
 

https://aws.amazon.com/dynamodb/dax/


 

아시아 태평양(도쿄)(ap-northeast-1) 

dax.r3.large  0.322 USD  

dax.r3.xlarge  0.644 USD  

dax.r3.2xlarge  1.289 USD  

dax.r3.4xlarge  2.577 USD  

dax.r3.8xlarge  5.154 USD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요금에는 VAT 및 해당 판매세를 비롯한 관련 조세 공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지 주소가 

일본으로 되어 있는 고객의 경우 AWS 사용 시 일본 소비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현재 DAX 는 온디맨드 요금만 지원하며 프리 티어 또는 예약 인스턴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DAX 데이터 전송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는 보안 그룹에 정의한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이루어지는 

액세스 및 데이터 송수신만을 허용함으로써 강력한 네트워크 수준 보안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가용 영역 내의 Amazon EC2 와 Amazon DAX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리전의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와 Amazon DAX 노드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수신/송신 GB 당 0.01 USD 의 표준 Amazon EC2 리전 데이터 전송 요금이 적용되고,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송신 또는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요금이 청구됩니다. Amazon DAX 노드 

자체에서 송신 또는 수신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Amazon DAX 데이터 전송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aws.amazon.com/c-tax-faq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