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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Free Tier 프로그램은 AWS Service Terms에 의한 AWS 서비스 사용 오퍼("오퍼") 및 고객의 AWS 
서비스 이용을 관할하는 AWS Customer Agreement 혹은 AWS와 체결된 다른 계약서("계약서")의 
조항으로 이루어 진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오퍼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1) 12 개월의 입문 기간 
동안 적용되는 오퍼("12 개월 Free Tier");와 (2) 시험적인 혹은 기간제한이 없는 오퍼(총칭 "이외 다른 
종류의 오퍼"라 함). 두 종류의 오퍼 모두 AWS Free Tier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12 개월 Free Tier는 오직 신규 AWS 고객에게만 제공되며, 고객의 AWS에 Sign-Up한 날로부터 12 
개월 동안만 제공된다. 이외 다른 종류의 오퍼는 AWS의 기존 및 신규 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며, 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거나(시험적 오퍼 같은 경우) 무료 사용이 제공될 수 있다(데이터베이스의 무료 
저장공간 사용 오퍼 같은 경우). 고객 혹은 고객의 사업체가 오퍼에 따른 추가적 혜택을 위하여 한 개를 
초과하는 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모든 오퍼가 취소된다. 하나의 Organization(AWS 
Organizations 기준에 따른)은 Organization 당 한 개의 계좌에 대하여서만 오퍼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Organization이 오퍼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AWS 서비스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AWS는 
Organization 내 모든 계좌의 사용 내역을 합산한다. 만약 AWS가 특정 고객에게 오퍼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AWS 서비스 사용량에 대하여 일반적 요율을 적용 받게 된다.  

12 개월 Free Tier 혜택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신규 혜택은 고객의 1년 기한 중 잔여 기간 동안 
고객에 제공되나 해당 1년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는다. 만약 고객의 해당 1년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을 
경우, 고객은 해당 추가적 신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고객이 지난 3개월간 오퍼에 의해 제공되는 AWS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AWS는 회수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함으로써 해당 AWS 리소스를 회수 한다. 고객의 AWS 리소스가 회수된다 
하더라도, 고객은 신규 AWS 리소스를 사용하여 오퍼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월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오퍼 관련 사용량은 해당 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오퍼에 의한 AWS 서비스 사용량을 계산할 시, AWS는 고객이 모든 AWS 지역 내에서 사용한 사용량을 
합산한다.  

AWS는 AWS Free Tier 페이지에 게시된 오퍼를 상시 해지 할 수 있다. 

고객은 암호화 화폐의 채굴을 위하여 오퍼에 의한 AW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고객이 오퍼에 
의한 AWS 서비스를 암호화 화폐 채굴에 사용할 경우, AWS는 고객의 AWS 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 요율을 적용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오퍼에 의한 고객의 접근 및 사용권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 할 수 있다.   

https://aws.amazon.com/service-terms/
https://aws.amazon.com/agreement/?nc1=h_ls
https://aws.amazon.com/free/
https://aws.amazon.com/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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