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azon CloudFront 서비스 수준 

계약 
아래의 번역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번역본과 영문본 간에 차이, 불일치 또는 상충이 있는 

경우(특히 번역 지연으로 인해),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최종 수정 2019년 3월 14일 

본 Amazon CloudFront 서비스 수준 계약(“SLA”)은 Amazon Web Services, Inc. 및 그 계열사(“AWS”, 

“당사를” 또는 “당사”), 그리고 AWS 서비스 사용자(“사용자”) 간의 Amazon Web Services 고객 

계약(“AWS 계약”) 조건에 따라 Amazon CloudFront의 사용을 규율하는 정책입니다. 이 SLA는 

Amazon CloudFront를 사용하는 각 계정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SLA는 AWS 계약의 조건을 따르며, 대문자로 표시된 조건은 AWS 계약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당사는 AWS 계약에 따라 이 SLA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서비스 약정  

AWS는 월별 청구 주기 동안에 Amazon CloudFront가 매월 최소 99.9% 가용하도록(아래에서 정의)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서비스 약정"). Amazon CloudFront가 서비스 약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아래에 설명된 서비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  “오류율”은 (i) Amazon CloudFront에서 반환한 총 내부 서버 오류 발생 건수를 (ii) 해당 5분 동안의 총 

요청 건수로 나눈 값입니다. 당사는 각 Amazon CloudFront 계정의 오류율을 월별 청구 주기의 각 

5분에 대해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내부 서버 오류 발생 건수 계산에는 Amazon CloudFront SLA 제외 

사항(아래에서 정의)의 결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 가동 시간 백분율”은 월별 청구 주기의 각 5분 동안 오류율의 100% 평균에서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 "서비스 크레딧"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계산된 달러 크레딧으로, 해당 계좌에 크레딧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은 아래 일정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청구 주기 동안 Amazon CloudFront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총 요금의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월 가동 시간 백분율 서비스 크레딧 백분율 

99.9% 미만, 99.0% 이상 10% 

99.0% 미만, 95.0% 이상 25% 

95.0% 미만 100% 

 

서비스 크레딧은 귀하가 지불해야 할 향후 Amazon CloudFront 사용료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당사는 

재량으로 오류가 발생한 대금 청구 주기에 귀하가 지불한 신용카드에 서비스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WS는 서비스 크레딧을 환불하거나 기타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크레딧은 해당 월 

청구 주기에 대한 크레딧 금액이 1달러($1 USD)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발행됩니다. 서비스 

크레딧을 다른 계정으로 양도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AWS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가 아마존CloudFront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거나, 기타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본 SLA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크레딧(적용되는 경우)을 수령하는 것이 귀하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입니다.  

크레딧 요청 및 지불 절차 

서비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AWS 지원 센터에서 사건을 접수시켜 청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크레딧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사건이 발생한 후 두 번째 청구 주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내용이 

포함된 크레딧 요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i. 제목줄에 "SLA 크레딧 요청"이라는 문구, 

ii. 사용자가 청구하는 영(0)이 아닌 각 오류율 사건의 발생 날짜 및 시간, 그리고 

https://aws.amazon.com/support/createCase?type=account_billing&isauthcode=true&code=HzJom1WA8ClwCKszRPIw9UsycR8RnFXKyVIrxtaQIqS5Xry7JT6v4xQFa-hVwYOJU1cKwQCL_zJKVw8DgdZ0yiJtQtMBMJTgeoyIson8uRLifylVCAegglSrhaA80jH_LpzI6oeQRK0UmS0bBtmqAPNGX2P1oSauqXotJ3L60FF0Zl4pgWm2CEs9_mIMaZhLBNtA2ra_kh_oxOl8GUNU25onrQmG0o7fLg9OsKs04HrQsA4LsVLa-uT9Z0ZSJ4uhVaMshEZkYWIVBpta_F4at_zbjbA7t0ErAsgZ8W99VqO9qXd864kYFOuS-FrCIn60P8hNBd6HOfloXXuYqtpNpE0iIMRjRV79PDshGoXyqV33DS_GDeGHIT99QJ-3MKTRelbGSEM4R903hTHJRinZmEDGprzPw251TzrDII6p_loloW5aW8GAcpLoSxLQ09IgL-VehOJ6TU0AzqXuGYDnT8llD8urLdc2NFMyCH6nxaSgVGMEUJezS2lMHcJB81ON8mYcMmxHXr--8vb4PvnCBn3LZUgvoYs43twSBqsEPIAZs63iqxXXAs_Da38Bv23WCrnxtAXxtaaWB7fDL4SdnGboWWAHmor1cI17jD-0G0Z3ki8V5KGdP6Tsjc5q7asJSGoh1bTJkB2EnMplyGJOSngjC3IS81RaB-OmWw7XZNajYfQtGONdyXv7t5aJRIjLdKxeX1zVgdqPjDrPilYc50UKaoj2duptOytYyLYnCntKoTOcpD2dz9khjyj6aHkoMGPeMNiPcy93dJdu9HbMDSkKrjvqpzggLmKweMdlG7UV6r8OK9Afnnsg8rKGWsm2w57Jkbk-pJ5xn_4lV1OXwy5OuD5pNa9LNzZ3xZdvk_-OF4Wk6xQywqofhPcoUjEbyrYwA1KNtZSRAzlgqezAG442lO8WwNxG9XtJs7dy4u7di1uoK01iQOtbKwyZbr2p8u_bQj7yRM2BU7chjOEgxeiOYRkZoPBRGRsfFXGC8folDyNAfj49iv6XODMdKBEue1vpJZ8nXs52HOXugLApLzFppHaXirg-V5-nZwuiwAdVFVP_xPKcL5alvpEWVK0yX_4Va06CcxoX9lqlBeK9Nki1apqkzUEdhWnH45Ar9eyCEQ29DP7L7Zrv5Uti


iii. 오류 기록 및 비가용성을 증명하는 요청 로그(로그의 기밀 정보 또는 중요한 정보는 삭제 

또는 *로 대체해야 함). 

당사가 해당 요청의 월에 적용 가능한 월별 가동률을 확인하여 99.9% 미만임을 확인한 경우,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확인한 달의 다음 첫 청구 주기 내에 서비스 크레딧을 사용자에게 발행합니다. 위에서 

요구한 요청과 기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서비스 크레딧 수령 자격을 상실합니다. 

Amazon CloudFront SLA 제외 사항 

(i) AWS 계약 6.1항에 명시된 중단으로 인한 결과, (ii) 불가항력적인 사건, 인터넷 접속 또는 Amazon 

CloudFront의 범위를 벗어나는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당사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는 요인에 의해 

야기된 경우, (iii)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인한 경우, (iv) 사용자의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테크놀로지 및/또는 제3자의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테크놀로지(당사의 

직접 통제 밖에 있는 제3자 장비)로 인해 발생한 경우, (v) AWS 계약에 따라 Amazon CloudFront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당사가 중단 및 종료하여 발생한 경우, (vi) Amazon CloudFront 문서에 

기술된 사용 한도를 초과한 결과로 발생한 경우, 또는 (vii) Amazon S3 이외의 원래 서버를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 경우(총칭하여 "Amazon CloudFront 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mazon 

CloudFront의 비가용성, 중단 또는 종료 또는 기타 Amazon CloudFront 성능 문제에 서비스 약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류율 계산에 사용된 요인과 다른 요인에 의해 가용성이 영향을 받는 경우, 

당사는 재량으로 그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서비스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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