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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사용 방법
1.1 ucloud storage2.0 메뉴
kt ucloud biz 의 모든 서비스는 포탈 내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청, 변경, 추가, 삭제, 현황 확인 등)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회원 가입과 스토리지 상품을 청약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한

후

클라우드

콘솔

메뉴를

누르면

상품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ucloud storage 메뉴를 선택합니다.

ucloud storage 2.0 과 ucloud storage 중 ucloud storage 2.0 의 하위 탭을
선택합니다.
신청하신

각

서비스는

클라우드

콘솔의

각

탭으로

구분되며,

본

매뉴얼에서는 ucloud storage 2.0 의 클라우드 콘솔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스토리지

리스트”메뉴에서는

파일박스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계” 메뉴에서는 ucloud storage 2.0 전송량을 일별/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PI Key 관리” 메뉴에서는 서드 파티 툴이나 응용 개발 시에 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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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API Key 를 제공합니다.
-

“요금 및 이용내역” 메뉴에서는 사용중인 ucloud storage 2.0 이용내역
및 요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PI Key 조회”메뉴에서는 API Key 및 Secret Key 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keystone 인증 시 필요한 Tenant ID 와 Project ID 를 조회할 수
있으며, tempurl key 도 조회 가능합니다.

1.2 ucloud Storage 2.0 메뉴 기능 사용하기
1.2.1 스토리지 리스트 서브 메뉴
ucloud

storage 2.0

메뉴를

선택하고

스토리지

리스트를

누르면

파일박스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현재 화면 상태는 파일박스가 1 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파일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화면에 파일박스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파일박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화면에서 파일박스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서버
파일박스 생성 팝업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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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박스 생성 시에 파일박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standard 와 economy 에
대한 설명은 ucloudbiz 포탈의 상품 소개를 참고 하십시오.
타입을 선택하고 파일박스명을 입력하면 파일박스가 생성 됩니다.

파일박스 생성이 성공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해당 파일박스에 대한 파일리스트와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는 하위 메뉴화면이 표시됩니다.

현재 ucloud storage2.0 은 포탈 콘솔상으로

파일 업/다운로드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제공 예정입니다.
https://ucloudbiz.olleh.com/portal/ktcloudportal.epc.productintro.ss.info.html#
페이지 하단의 storage 이용 tool 소개를 참고하시면, API 나 다른 tool 들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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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업/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파일 업/다운로드는 별도의 스토리지툴을
이용해주십시오”를 클릭하시면 해당 storage 이용 tool 소개 링크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은 파일박스 상세 기능으로 공개/비공개 접근 권한설정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설정 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설정 서비스 이용 가이드]
https://ucloudbiz.olleh.com/manual/ucloud_storage_Static_Web_service_user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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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API Key 관리 서브 메뉴
API Key 관리 서브 메뉴에서는 별도의 콘솔로 접속 시 API Key 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들은 keystone 인증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증 정보들로, storage 이용
tool 을 사용시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2. 서비스 상담 및 문의
2.1 서비스 상담 및 장애 신고
ucloud biz 상품의 모든 상담 및 장애 신고 방법은 전화상담과 게시판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1.1 FAQ 및 매뉴얼
각종 사용 매뉴얼 및 FAQ 는 ucloud biz 포탈 고객센터의 FAQ 게시판 및
자료실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전화 상담
상품 문의는 ucloud biz 고객센터 (080-2580-005)를 통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3 게시판 상담
KT

Cloud

확인하시면

Portal
됩니다.

게시판에

문의사항

클라우드

기술

및

장애

전문가가

문의사항에 대해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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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해당

작성

내용에

후

답변을

대해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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