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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티계정지원 서비스 소개
1.1

서비스 개요

1.1.1 서비스 구성
동일핚 그룹으로 다수의 계정을 묶어서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과금, 그룹원 자원 View/Control

다수의 계정 사용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1.1.2 서비스 제공 특징
-

다수의 계정을 보유핚 고객에게 계정그룹관리 기능을 제공

-

그룹원 자원현황 View/Control 권핚 부여

-

그룹원 청구지 통합 과금 기능 부여

-

그룹원 상품 이용 내역 조회

1.2 그룹 관리
1.2.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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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계정을 보유하고 고객을 동일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그룹명이
제공되며, 그룹명을 생성핚 계정의 사용자는 해당 그룹에 대핚 어드민
권핚으로 갖게 됩니다, 같은 회사 / 학교 / 기관 등의 동료 계정에게 그룹
가입 요청 메일 발송을 핛 수 있으며. 가입 요청 받은 사용자는 가입
승인을 통하여 그룹원 구성이 완료 됩니다.
1.3 통합 과금
1.3.1 개요
다수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전체 계정에 대핚 통합 과금
청구가 될 수 있도록 계정 청구지 (속성) 변경 등의 기능을 부여합니다.
고객의 조직 특성에 따라서 본사 / 현장 / 지사 등의 부분 통합 과금 청구
처리도 가능 합니다.
전월 빌링 마감처리로 인해 매월 1 ~ 5 일까지는 청구계정변경에 제핚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자원 조회 및 Control
1.4.1 개요
어드민은 그룹원의 자원현황을 조회 및 VM 생성/삭제/중지 등의 권핚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항입니다.

이는

그룹원이

그룹가입승인

시

동의가

필요핚

어드민 자원현황에는 그룹원 전체 자원 현황에 대핚 집계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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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가입 요청 및 승인 절차
2.1

그룹 가입 요청

1) 그룹 생성 : 포탈(어드민) > 내 정보관리 > 개인 정보 변경 > 그룹
생성/가입 > “생성” 버튺을 클릭합니다.

2) 사용하실 그룹명 입력 및 중복확인 후 생성을 클릭합니다

3) 생성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됩니다.

4) 가입 요청 : 포탈(어드민) > 내 정보관리 > 개인 정보 변경 > 그룹
생성/가입 > “그룹관리”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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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 요청 (그룹 초대) 핛 계정을 입력하시고 “추가” 버튺을 클릭합니다.
* 가입 요청핚 계정의 사용자가 승인완료 시 까지 상태는 “승인 요청” 상태입니다.

2.2 그룹 가입 승인
1) 포탈(그룹원) > 내 정보관리 > 개인 정보 변경 > 그룹 생성/가입 > “가입
승인”

버튺을 클릭합니다.

6 / 10

2) 가입 승인 조건에 동의 체크 후 “승인” 버튺을 클릭합니다

2.3 그룹 계정 삭제
1) 포탈(어드민) > 클라우드 콘솔 > ucloud server > 그룹관리 > 삭제 핛
사용자 선택 후,

„계정 삭제‟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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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과금 (어드민)
3.1

청구지 계정 변경 절차

1) 클라우드 콘솔 > ucloud server > 그룹관리 > 변경핛 청구지 계정을 선택 후 >
“청구 계정 변경” 버튺을 클릭합니다.

2) “청구 계정 선택” 리스트(콤보박스)에서 통합(합산) 시킬 청구계정을 선택 후 “예”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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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 조회/컨트롤 (어드민)
1) 서비스현황 : 포탈(어드민) > 클라우드 콘솔 > ucloud server > 서비스 현황 >
server 이용현황 > “계정선택” 리스트(콤보박스) 에서 그룹원 계정 선택시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클라우드 서버 : 포탈(어드민) > 클라우드 콘솔 > ucloud server > 클라우드 서버
> “계정선택” 리스트(콤보박스) 에서 그룹원 계정 선택 시 해당 계정 내역 조회
및 콘트롤이 가능합니다.

5. 상품 이용 내역 조회 (어드민)
1) 포탈(어드민) > 내 정보관리 > 상품 이용 내역 > “계정선택” 리스트(콤보박스)
에서 그룹원 계정 선택 시 해당 계정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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