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클라우드 베어메탈 50% 할인, 60일 기간 한정 프로모션
• 본 프로모션은 소진 시까지 제공되며, 2018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 본 프로모션은 12월 31일내에 해당 서비스를 주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서비스 주문 일자로부터 60일동안 제공됩니다.
• 프로모션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IBM 영업대표와의 상담 후 프로모션 코드와 적용 방법을 가이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IBM 클라우드 김진솔 영업대표, ☎ 02-3781-7500)
• 본 프로모션은, 다른 프로모션 또는 오퍼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모션은 기존 고객 혹은 새로운 고객 모두에게 적용 가능 하며, 하나의
계정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월별 사용 옵션 주문 고객에만 한하며, 50% 할인은 IBM Cloud의 정가(list price) 기준이며, 할인 불포함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지된 기간내에만(60일 간) 할인율이 적용되며, 60일 기간 이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청구됩니다. 월 반복되는 결제는 고객이 서비스를 종료/취소
하기 전까지 계속 되므로, 원치 않으시면 해당 서비스를 결제 전날까지 종료/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본 Intel Xeon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프로모션은 서버, RAM, 스토리지에 해당하며, 그외 추가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Intel OptaneTM 프로모션은 SSD Optane 호환 서버, RAM, 스토리지에 해당하며, 그외 추가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어메탈 서버 오퍼
프로모션 오퍼

용도

사양

Intel Xeon 싱글 프로세서

• 엔트리 레벨 웹 호스팅

4코어 베어메탈 서버와

• 간단한 이메일 서버

Intel Xeon
E3-1270 v6

• 개발 샌드박스

커스텀 RAM, 스토리지 50% 할인

구매하기

※해
 당 프로모션 코드는
IBM 클라우드 영업대표와의 상담을
통해 발급됩니다.

• 4코어
• 3.8 GHz
•8
 GB RAM (최소 8GB, 최대 64GB)
• 최대 4 내장 하드 드라이브
• 최대 10Gbps 포트 스피드

Intel Xeon 듀얼 프로세서
16코어 베어메탈 서버와
커스텀 RAM, 스토리지 50% 할인

• 호스팅 리셀러
• 평균 규모 웹사이트
• 중소 / 중견 기업 백오피스
애플리케이션

Intel Xeon 6140

구매하기

• 16코어

• 2.3 GHz

• 2.1 GHz

• 128GB RAM (최소 32GB, 최대

•6
 4GB RAM (최소 32GB,

1536GB)

•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Intel Optane

• 데이터 집약 애플리케이션

Intel Optane compatible
2U-server 50% 할인

최대 1536GB)
• 최대 4개 내장 하드 드라이브

• 최대 10Gbps 포트 스피드

• 최대 10Gbps 포트 스피드

Intel Xeon
Silver 4100

Intel Xeon
E5-2600 v4

구매하기

• 2.1 GHz
• 64GB RAM

• 32GB RAM
• 최대 4개 내장 하드 드라이브

• K80: 간단한 AI

Intel Xeon Dual Processor with
NVIDIA Tesla GPUs (V100, P100,
K80 and M60) 50% 할인

• P100: AI 와 고성능 컴퓨팅
• V100: 딥러닝

• 최대 4개 내장 하드 드라이브

• 최대 10Gbps 포트 스피드

• 최대 10Gbps 포트 스피드

Dual Intel Xeon
E5-2620 V3

Dual Intel Xeon
E5-2620 V3

구매하기

• 12코어
• 2.40 GHz
• 64GB RAM (최대 768GB)
• 최대 2 물리 P100, M60, K80 GPU
• 최대 12 내장 하드 드라이브
• 최대 10Gbps 포트 스피드

문의/상담
한국IBM 대표전화서비스

구매하기

• 16코어

• 2.1 GHz

• M60: 가상화 혹은 그래픽

구매하기

• 최대 4개 내장 하드 드라이브

• 16코어

NVIDIA GPU

Intel Xeon 4110

• 36코어

02-3781-7800

mktg@kr.ibm.com

온라인 컨퍼런스

www.ibmcloudlive.co.kr

www.ibm.com/kr/cloud

구매하기

• 20코어
• 2.30 GHz
• 64GB RAM (최대 768GB)
• 최대 2 물리 P100, M60, K80 GPU
• 최대 12 내장 하드 드라이브
• 최대 10Gbps 포트 스피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