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nology NAS DS220+

하드웨어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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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ynology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로운 Synology NAS를 설치하기 전에 패키지 내용물을 확인하여 아
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또한 부상 또는 Synology NAS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지침을 주
의해서 읽으십시오 .

참고 : 아래의 모든 이미지는 예시용이며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패키지 내용물
메인 유닛 1 개 AC 전원 코드 1 개

AC 전원 어댑터 1 개

RJ-45 LAN 케이블 2 개

2.5" 드라이브용 나사 10 개

시작하기 전에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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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DS220+ 개요

번호 부분 명칭 위치 설명

1 상태 표시등

전면

시스템 상태를 표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LED 표시등 표 " 를 참조하십시
오 .

2 LAN 표시등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LED 표시등 표 " 를 참조
하십시오 .

3 디스크 표시등 설치된 드라이브 상태를 표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LED 표시등 표 " 를 참
조하십시오 .

4 USB 3.0 포트 여기에서 외장 드라이브 또는 다른 USB 장치를 Synology NAS에 연결합니다 .

5 Copy 버튼
USB 장치를 연결하면 불이 켜집니다 ( 예 : 디지털 카메라 , USB 저장소 장치 
등 ). 연결된 USB 장치에서 내부 드라이브로 데이터를 복사하려면 Copy 버튼
을 누릅니다 .

6 전원 버튼
1. Synology NAS 전원을 켤 때 누릅니다 .
2. Synology NAS 전원을 끄려면 전원 신호음이 울리고 LED가 깜박일 때까지 
길게 누릅니다 .

7 팬

후면

과도한 열을 방출하고 시스템을 냉각시킵니다 . 팬이 고장 나면 Synology 
NAS 에서 신호음이 울립니다 .

8 LAN 포트 여기에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9 RESET 버튼

1.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길게 누르면 admin 계정의 IP 주소 , DNS 서버 및 패
스워드가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

2.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길게 누른 후 신호음이 세 번 울릴 때까지 다
시 길게 눌러 Synology NAS 를 " 설치되지 않음 " 상태로 되돌린 후에 
DiskStation Manager(DSM) 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10 USB 3.0 포트 여기에서 외장 드라이브 또는 다른 USB 장치를 Synology NAS에 연결합니다 .

11 전원 포트 여기에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

12 Kensington 보안 슬롯 여기에 Kensington 보안 잠금 장치를 장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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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표시등 표

LED 표시등 색상 상태 설명

전원
파란색

켜져 있음 전원 켜짐

깜박임 부팅 중 / 종료 중

꺼짐 전원 끄기

STATUS

녹색 켜져 있음 볼륨 정상

주황색 깜박임

볼륨이 저하됨 / 볼륨이 충돌함

볼륨 생성 안 됨

DSM 설치 안 됨

꺼짐 HDD 최대 절전 모드

LAN
녹색

켜져 있음 네트워크 연결됨

깜박임 네트워크 활성화

꺼짐 네트워크 연결 안 됨

디스크 1-2

녹색
켜져 있음 드라이브 준비 및 유휴 상태

깜박임 드라이브 액세스 중

주황색 켜져 있음 드라이브 오류 / 포트 비활성화됨 1

꺼짐
내부 드라이브 없음 / 고급 HDD 최대 절전 모

드

Copy2
녹색

켜져 있음 장치 검색됨

깜박임 데이터 복사 중

꺼짐 장치가 연결되지 않음

후면 LAN
( 잭 위에 있음 )

녹색
켜져 있음 네트워크 연결됨

깜박임 네트워크 활성화

꺼짐 네트워크 연결 안 됨

후면 LAN
( 잭 아래에 있음 )

녹색 켜져 있음 1Gbps 연결

주황색 켜져 있음 100Mbps 연결

꺼짐 10Mbps 연결 / 네트워크 연결 안 됨

참고 : 모델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www.synology.com 을 참조하십시오 .

1 Synology NAS 를 다시 시작하거나 드라이브를 다시 삽입한 후 HDD/SSD 제조업체의 진단 도구를 실행하여 드라이브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 DSM
에 로그인할 수 있으면 기본 제공된 S.M.A.R.T. 테스트를 실행하여 드라이브를 검사하십시오 .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Synology 기술 지원팀에 연
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
2 Copy 버튼이 있는 모델의 경우 USB Copy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DSM 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http://www.syn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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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사양
항목 DS220+  

호환되는 드라이브 유형 3.5"/2.5" SATA 2 개

최대 내부 원시 용량 32TB(16TB HDD 2 개 )

외부 포트 USB 3.0 2 개

LAN 포트 1GbE(RJ-45) 2 개

크기 (H x W x D)(mm) 165 x 108 x 232.2

무게 (Kg) 1.3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 Windows 7 및 10

• Mac OS X 10.11 이상

파일 시스템
• 내부 : Btrfs, ext4

• 외부 : Btrfs, ext4, ext3, FAT, NTFS, HFS+, exFAT1

지원되는 RAID 유형
Basic  • JBOD  • RAID 0  • RAID 1

• Synology Hybrid Raid(1 디스크 장애 허용 )

기관 인증
• FCC Class B • CE Class B • BSMI Class B

• EAC  • VCCI  • CCC  • RCM  • RoHS 준수

HDD 최대 절전 모드 사용 가능

예약 전원 켜기 / 끄기 사용 가능

WOL(Wake on LAN) 사용 가능

지원 언어

환경 요구 사항

• 선간 전압 : 100V~240V AC

• 주파수 : 50/60Hz

• 작동 온도 : 0~40˚C(32~104˚F)

• 보관 온도 : -20~60˚C(-5~140˚F)

• 상대 습도 : 5%~95% RH

참고 : 모델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www.synology.com 을 참조하십시오 .

1 패키지 센터에서 exFAT Access 를 구매하고 다운로드하여 exFAT 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http://www.syn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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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액세서리
Synology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호환성과 안정성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기업 환경에 맞게 Synology NAS 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www.synology.com/compatibility 를 참조하십시오 .

• 메모리 모듈

모델 이름 그림 설명

D4NESO-2666-4G
DDR4 비 ECC 버퍼링 해제

SO-DIMM 4GB

예비 부품
시스템 팬 , 디스크 트레이 또는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www.synology.com/products/spare_
parts 를 참조하십시오 .

모델 이름 그림 설명

디스크 트레이 (D7 형
식 ) 3.5"/2.5" HDD 트레이 

팬 92*92*25_1 시스템 팬 2/4 베이 시리즈

어댑터 60W_1 어댑터 60W Level VI

http://www.synology.com/compatibility
http://www.synology.com/products/spare_parts
http://www.synology.com/products/spare_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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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직사광선이 비추지 않고 화학 물질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하십시오 . 온도 또는 습도가 급격히 변하는 
환경을 피하십시오 . 

제품을 항상 똑바로 놓으십시오 .

액체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를 뽑은 후에 청소하십시오 . 젖은 종이 타월로 닦으십시오 . 화학 제품 또는 에어로졸 클리너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닛이 떨어지지 않도록 카트나 표면이 불안정한 곳에 장치를 두지 마십시오 .

올바른 공급 전압에 전원 코드를 꽂아야 합니다 . 공급 AC 전압이 올바르고 안정적인지 확인하십시오 .

장치에서 모든 전류를 제거하려면 모든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아야 합니다 .

배터리를 잘못된 유형으로 교체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 사용한 배터리를 적절하게 폐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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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설치에 필요한 도구 및 부품
다음 도구와 부품을 준비한 후에 Synology NAS를 설치하십시오 .
• 스크루드라이버 (2.5" 드라이브에만 사용 )
• 3.5" 또는 2.5" SATA 드라이브 최소 한 개 이상 (호환되는 드라이브 모델은 www.synology.com/compatibility 참조 ) 

경고 : 데이터가 있는 드라이브를 설치하면 시스템이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기존 모든 데이터를 모두 삭제합니다 . 설치하
기 전에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십시오 .

드라이브 설치
1 전면 패널에서 드라이브 베이 커버를 분리합니다 .

2 래치를 위쪽으로 밀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Synology NAS에서 드라이브 트레이를 제거합니다 .

하드웨어 설치 2
장

http://www.synology.com/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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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라이브 트레이에 드라이브를 로드합니다 .

• 3.5" 드라이브 : 드라이브 트레이 측면에서 고정 패널을 제거합니다 . 드라이브 트레이에 드라이브를 넣습니다 . 
그런 다음 고정 패널을 끼워 드라이브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

• 2.5" 드라이브 : 드라이브 트레이 측면에서 고정 패널을 제거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 아래에 파란색 사각
형으로 표시된 드라이브 트레이 영역에 드라이브를 놓고 트레이를 뒤집은 후 제공된 나사를 조여 드라이브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

4 로드된 드라이브 트레이를 빈 드라이브 베이에 넣습니다 . "UP"이 표시된 면이 위를 향해 있는지 확인하고 비어 있
는 드라이브 베이에 드라이브 트레이를 삽입합니다 . 트레이가 제 위치에 고정되면 찰칵 소리가 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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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 다른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 위의 단계를 반복하여 해당 드라이브를 설치하십시오 .

6 드라이브에는 아래와 같이 번호가 지정됩니다 .

1 2

7 하드 드라이브 베이 커버를 장착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

참고 : RAID 볼륨을 만들려는 경우 드라이브 용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크기가 같은 드라이브를 설치하는 것이 좋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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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NAS 시작
1 LAN 케이블을 사용하여 Synology NAS를 스위치 , 라우터 또는 허브에 연결합니다 .

2 AC 전원 어댑터의 한쪽 끝을 Synology NAS 의 전원 포트에 연결합니다 . AC 전원 코드의 한쪽 끝을 AC 전원 어댑터
에 연결하고 반대쪽 끝을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3 전원 버튼을 눌러 Synology NAS 전원을 켭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Synology NAS가 온라인 상태로 설정되고 네트워크 컴퓨터에서 감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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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NAS 에 메모리 모듈 추가
Synology 메모리 모듈 ( 옵션 ) 은 Synology NAS 의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아래 단계를 수행하
여 Synology NAS 에 메모리 모듈을 설치 , 확인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모듈 설치하기

1 Synology NAS 를 종료합니다 . 가능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Synology NAS 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2 드라이브 베이에서 하드 드라이브 트레이를 제거합니다 . 빈 메모리 슬롯은 Synology NAS 내부 오른쪽에 있습니
다 . 

참고 : 드라이브 트레이를 제거하면 민감한 내부 부품이 노출됩니다 . 메모리를 제거 또는 추가할 때 메모리 어셈블리 외 
다른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

3 빈 슬롯에 새 메모리 모듈을 삽입합니다 .

a 메모리 모듈의 금색 커넥터 간의 간격을 빈 슬롯의 홈에 맞춥니다 . 슬롯에 메모리 모듈을 삽입합니다 . 모듈이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b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메모리 모듈을 부드럽게 아래로 누릅니다 .

참고 : 
• 메모리 모듈을 잡을 때는 가장자리를 잡고 금색 커넥터를 만지지 마십시오 .
• Synology 정품이 아닌 메모리 모듈을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경우 Synology 는 완전한 제품 보증 또는 기술 지원
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드라이브 트레이를 드라이브 베이에 다시 삽입합니다 .

5 1 단계에서 제거했던 케이블을 다시 연결한 후 전원 버튼을 눌러 Synology NAS 전원을 켭니다 .

Synology NAS에서 새 메모리 용량을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1 DiskStation Manager(DSM) 를 설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Synology NAS 에 DSM 설치 " 를 참조하십시오 .

2 admin 또는 administrators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로 DSM 에 로그인합니다 .

3 제어판 > 정보 센터로 이동하고 총 물리적 메모리를 확인합니다 .

Synology NAS 가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공적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메모리 모듈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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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모듈 제거하기

1 " 메모리 모듈 설치하기 " 섹션의 1~2 단계를 수행하여 Synology NAS 를 종료하고 케이블을 분리한 후 드라이브 트
레이 두 개를 제거합니다 .

2 메모리 모듈의 양 측면에 있는 레버를 바깥쪽으로 밉니다 . 그러면 메모리 모듈이 슬롯에서 풀립니다 .

3 메모리 모듈의 가장자리를 잡고 슬롯에서 메모리 모듈을 제거합니다 .

4 드라이브 트레이를 드라이브 베이에 다시 삽입합니다 .

5 1 단계에서 제거했던 케이블을 다시 연결한 후 전원 버튼을 눌러 Synology NAS 전원을 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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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 관리

초기 문제해결 가이드
Synology 는 Synology NAS 의 초기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서 유용한 문서 여러 개
를 발췌했습니다 . 문서를 보려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 일반
• NAS 연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Synology NAS 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Synology NAS 초기화 방법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 Synology NAS/IP SAN 에 적합한 HDD 선택 방법

• 불량 섹터 경고 수신 시 드라이브 상태 진단 방법

• 드라이브 오류 수정 및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검색 방법

• Synology NAS 가 설치된 드라이브를 인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드라이브 오류 발생 시 Synology NAS 또는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 메모리

• 내 Synology NAS 에서 메모리 테스트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
• LED

• LED 표시등을 통해 Synology NAS 가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 중임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

• STATUS LED 가 계속 주황색으로 깜박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Synology NAS 전원이 켜지지 않는 이유와 전원 LED 표시등이 계속 깜박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팬

• Synology NAS 에서 어떤 유형의 팬 속도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General_Setup/What_can_I_do_to_troubleshoot_NAS_connection_problems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General_Setup/Why_does_my_Synology_NAS_make_unusual_noises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General_Setup/How_to_reset_my_Synology_NAS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Storage/How_to_choose_the_right_HDD_for_my_Synology_NAS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Storage/How_to_diagnose_drives_health_status_when_receiving_bad_sector_warning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Storage/How_to_fix_hard_drive_failure_and_retrieve_the_data_from_your_hard_drives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Storage/What_should_I_do_when_my_Synology_NAS_cannot_recognize_installed_drives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Storage/How_do_I_know_whether_the_problem_is_with_my_Synology_NAS_or_drive_when_drive_errors_occur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Management/How_can_I_run_a_memory_test_on_my_Synology_NAS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General_Setup/How_do_I_recognize_a_hibernating_Synology_NAS_via_the_LED_indicators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General_Setup/What_can_I_do_if_the_STATUS_LED_keeps_flashing_in_orange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General_Setup/Why_am_I_unable_to_install_my_Synology_NAS_and_why_is_my_power_LED_is_flashing_constantly
https://www.synology.com/knowledgebase/DSM/tutorial/General_Setup/What_type_of_fan_speed_modes_are_available_on_my_Synology_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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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설치가 완료되면 Synology 의 브라우저 기반 운영 체제인 DiskStation Manager(DSM) 를 DS220+ 에 설치하
십시오 .

Web Assistant 를 사용하여 DSM 설치
DS220+ 에는 인터넷에서 최신 버전의 DSM 을 다운로드하여 DS220+ 에 설치하는 데 유용한 Web Assistant 라는 도구
가 기본 제공됩니다 . Web Assistant 를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DS220+ 전원을 켭니다 .

2 DS220+ 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

3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다음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a �nd.synology.com

b synologynas:5000

4 웹 브라우저에서 Web Assistant 가 시작되고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 Synology NAS 를 검색하고 찾습니다 . DS220+ 
상태는 설치되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

DS220+

설치되지 않음

5 연결을 클릭하여 설치 절차를 시작하고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

참고 :

• Synology NAS 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Web Assistant 를 사용하여 DSM 을 설치해야 합니다 .
• 권장 브라우저 : Chrome, Firefox.
• Synology NAS 와 컴퓨터 모두 같은 로컬 네트워크에 있어야 합니다 .

6 설치 프로세스를 마치기 전에 실수로 종료한 경우 패스워드를 비워 두고 admin( 기본 관리 계정 이름 ) 으로 DSM
에 로그인합니다 .

자세한 정보
이제 DS220+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S220+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온라인 리소스는 www.synology.com 을 참조
하십시오 .

Synology NAS 에 DSM 설치 4
장

http://find.synology.com
http://synologynas:5000
http://www.synology.com


SYNOLOGY, INC.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중요주의해서 읽어주십시오: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EULA")은 사용자가 구매한 SYNOLOGY 제품("제품")에
설치되거나 WWW.SYNOLOGY.COM에서 또는 SYNOLOGY가 제공하는 기타 채널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SYNOLOGY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개인 또는 법인)와 SYNOLOGY, INC.("SYNOLOGY")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설치하거나 제품에 연결된 장치에 설치할
경우 본 EULA의 조항에 구속됨을 동의합니다. 본 EULA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WWW.SYNOLOGY.COM에서 또는 SYNOLOGY가 제공하는 기타 채널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마십시오. 대신 재판매업체의 해당 반환 정책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재판매업체로 반환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1. 제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본 EULA 조항과 조건에 따라, Synology는 사용자에게 제품의 허가된 사용과 관련해서만
제품에 로드되었거나 제품에 연결된 장치에 로드된 소프트웨어의 사본 하나를 설치, 실행 및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비독점적 양도 불가의 개인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섹션 2. 문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모든 문서에 대해 합당한 수의 사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내부 비즈니스 용도로만 사본을 사용해야 하며, 하드 카피든 전자 양식으로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재발행 또는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섹션 3. 백업. 사용자는 백업 및 보관 용도로만 합당한 수의 소프트웨어 사본에 대한 백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섹션 4. 업데이트. Synology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또는 원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나 보완을 위해 Synology 웹사이트 
www.synology.com("웹사이트")에서 또는 Synology가 제공하는 기타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업데이트 또는 보충 자료와 함께 별도의 라이센스 조항이 제공되고 해당하는 별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본 EULA의
규제를 받습니다.

섹션 5. 라이센스 제한. 섹션 1, 2 및 3에 따라 본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제품을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한 범위에만 적용되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용자의 전체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Synology는 본 EULA에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보유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제한되지 않고 사용자는 어떠한 제3자에게 다음에 대한 권한을
승인하거나 허가할 수 없습니다: (a) 제품과 관련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사용, (b)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제공, 배포, 리스, 대여, 임대, 양도, 할당 또는 폐기, (c) 본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의 역엔지니어링, 역컴파일, 분해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소스 코드 또는 영업 비밀 해독, (d)
소프트웨어를 변경, 개조, 변형, 번역하거나 소프트웨어의 파생 작업물을 생성, (e) 제품에 명시된 모든 저작권 고지 또는
기타 재산권 고지문을 제거, 변경 또는 훼손, (f)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특징 또는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 Synology에서 이용한 모든 방법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도록 조장. 이 섹션 5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Synology NAS 서버에 호스트된 어떠한 서비스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섹션 6.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는 GNU 일반 공용 라이센스("GPL 구성 요소") 하에 Synology가 사용 허가를 받은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현재 http://www.gnu.org/licenses/gpl.html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L의
조항은 사용자의 GPL 구성 요소 사용과 관련하여 본 EULA가 GPL의 요구 사항과 상충하는 범위에 한해 GPL 구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독점적으로 제한하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구성 요소의 사용에 대해 GPL에 구속됨을
동의합니다.

섹션 7. 감사. Synology는 사용자의 본 EULA 조항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사용자는 Synology에게
사용자의 시설, 장비, 서적, 기록 및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러한 감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Synology에 합리적으로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섹션 8.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는 Synology와 해당 사용권 부여자의 중요한 자산으로, 저작권 및 다른 지적재산권 법률과
협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Synology 또는 해당 사용권 부여자는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고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한과 소유권, 이익을 보유합니다.

섹션 9. 제한 보증. Synology는 본 소프트웨어가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Synology에서 공개한 사양(또는
해당되는 경우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로)을 계속해서 부합한다는 제한된 보증을 제공합니다. Synology는 사용자가 보증 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부적합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Synology에 제출한 경우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Synology의 단독 재량으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모든 부적합성을 수정하거나 앞서 언급한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교환합니다. 다음으로 인해 부적합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서 명시된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w) 본
EULA를 준수하지 않는 사용, 복제, 배포 또는 공개한 경우, (x) Synology 이외의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지정,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 (y) 소프트웨어를 Synology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제공한 제품, 서비스 또는 항목과 조합하여 사용한
경우, (z) 본 EULA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섹션 10. 지원. 섹션 9에 명시된 기간 동안 Synology는 사용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은 서면 요청 시 Synology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섹션 11. 보증 부인 정보. 앞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는 결함이 포함된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에 Synology 및 해당 공급업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에 대한 암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명시적이거나 함축적 또는 법률적, 기타 방식으로 제시되는 다른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제한되지 않고 Synology는 소프트웨어에 버그, 오류, 바이러스 또는 기타 결함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http://WWW.SYNOLOGY.COM
http://WWW.SYNOLOGY.COM
http://www.synology.com/
http://www.gnu.org/licenses/gpl.html


섹션 12. 특정 손해에 대한 부인 정보. 어떠한 경우에도 SYNOLOGY 또는 해당 사용권 부여자는 본 EULA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책임 이론(계약서에 있는지에 관계없음), 불법 행위(부주의 포함), 엄격한 책임 또는 기타 이론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모든 손해와 우발적, 간접적, 특수, 징벌적, 결과적 또는 유사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는 SYNOLOGY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션 13. 책임의 제한. 본 EULA 하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SYNOLOGY 및
해당 공급업체의 책임은 책임 이론(계약서에 있는지에 관계없음), 불법 행위(부주의 포함), 엄격한 책임 또는 기타 이론에
따라 발생한 손해 비용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구입 시 사용자가 지불한 실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앞서 언급한 보증 부인
정보, 특정 손해에 대한 부인 정보 및 책임의 제한은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용됩니다. 일부 주/사법관할의
법률에서는 암묵적 보증의 제외 또는 특정 손해에 대한 제외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본 EULA에
적용되는 범위까지 상기 명시된 제외 및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섹션 14. 수출 제한.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가 미국 수출 제한의 적용을 받음을 인정합니다. 사용자는 미국 수출 관리
규정을 포함하여 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섹션 15. 해지. 본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으면 Synology는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 없이 본 EULA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단하고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과 해당 구성 요소를 파기해야
합니다.

섹션 16. 양도. 사용자는 제품에 사전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 본 EULA 하에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할당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한을 위반하는 그러한 양도 또는 할당은 사용자의 권리를 무효화합니다.

섹션 17. 준거법. 현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이 EULA는 법적 원칙의 충돌에 상관없이 Synology Inc.를
조직하는 데 바탕이 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해석됩니다.

섹션 18. 분쟁 해결. 본 EULA에 관련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소송은 Synology Inc.가 조직되었던
대만 중재 관련법(Arbitration Law)과 해당 강제 규칙의 절차에 의거해서 세 명의 중립 중재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이 중재 활동은 사용자와 Synology 사이에서의 분쟁으로만 제한될 것입니다. 이
중재 또는 이 중재의 일부는 다른 중재 활동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집단별 또는 집단 소송에 기초해서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재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중재 과정은 영어 또는 양측이 동의한
경우 북경 표준어로 실시됩니다. 이러한 조항이 부재할 경우, 귀하는 집단별, 또는 집단 소송 방식을 통한 소송 제기 권리와
귀하가 이 섹션 18의 조항에 부합되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리나 동의의 표명을 명시적, 고의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포함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러한 분쟁, 논쟁 또는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법률 또는 형평법이
Synology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본 EULA의 조항을 실제로 위반하거나 그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섹션의 어떤 조항도
구제책을 모색하거나 그와 같은 다른 권한 및 구제책을 모색하는 Synology의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섹션 19. 변호사 비용. 본 EULA 하에 권리 또는 구제책 시행을 위한 모든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법적 소송에서 승소한 쪽은
승소한 쪽이 부담한 모든 중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됩니다.

섹션 20. 계약 분리. 본 EULA의 어떤 조항이 관할 사법 기관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EULA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시행됩니다.

섹션 21. 전체 협약.본 EULA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Synology와 사용자 간의 전체 협약을 성립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든
이전의 모든 계약, 이해, 협상 및 논의에 우선합니다. 본 EULA의 어떠한 개정, 수정 또는 거부 조항은 양 당사자가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로 간주됩니다.

본 EULA는 영어 버전의 번역본입니다. 영어 버전과 비-영어 버전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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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INC.
제품 제한 보증

이 제한 보증("보증")은 SYNOLOGY, INC. 및 SYNOLOGY AMERICA CORP.을 포함한 해당 계열사(총칭하여
"SYNOLOGY")의 제품(아래 명시됨)에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포장재를 열거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본 보증 조항에 구속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 적용되는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는 이 제한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며 SYNOLOGY는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가끔 이 제품 보증을 조정 및/또는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보증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대리점의 해당 반환 정책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 반환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YNOLOGY의 보증 지원은 모든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고 사용자가 제품을 처음 구매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해당 지원을
요청하면 SYNOLOGY는 사용자에게 이 제한 보증 지원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제품을 처음 구매한
국가는 SYNOLOGY의 내부 기록을 토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1절. 제품

(a) "제품"은 신제품 또는 리퍼브 제품을 의미합니다.
(b) "신제품"은 Synology 브랜드 하드웨어 제품과 공인 Synology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원래 포장에
포함되어 있는 Synology 브랜드 액세서리를 의미합니다. 제품 지원 상태에서 Synology의 "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리퍼브 제품"은 "있는 그대로" 또는 "보증 없이" 판매된 Synology 제품을 제외한 Synology 계열사 또는 공인 Synology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개조된 모든 Synology 제품을 의미합니다.
(d) 기타 정의: "고객"은 Synology 또는 Synology 공인 유통업체나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처음 구입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Synology 또는 Synology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점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과 함께 제공되거나,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했거나 Synology가 제품에 사전 설치한
Synology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에 통합된 모든 펌웨어, 관련 미디어, 이미지,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및 Synology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2절. 보증 기간

(a)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은 고객에게 제공된 구매 영수증 또는 송장에 표시된 구매일로부터 시작되고 각 신제품의 보증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종료됩니다. 제품 지원 상태에서 각 신제품의 보증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퍼브 제품 또는
수리한 부품의 경우 수리한 제품의 잔여 보증 기간 또는 제품을 교체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 긴 기간입니다.
여기에는 매장에서 "있는 그대로" 또는 "보증 없이" 판매된 제품은 제외됩니다. 해당 구매 영수증 또는 송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보증 기간은 당사 내부 기록을 기준으로 제조일로부터 시작됩니다.
(b) "연장 보증 기간": 1 (b)절에서 명시된 적용 가능 제품에 대해 EW201/EW202 선택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EW201/EW202 선택 서비스에 등록된 적용 가능 제품에 대한 2 (a)절에 명시된 보증 기간은 2년까지 연장됩니다. 연장 보증
에서 적용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보증 기간 즉각 종료": Synology 드라이브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보증 기간이 즉시 종료됩니다.
(a)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경우 수명 마모 표시기가 구입한 제품에 장착된 드라이브의 "제품 사양"에서 지정된 제한을
초과하거나 같고 (b) 모든 드라이브 제품의 경우 온도 기록이 구매한 제품에 부착된 "제품 사양"에 명시된 드라이브의 작동
온도 제한과 같거나 초과합니다.

3절. 제한 보증 및 구제책

3.1 제한 보증. 3.2절에 의거하여 Synology는 각 제품이 (a) 제조상의 결함이 없고 (b)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증 기간
동안 Synology가 공개한 제품 사양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함을 고객에게 보증합니다. 해당 제한 보증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이 적용되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고객이 구매한 소프트웨어(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ynology는 "있는 그대로" 또는 "보증 없이" 판매된 리퍼브 제품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 이
제한 보증은 양도될 수 없으며 Synology 계열사, Synology 공인 대리점 및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한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고객이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3절에 명시된 보증이 해지됩니다.

3.2 예외. 상기 보증 및 보증 의무는 (a) 제품, 사양 또는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되거나 사용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오용, 남용 또는 손상된 경우 (b) 사고, 화재, 액체 접촉, 지진, 기타 외부 요인
또는 부적절한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여 손상된 경우 (c) Synology의 승인 없이 분해한 경우 (d) 자재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아닌 경우 포트의 긁힘, 찌그러짐, 플라스틱 파손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일반적인 노후화로 인한 외관상 손상 (e) 일련 번호가 제품에서 제거 또는 훼손되어 식별할 수
없는 경우 (f) 고객이 Synology가 고객에게 제공한 보정, 수정, 보강, 개선 또는 기타 업데이트를 구현하지 못했거나 고객이
제3자가 제공한 보정, 수정, 보강, 개선 또는 기타 업데이트를 구현, 설치 또는 사용하여 손상되거나 고장 난 경우 (g) 제품을
위해 설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액세서리 외 Synology에서 제공하지 않은 항목 설치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거나 호환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품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각 상황에는 Synology의 제품 외관 및 기능에 대한 검사 및 검증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3.3 보증 지원 및 배타적 보상. 고객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보증 기간 내에 3.1절에 명시된 보증과 관련된 부적합성을
통보하고 Synology가 해당 부적합성을 확인한 경우, Synology는 해당 옵션에 따라 (a)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제품을 수리하거나 (b)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c) 3.4절에 따라 전체 제품 반환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또는 부품을
교환합니다. 3.1절에 의거한 보증 위반 또는 제품상의 다른 모든 결함에 대한 Synology의 전체 책임과 고객의 유일한 보상은
앞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Synology가 제품의 부적합성을 진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Synology 제품 또는 백업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할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고객은 제품을 Synology로 반환하기 전에 저장된 데이터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어야 하며, Synology는 보증

https://www.synology.com/products/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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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제품의 모든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으며 데이터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4 반환. 3.3절에 의거하여 고객이 반환하는 모든 제품은 구매 영수증 또는 송장과 함께 Synology의 현재 반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반품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ynology 제품 품질 보증 하자 요구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
청구의 경우 고객은 이 3.4절에 따라 전체 제품을 Synology로 반환해야 합니다. (a) 분해되었거나(Synology의 지시에 의한
분해 제외) (b) 제품에서 일련 번호가 제거 또는 훼손되어 식별할 수 없거나 (c) 부적절한 포장(긁힘 및 변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해 반환 과정에서 손상된 모든 반환 제품은 거부되고 고객 비용 부담으로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모든
제품은 Synology로부터 수령한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되어야 하며 내용물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포장하여 선불
운임으로 Synology에서 지정한 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Synology가 제품을 무사히 수령할 때까지 반환 품목에 대한
보험료 및 손실/손상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5 Synology의 새 제품 또는 리퍼브 제품 교체. Synology가 3.1절에 명시된 본 보증에 따라 제품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Synology는 3.4절에 따라 반환된 제품을 수령한 후 반환된 제품이 보증에 부합되지 않는지 여부를 검증한 다음 Synology가
선택한 배송 방법을 통해 Synology 비용 부담으로 교환 제품을 배송합니다. 리퍼브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기 전에 리퍼브
제품은 Synology의 품질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리퍼브 제품의 일부는 특정 얼룩, 긁힘 또는 기타 경미한 마모 및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Synology는 자유 재량으로 특정 제품에 Synology 교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Synology는 고객이 반환한 부적합한 제품을 수령하기 전에 고객에게 교환 제품을
배송합니다("Synology 교체 서비스").

3.6 보증 면책. 본 보증에 명시된 SYNOLOGY의 보증, 의무 사항 및 책임과 고객에 대한 보상은 독점적인 것으로, 고객은 본
보증 하에 제공된 제품, 동봉된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다른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이에 국한되지
않음) 명시적, 암묵적 또는 법적으로 SYNOLOGY의 다른 모든 보증, 의무 사항 및 책임을 면제, 해제 및 부인합니다. (A)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암묵적 보증, (B) 성능, 취급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암묵적 보증, (C) 침해
또는 남용에 대한 소송, (D) 불법 행위(부주의, 엄격한 책임, 제품 책임 또는 기타 이론에 기반)에 대한 소송. SYNOLOGY는
SYNOLOGY의 제품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정보가 데이터 손실 위험 없이 안전함을 특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SYNOLOGY는 고객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에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주/사법 관할
구역에서는 암묵적 보증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는 상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절. 책임의 제한

4.1 불가항력. Synology는 합당한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원인 또는 조건의 결과(고객의 조치 또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본 보증에서 요구되는 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보증의
기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2 특정 손해에 대한 면책. 어떠한 경우에도 SYNOLOGY 또는 해당 공급업체는 책임 이론(계약서에 있는지에 관계없음),
불법 행위(부주의 포함), 엄격한 책임 또는 기타 이론에 따라 본 보증 하에 제공된 제품, 동봉된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나 다른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모든 손해(데이터, 정보, 수익, 이익 또는 사업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우발적, 간접적, 특수, 징벌적, 결과적 또는 유사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는 SYNOLOGY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3 책임의 제한. 본 보증 하에 제공된 제품, 동봉된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나 다른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이나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SYNOLOGY 및 해당 공급업체의 책임은 책임 이론(계약서에 있는지에 관계없음),
불법 행위(부주의 포함), 엄격한 책임 또는 기타 이론에 따라 발생한 손해 비용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구입 시 고객이
지불한 실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손해에 대한 면책 및 책임의 제한은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용됩니다. 일부 주/사법 관할 법률에서는 특정 손해에 대한 제외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본 제품에 적용되는 범위까지 상기 명시된 제외 및 제한 사항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절. 기타

5.1 재산권. 본 제품 및 함께 제공된 모든 동봉된 소프트웨어와 문서에는 Synology 및 관련 제3자 공급업체, 사용권 부여자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ynology는 본 제품의 지적재산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하며, 본 보증에 의거하여 보증 하에 제공된 제품과 동봉된 모든 소프트웨어나 문서 및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권리나 소유권은 고객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a) Synology 또는 Synology에서 인증한 유통업체나 대리점이 제공한
Synology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의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b) 제품 또는 동봉된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역엔지니어링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Synology의 지적재산권을 남용, 훼손 또는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2 양도. 고객은 Synology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보증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어떠한 권리도 법적으로 할당할
수 없습니다.

5.3 추가 조항 없음. 본 보증에서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각 당사자가 특별히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주문서, 영수증, 수령, 확인서, 서신 등에서 상대방이 명시한 어떠한 조항, 조건 또는 규정이 본 보증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그러한 조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보증이 제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계약
조항 또는 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다른 계약이 본 보증의 절에 우선함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본 보증에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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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됩니다.

5.4 준거법. 현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이 보증은 법적 원칙의 충돌에 상관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고객에게는 미국 워싱턴 주법이, 미국 외 거주 고객에게는 중화민국(대만)의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규약(1980) 또는 후속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5 분쟁 해결. 본 보증, 제품에 대해 Synology에서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 미국 내에 거주하는 고객과 Synology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논쟁 또는 소송은 별도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최신 상업 규칙에 의거한 중재에 의해서 명시적,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이 중재 활동은 단일화된 중재인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며 고객과 Synology 사이에서의 분쟁으로만 단일하게 제한됩니다. 중재 또는 이 중재의 일부는 다른
중재 활동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집단별 또는 집단 소송에 기초해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양측의
요청에 의해서 중재인이 결정한 방식대로 문서의 제출, 전화, 온라인 상, 또는 직접 출두 등으로 미국 워싱턴주 King
County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미국 또는 미국 외 지역의 중재나 기타 법적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한 모든 중재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 절차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또한 관할 사법 기관에 해당 결정이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부재할 경우, 고객은 집단별, 또는 집단 소송 방식을 통한 소송 제기 권리와 고객이 이 5.5절의 조항에
부합되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리나 동의의 표명을 명시적, 고의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여 법원을
통해서 그러한 분쟁, 논쟁 또는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본
절에서 설명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소송은 중화민국 중재 관련법(R.O.C. Arbitration Law)과 해당 강제 규칙의 절차에
의거하여 세 명의 중립 중재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는 중화민국 대만
타이페이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중재 과정은 영어 또는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북경 표준어로 실시됩니다. 중재
결정은 최종적이어야 하며 당사자는 결정을 따라야 하고 사법 관할 구역 내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또는
형평법이 Synology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본 보증의 조항을 실제로 위반하거나 그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절의 어떠한
조항도 구제책을 모색하거나 그와 같은 다른 권한 및 구제책을 모색하는 Synology의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6 변호사 비용. 본 보증 하에 권리 또는 구제책 시행을 위한 모든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법적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한 모든 중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수취하게 됩니다.

5.7 수출 제한. 사용자는 본 제품이 미국 수출 제한의 적용을 받음을 인정합니다. 사용자는 미국 수출 관리 규정을 포함하여
본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8 계약 분리. 본 보증의 어떤 조항이 관할 사법 기관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보증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시행됩니다.

5.9 전체 합의. 본 보증은 제품과 관련하여 Synology와 고객 간의 전체 협약을 성립하며 이전의 모든 계약에 우선합니다. 본
보증의 어떠한 개정, 수정 또는 거부 조항은 양 당사자가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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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Declaration of Conformity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この装置は、クラス B 機器です。この装置は、住宅環境で使用することを

目的 としていますが、この装置がラジオやテレビジョン受信機に近接して使

用され ると、受信障害を引き起こすことがあります。  

取扱説明書に従って正しい取り扱いをして下さい。                     VCCI 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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