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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주의사항
안전에 대하여
제품 내부로 물건이나 액체가 들어갔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플러그를 뺀
후에 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주십시오.

전원에 대하여
• 제품을 조작하기 전에 작동 전압이 해당 지역의 전압과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작동 전압은 제품 바닥의 기명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전원을 꺼 놓더라도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AC 전원이 제품에
공급됩니다.
•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AC 전원
코드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절대로 코드를 잡아 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뽑아
주십시오.

무선 스피커
사전 주의사항/주요 제원

설치에 대하여
• 경사진 곳에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 내부 과열을 방지하고 제품 사용 수명을 늘리려면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 열원 가까이 또는 직사광선이 닿거나, 먼지가 많이 쌓이거나, 기계적으로 진동 또는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 오작동될 수 있으므로 제품 위에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 제품을 특별 처리(왁스, 기름, 광택제 등)된 표면에 올려 놓을 경우에는
주의하십시오. 표면의 얼룩이나 변색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조작에 대하여
다른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제품을 끄고 플러그를 빼십시오.

클리닝에 대하여
이 제품은 순한 세제를 살짝 적신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으십시오. 연마 패드, 광택분,
시너, 벤젠이나 알코올 등의 용해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Sony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SRS-RA3000

©2020 Sony Corporation

업데이트에 관한 유의 사항
Printed in Malaysia

경고
책장 또는 내장 캐비닛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본 무선 스피커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 위험성을 줄이려면, 무선 스피커의 환기구를 신문, 식탁보, 커튼 등으로 덮지
마십시오. 무선 스피커를 화염원(예를 들면 촛불 등)에 직접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 무선 스피커를 물이 떨어지거나 물이
튀기는 곳에 노출시키지 말고, 본 무선 스피커 위에 물병 등과 같이 액체가 든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무선 스피커 자체가 꺼져 있어도 AC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한 무선 스피커가
주전원에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메인 플러그는 주전원으로부터 무선 스피커 연결을 끊는 데 사용되므로 접근이
용이한 AC 콘센트에 무선 스피커를 연결하십시오.
무선 스피커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AC 콘센트에서 메인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무선 스피커
명판은 무선 스피커의 밑면에 있습니다.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장비는 3 미터 미만의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하였으며, EMC 규정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습 기능에 관한 주의 사항
본 제품에는 방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제품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을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물이 튀기는 곳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욕조, 키친 싱크대, 세탁조, 수영장 등에 가까운 곳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의 방습 성능은 특정 온도/습도 수준하에서의 당사 측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35°C/35% - 95%)

본 제품의 소프트웨어는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자동으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수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자동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본 제품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Wi-Fi 환경과 Google 계정이 필요하며, Google 이용 약관
및/또는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Sony의 EULA
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제품의 소프트웨어는 수시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그러한
자동 소프트웨어의 수신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권장 케이블
호스트 컴퓨터 및/또는 주변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올바르게 차폐되고 접지된 케이블
및 커넥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면책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 일시 중지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Sony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양
스피커 부문
스피커 시스템
패시브 라디에이터 시스템
스피커 직경(대략)
트위터: 17 mm × 2
풀레인지 스피커: 80 mm × 1
입력
아날로그 입력

Wi-Fi 부문
호환 표준
IEEE802.11 a/b/g/n
무선 주파수
2.4/5 GHz 밴드

BLUETOOTH® 부문
통신 시스템
BLUETOOTH 사양 버전 4.2
출력
BLUETOOTH 사양 Power Class 1
최대 통신 범위
가시거리 약 30 m*1
주파수 대역
2.4 GHz 대역(2.4000 GHz - 2.4835 GHz)
변조 방식
FHSS
호환되는 BLUETOOTH 프로파일*2
A2DP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
AVRCP (Audio Video Remote Control Profile)
지원되는 코덱*3
SBC*4, AAC*5
전송 대역폭(A2DP)
20 Hz - 20,000 Hz (44.1 kHz 샘플링)
*1 실제 범위는 제품과 장치 간의 장애물, 전자레인지 주변의 자기장, 정전기, 수신 감도, 안테나
성능,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2 BLUETOOTH 표준 프로파일은 장치 간의 BLUETOOTH 통신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3 코덱: 오디오 신호 압축 및 변환 형식
*4 하위 대역 코덱
*5 고급 오디오 코딩

일반

라이선스에 관한 유의 사항
이 제품에는 Sony가 해당 저작권 소유자와의 사용권 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URL에 액세스하여 라이선스 내용을 읽으십시오.
https://rd1.sony.net/help/speaker/sl/20ra/

이 제품을 의료 기기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이 제품(부속품 포함)은 심장박동기, 수두증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가능 차단밸브
또는 기타 의료 기기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이 제품을 놓지 마십시오. 해당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URL에 액세스한 다음 모델 이름 "SRS-RA3000"를
선택하십시오.
URL: http://oss.sony.net/Products/Linux/
Sony는 소스 코드의 내용에 관한 어떠한 문의에도 답변 또는 응답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필요 전력
220 V - 240 V AC, 50 Hz/60 Hz
소비 전력
켜진 상태: 20 W
대기 모드: 0.5 W 이하(절전 모드)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꺼짐으로 설정된 경우)
대기 모드: 2 W 이하*6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켜짐으로 설정된 경우)
크기*7(대략) (w/h/d)
146 mm × 247 mm × 155 mm
무게(대략)
2.5 kg
*6 BLUETOOTH 페어링 이력이 없을 경우 제품은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진입합니다.

GNU GPL/L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공지
이 제품에는 다음 GNU General Public License (이하 "GPL"이라고 함)
또는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이하 "LGPL")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제공된 GPL 또는 LGPL의 조건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획득,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위에 나열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웹에 있습니다.

*7 돌출부 불포함

디자인 및 사양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iPhone/iPod 모델
호환되는 iPhone/iPod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iPhone/
iPod을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호환 기기:
iPhone 11 Pro Max/iPhone 11 Pro/iPhone 11/iPhone XS Max/iPhone XS/
iPhone XR/iPhone X/iPhone 8 Plus/iPhone 8/iPhone 7 Plus/iPhone 7/
iPhone SE/iPhone 6s Plus/iPhone 6s/iPhone 6 Plus/iPhone 6/iPhone 5s/
iPod touch(7세대)/iPod touch(6세대)
참고

이 제품 연결된 iPhone/iPod을 사용할 때 iPhone/iPod에 기록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Sony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potify Connect 사용 방법
전화기, 태블릿 또는 컴퓨터를 Spotify용 리모컨으로 사용하십시오.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 spotify.com/connect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작권 및 상표
• Apple, iPhone, iPod 및 iPod touch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pp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 Made for Apple 배지의 사용은 액세서리가 배지에 명시된 Apple 제품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으며 Apple의 성능 표준을 충족하도록 개발자가 인증한 것입니다. Apple은
이 장치의 작동 또는 안전 및 규제 표준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BLUETOOTH® 워드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가 보유하며
Sony Corporation은 라이센스 하에 이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Wi-Fi® 및 Wi-Fi Alliance®는 Wi-Fi Alliance®의 등록상표입니다.
• Wi-Fi CERTIFIED™는 Wi-Fi Alliance®의 등록 상표입니다.
• Wi-Fi CERTIFIED™ 로고는 Wi-Fi Alliance®의 인증 표시입니다.
• Google, Google Play, Chromecast built-in 및 기타 관련 마크 및 로고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 Spotify 소프트웨어는 아래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https://www.spotify.com/connect/third-party-licenses
• Spotify 및 Spotify 로고는 Spotify Group의 상표입니다.*
*

국가 및 지역에 따라서는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Amazon, Alexa 및 관련된 로고는 Amazon.com, Inc.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 기타 모든 상표 및 상표명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이거나 상표명입니다.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EULA)
중요:
본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귀하의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EULA")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귀하가 본 EULA의 약관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본 EULA의 약관을 수락하지 않으신다면 본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EULA는 귀하와 Sony Home Entertainment & Sound Products Inc.
("SONY") 간의 법적 계약서입니다. 본 EULA는 SONY가 제공한 모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쇄물, 온라인 또는 기타 전자 문서,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작동으로 생성된 모든 데이터 파일(총칭하여 "소프트웨어"라 함)
과 함께 이 장치(SONY의 오디오 장치를 "장치"라 함)에 대한 SONY 및/또는 해당
제3자 라이선스 제공자(SONY 계열사 포함) 및 그들의 각 계열사(통칭하여 "제3자
공급자들"이라 함)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내에 별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GNU General Public license 및 Lesser/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별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제외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본 EULA의 약관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별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법 및 국제 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권
소프트웨어(모든 이미지,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음악, 텍스트 및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애플릿"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은 SONY 또는 하나 이상의 제3자 공급자들이 소유합니다.
라이선스 부여
SONY는 귀하가 본 장치와 관련하여 그리고 귀하의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SONY 및
제3자 공급자들은 본 EULA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명시적으로 보유합니다.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게시, 개조, 재배포, 소스 코드의
파생, 수정, 역설계, 디컴파일 또는 해체하거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의도적으로
2차적 저작물이 촉진되지 않은 한 소프트웨어로부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2차적 저작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권한 관리
기능을 수정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기능이나 보호 또는 소프트웨어와 작동이 연계된 어떠한 메커니즘도 우회, 수정,
무산 또는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는 SONY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하나 이상의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개별 구성 요소를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상표 또는 고지도 제거, 변경, 가림 또는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 배포, 대여, 임대, 서브 라이선스
부여, 할당, 양도 또는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 이외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기타 제품은 공급자들
(소프트웨어 공급자들, 서비스 공급자들 또는 SONY)의 재량에 따라 막히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SONY 및 해당 공급자들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기타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중단 또는 수정없이 작동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외 소프트웨어 및 오픈 소스 구성 요소
전술한 제한된 라이선스 부여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제외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특정 제외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오픈 소스 구성 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에
의해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승인된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또는
그러한 라이선스 하에 허가된 소프트웨어의 배포 조건으로 배포자가 소스 코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라이선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당히 유사한 모든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범위
공개가 필요한 경우 www.sony.net/Products/Linux 또는 기타 SONY가 지정한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해당 오픈 소스 구성 요소 목록과 사용을
규율하는 해당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용 약관은 귀하에
대한 책임없이 언제든지 해당 제3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라이선스의 이용 약관은 본
EULA의 이용 약관 대신 적용됩니다. 제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의 이용
약관이 해당 제외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본 EULA의 어떠한 제한 사항을 금지하는
한,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제외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픈 소스 구성
요소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의 이용 약관이 SONY가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소스
코드 제공을 제안하도록 요구하는 한, 그러한 제안은 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와 함께 소프트웨어 사용
소프트웨어는 귀하 및/또는 제3자가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보기, 저장, 처리 및/
또는 사용을 하는 데 귀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법 및/또는 계약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러한 콘텐츠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계약을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SONY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저장, 처리 또는 사용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한 백업 및 복원 빈도 계산, 데이터 복원 활성화 요청
거부,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 EULA 해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콘텐츠 서비스
또한 소프트웨어가 하나 이상의 콘텐츠 서비스("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사용 가능한
콘텐츠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서비스의 사용과
해당 콘텐츠는 해당 콘텐츠 서비스의 서비스 약관에 따릅니다. 그러한 약관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면 귀하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귀하는 SONY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제3자 서비스 제공자들")를 통해 제공되는 특정 콘텐츠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서비스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및 제3자 서비스
귀하는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려면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모든 제3자 수수료 지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방송 요금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작동은 귀하의 인터넷 연결 및 서비스의 기능, 대역폭 또는 기술적 한계에 따라
한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연결의 제공, 품질 및 보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수출 및 기타 규정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국가와 관계 당국의 관련 수출 및 재수출 제한과
규정을 준수하며, 소프트웨어를 금지된 국가 또는 그러한 제한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고위험 활동
소프트웨어는 내결함성이 없으며, 소프트웨어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심각한 물리적 또는 환경적 손해("고위험 활동")가 발생할 수 있는 핵 시설, 항공기
운항 또는 통신 시스템 운영, 항공 교통 관제, 직접적인 생명 지원 장치 또는 무기
시스템과 같이 고장 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위험한 환경에서 온라인 제어 장비로
사용되거나 재판매되도록 설계되거나 제작되거나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SONY, 각
제3자 공급자들 및 각각의 각 계열사는 고위험 활동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또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증 제외
귀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귀하가 단독으로 위험을 부담하며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
의무 또는 조건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SONY 및 각각의 제3자 공급자들(본 절에서는 SONY 및 각각의 제3자 공급자들을
총칭하여 "SONY"라 함)은 상품성, 비침해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 의무 또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SONY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증하거나 어떠한 조건
부여 또는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A)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이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업데이트 될 것, (B) 소프트웨어의 작동이 정확하거나 오류가
없거나 모든 결함이 고쳐질 것, (C)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데이터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 (D)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의존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인터넷 포함) 또는 제품(소프트웨어 이외)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중단되거나 수정되지 않을 것, (E) 소프트웨어의 정확성, 정밀성, 신뢰성 또는 기타의
면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의 결과.
SONY 또는 SONY의 공인 대리인이 제공하는 구두 또는 서면 정보 또는 조언은
보증, 의무, 또는 조건을 생성하거나 이 보증 범위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귀하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 수리 또는
교정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SONY 및 각각의 제3자 공급자들(본 절에서는 SONY 및 각각의 제3자 공급자들을
총칭하여 "SONY"라 함)은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의 위반, 계약 위반, 태만,
엄격한 책임 또는 이익 손실, 매출 손실, 데이터 손실, 소프트웨어 또는 모든 관련된
하드웨어의 사용 불가, 고장 시간 및 사용자의 시간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타 법적 이론에 의거하여 모든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손실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EULA의 조항에 따른 책임
총액은 본 장치에 대해 실제로 지불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관할지에서는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배제 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정보, 위치 데이터, 데이터 보안의 사용에 대한 동의
SONY 및 그 계열사, 파트너 및 대리인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귀하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i) 소프트웨어
및 (ii) 귀하의 장치와 소프트웨어("정보")가 상호 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및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수집한 특정 정보를 제3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읽고, 수집하고,
전송하고,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귀하의 장치 및 그 구성 요소와 관련된 고유 식별자;
(2) 장치, 소프트웨어 및 그 구성 요소의 성능; (3) 귀하의 장치 구성,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장치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하는 콘텐츠 및 주변
장치; (4) (x) 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 및 사용 빈도와 (y)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및 주변 장치; 그리고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5) 위치 데이터. 제3자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거나
귀하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소프트웨어의 기능 관리; (b) 소프트웨어의 개선, 서비스,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c) 제3자 서비스 제공자들 및 기타 당사자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 개발 및 향상; (d) 제3자 서비스 제공자들 및 기타 당사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 (e) 관련 법률 또는 규정 준수; (f)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자 서비스 제공자들 및 기타
관계자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귀하에게 제공. 또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
범죄 또는 유해한 행위로부터 자신들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는 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치 정보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 공급자들, 제3자 서비스 제공자들 또는 그 파트너가 그러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 보관, 처리 및 사용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해당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적용을 받음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검토하였고 그러한 활동에 동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SONY, 그 계열사, 파트너 및 대리인들은 귀하가 알거나 동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사용은 SONY 또는 해당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릅니다.
SONY의 현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각 지역 또는 국가의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다음 웹 사이트에서 해당 국가의 웹 사이트로 방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ony.com/locale-selector.
제3자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액세스할 때 귀하가 제공한 개인 식별
정보 및 기타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해당 제3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정보는 귀하의 거주 국가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SONY, 그 계열사 또는 대리인들에게

처리, 저장 또는 전송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귀하의 거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처리되고 저장되거나 이전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법적 권리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SONY는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의
오용의 위험을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
SONY, 제3자 공급자들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들은 귀하가 본 장치로 SONY
또는 제3자의 서버 또는 이와 다른 것과 상호 작용할 때 보안 기능 향상, 오류
수정 및 기능 향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수시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업데이트 또는 수정으로 인해 귀하가
의존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기타
측면의 본질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러한 활동이 SONY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SONY는 귀하의 설치 완료 또는 그러한 갱신 또는
수정 사항을 수락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함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모든 업데이트/수정은 본 EULA의 목적상 소프트웨어로 간주하고
소프트웨어의 일부입니다. 본 EULA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그러한 업데이트/
수정에 동의합니다.
전체 계약, 권리 포기, 분리
본 EULA 및 SONY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수시로 개정되고 변경되며,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귀하와 SONY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SONY가 본
EULA의 모든 권리 또는 조항을 행사 또는 시행하지 않아도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EULA의 어떤 일부가 무효, 불법 또는 시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은 본 EULA의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시행되어야 하며 다른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본 EUL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EULA
는 법 조항의 충돌과 관계없이 일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EULA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일본의 도쿄지방법원의 독점적 재판지를 조건으로 하며 당사자는 그러한
법원의 재판지 및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공정한 조치
해당 국가에 대한 본 EULA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귀하가 본 EULA
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SONY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금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귀하는 SONY
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금지명령 또는 공정한 조치를
구하는 데 동의합니다. SONY는 또한 SONY가 단독 재량에 따라 귀하가 본 EULA
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즉각
해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EULA의 위반 방지 및/또는 시행을
위해 법적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SONY가 법률로,
형평하에 또는 계약하에 가질 수 있는 다른 조치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해지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SONY는 귀하가 해당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EULA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해지의 경우, 귀하는 반드시: (i)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을 중지하고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사본을 파기해야합니다. (ii) 아래의 "
귀하의 계정 책임" 절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
SONY는 SONY가 지정한 웹 사이트에 알림을 게재, 귀하가 제공한 전자 메일 주소로
전자 메일 통보, 귀하가 업그레이드/업데이트를 취득한 프로세스의 일부로 알림
제공 또는 기타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알림 형식으로써 본 EULA의 모든 약관을
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시 SONY
에 연락하여 지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알림의 발효일 이후에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개정에 구속된다는 것에 귀하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자 수혜자
각 제3자 공급자는 해당 당사자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명시된 제3자 수혜자이며
본 EULA의 각 조항을 시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 책임
장치를 구매 장소로 반품하거나 판매하거나 이와 달리 귀하의 장치를 양도하거나
본 EULA가 해지된 경우 귀하는 장치에 설정했거나 본 장치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계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귀하는 SONY 또는
제3자와의 모든 계정의 기밀 유지 및 귀하의 장치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유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본 EULA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각 지역 또는 국가의 해당 연락처 주소로 SONY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웹 사이트에서 해당 국가의 웹 사이트로 방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ony.com/locale-se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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