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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02

전원코드 x 4

※ 제품 설치 전, 상기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이미지는 실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체

제품보증서사용설명서 

제품보증서



제품 설명 03

Rear I/O Connection

Power Switch Button

USB 3.2 Gen1 ports

VGA Header (VGA1)

UID Switch (UID)

Power Switch/LED (PWR BTN1)

Reset Button (RST BTN)

NMI Button

HDD/System Fault LED

IPMI LAN Header

10G LAN RJ-45 Port (X550_LAN1)

10G LAN RJ-45 Port (X550_LAN2)

Dimmer Switch 밝기 조절      (강),       (약)

Magnetic Filter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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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upply x 4eaSub Storage
(2.5” HDD or SSD assemble max 4ea)

Sub Storage
(3.5” HDD or SSD assemble max 8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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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을 왼쪽으로 젖혀 파워를 당겨 빼고 달가닥 소리가 날때까지 밀어서 장착함.

훅을 왼쪽으로 젖혀 트레이를
당겨 빼고 밀어서 장착함.

훅을 오른쪽으로 젖혀 트레이를
당겨 빼고 밀어서 장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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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커버 탈착 방법

탈거

장착

먼지 필터 상단부      형상에 손으로 당기면 필터탈거가능

1 2 3

1 2 3

걸쇠를 홈에
맞추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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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OS

CPU

DEEPGadget 4 Flagship

-

DDR4 ECC/Reg

OPTIONAL
보조 스토리지

Size

POWER

NVMe M.2
주 스토리지

RAM

GPU

869mm × 442.5mm × 399mm
(9U) 869mm+Handle 53mm+
[Option]Lockable wheels 41mm

AMD EPYC™ 7003, 7002 Series

Hot swappable redundant 3,000W×4ea(12kW)

최대 4TB DDR4 ECC/REG

M.2 NVMe SSD 최대 4TB 1ea

최대 224TB (HDD+SDD)

NVIDIA : H100, A100, A6000, A5000
                GeForce RTX 40 Series
AMD     : MI Series, 79 Series



주의 사항 08

1. 제품에 강한 충격 및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제품 위에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액체를 흘렸을 경우, 즉시 전원 코드를 분리하고, 

     매니코어소프트 엔지니어의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전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검증된 주변 장치 및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검증 제품의 사용은 매니코어소프트 제품 성능 및 기능 저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매니코어소프트 제품은 고주파 무선 신호가 사용되므로 근처 전자기기 수신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전자기기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5. 매니코어소프트 제품을 사용자가 임의 개조(불법 개조) 하여 사용할 경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품 보관 장소 변경 시 10℃ 이상 온도 차가 발생할 경우는  제품 내부 및 각 부품에

     습기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관 장소 이동 후 최소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7. 제품 청소 및 업그레이드를 희망하실 경우, 해당 제품을 매니코어소프트(주) 고객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합니다.

9. 다음과 같은 곳에 제품을 놓지 마십시오. 과열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먼지가 많은 곳

        ② 습도가 높은 곳

        ③ 습기나 비에 노출된 곳

        ④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

        ⑤ 기계적 진동이나 충격이 심한 곳

        ⑥ 라디에이터나 송풍 장치 등의 열원 근처

        ⑦ 주위 온도가 35℃보다 높고 0℃보다 낮은 곳

        ⑧ 강한 자석이나 자기가 차단되지 않는 곳(스피커 근처 등)

        ⑨ 냉각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곳(포장 박스, 수납장 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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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 효력
본 보증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부여받은 권리를 통해 매니코어소프트와 함께 상호 원만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매니코어소프트가 인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 외에 어떠한 매니코어소프트 리셀러 및 
직원, 에이전트 또한 본 보증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 보증에 
따른 보증인은 매니코어소프트 또는 승계인입니다.

제품 보증 기간 
・무상 보증 서비스 : 최초 구매일로부터 1년
・유상 보증 서비스 : 최초 구매일로부터 3년

보증기간의 산정
매니코어소프트는 내규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보증 내용

1. 제품의 보증기간은 제품 보증서에 표기된 날짜에 의해서 정한다.
    만약 제품 보증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 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매니코어소프트가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한다.

2. 무상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가정 혹은 사무 이외의 용도(공장, 가상화폐 채굴 등)
     ② 공공장소에서의 설치 및 사용(독서실, 공항 등)
     ③ 정상적인 사용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사용(차량, 선박 등)
     ④ 영업장 또는 영업 용도로의 사용(PC방, 카페, 고객 대기실 등)

3. 보증기간은 중고품(전파상 구입, 모조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 불가 시에도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무상 보증기간 만료 이후, 제품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제품의 상태, 부품 재고 유무에 따름)
     유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무상 보증기간 이내에 부품의 단종 혹은 수급 장애의 이유로 동일 부품 교체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 동급 혹은 상위 부품으로 대체 수리한다.

보증 절차
보증 서비스 진행 전에, 매니코어소프트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증빙자료
 ・제품의 잠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응답
 ・기타 보증 서비스 제공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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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A/S 지점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제품의 저장 매체에 있던 정보가 손실되거나
      공장 초기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제품의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백업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개인 정보 및 보안 관련 자료를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코어소프트는 서비스 받은 제품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 데이터 및 정보의 복구는
      본 보증의 적용 대상 외입니다.

유무상 보증 서비스 기준
・무분별한 보증 서비스 요청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어주시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A/S 연락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니코어소프트 제품 수리가 필요할 시, A/S 지점으로 보내주셔야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S 동안에 발생하는 제품 운송 비용(운송비, 제품 포장비용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무상 보증 수리는 제외)

※ 외견상 보이는 이물질(노랑, 하양, 파랑 등)은 누수 방지를 위하여 약품 처리된 상태이므로
     제품 불량과 무관합니다. 

 ※ 미성년자는 제품 구매가 제한됩니다.

무상 보증 서비스
 제품 보증 기간 이내에 사용설명서에 준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하드웨어 고장 
또는 제조상의 결함

유상 보증 서비스
・제품 구입 후, 해당 제품에 추가로 구성품을 설치(확장) 할 경우
・제품 내부 이물 혹은 먼지 제거 (단, 전기 제품 특성상 세척은 불가)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 위반으로 인한 고장
・제품의 정상적인 노후화로 인해 생긴 마모나 결함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램프류, 필터류, 펌프, Fan 등)
・제품 사용 중, 오류 및 오작동으로 인한 OS 재설치
     (단, 출고 시 설치되었던 소프트웨어만 재설치 가능)
     [서비스 상세 내용은 고객 센터로 문의]

※ 무상 보증 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 보증을 상실할 수 있음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 시 유상 보증으로 변경 조치)

     ① 워런티 스티커 훼손 및 제거가 된 경우
     ② 불안정한 전력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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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공하지 않은 소모품 및 옵션 제품으로 발생된 고장
     ④ 외부의 충격 또는 제품 추락에 의한 손상 또는 고장 발생 시

보증 적용 제외 (유무상 보증 포함)
매니코어소프트는 제품의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든 보증 적용에서 제외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매니코어소프트 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모조품)
・매니코어소프트 엔지니어 외에 제품 수리를 시도했을 경우
・천재지변, 낙뢰, 전쟁, 사고, 오용, 남용, 화재, 액체와의 접촉, 지진, 폭력행위 또는
     기타 유사 사건이나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손상
・사용자가 임의로 제품의 기능이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무단으로 개조한 경우
・매니코어소프트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소프트웨어 포함)에 의한 고장
・환기가 불가능한 상태 등 비상식적 사용 환경에서 제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매니코어소프트 판단하에 고객의 고의성으로 인한 제품의 고장 및 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개조한 경우

보증서에 따른 조치
보증 기간 내에 본 보증서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면 매니코어소프트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부품 고장 시, 새 부품 또는 기존 부품과 동급의 안정성 및 성능을 가진 부품을 사용
     (고객의 동의하)하여 제품을 수리 
・제품에 사용된 교체 부품 및 수리 제품 보증 기간은 교체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단, 교체 받은 이후에 해당 부품이 단종 등의 원인으로 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한정된 보증을 안내하고 A/S 진행될 수 있음)
・부품을 교체 받은 경우, 모든 교체한 부품은 고객의 소유가 되고 교체 처리된 부품은
     매니코어소프트 소유가 됩니다.(단, 유상으로 교체 처리된 부품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음)
※ 제품의 유지 보수 기간 연장을 원하시면 매니코어소프트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반품 안내
・부품 재고 확인을 위하여 제품을 교환/반품하기 전 고객센터로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한 제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제품 하자, 오배송 등)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니코어소프트 고객센터(070-4443-6660)로 
     접수하시면 A/S 엔지니어의 판정을 거친 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교환/환불/수리해 드립니다.
※ 환불 시 구매 영수증 원본 또는 구매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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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반품 배송비
고객님이 받으신 제품 등의 내용이 제품 하자,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교환/반품은 
배송비 무료입니다. 단, 고객님의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반품이 이루어진 경우, 왕복 배송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 불가 안내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제품의 손상 및 훼손이 확인된 경우
・고객의 사용으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시간이 경과되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설치 완료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교환/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품 등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같고, 별도의 하자가 없음에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
・상호명 : 매니코어소프트 주식회사
・대표자 : 박정호
・사업자 등록번호 : 119-86-58192
・홈페이지 : http://www.deepgadget.com
・AS 연락처 : 070-4443-6660
・A/S 메일 문의 : help@manycoresoft.co.kr
・A/S 지점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1,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1108호
・영업일 : 평일 09:30 - 18:30
・휴무일 : 공휴일  /  토요일  /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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