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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본 안내는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의 설치를 계획할 때에 필요한 사양과 사이트
요구조건을 제공합니다.

참고 – 후지쯔 19인치 랙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부위의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SPARC Enterprise 기기 랙 장착 안내서(C120-H016)를 참고하십시오.

안전한 조작을 위해서
본 매뉴얼은 본 제품의 사용과 취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
얼을 잘 읽어 주십시오. 본 매뉴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시와 정보에 따라서 제품을 사
용하십시오. 본 매뉴얼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후지쯔는 사용자와 주위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본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v

관련 문서
모든 SPARC Enterprise 시리즈 매뉴얼의 최신 버전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트
http://www.fujitsu.com/sparcenterprise/manual/
일본어 사이트
http://primeserver.fujitsu.com/sparcenterprise/manual/

타이틀

설명

매뉴얼 코드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제품
안내서

최신 제품 업데이트와 이슈에
관한 정보

C120-E381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시작
안내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가동
하기 위한 문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

C120-E379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개요
안내서

본 서버의 기능에 관한 개요를 제공

C120-E380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설치
안내서

상세한 랙 장착, 케이블 배선, 전원
켜기와 구축 정보

C120-E383

SPARC Enterprise T1000 Server Service
Manual

서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하는 방법 및 서버의 부품을
제거하고 교체하는 방법

C120-E384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관리
안내서

본 서버에 특이한 관리 작업 실행
방법

C120-E385

Advanced Lights Out Management
(ALOM) CMT v1.x 안내서

Advanced Lights Out Manager
(ALOM)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C120-E386

SPARC Enterprise T1000 Server Safety
and Compliance Guide

본 서버에 관한 안전과 수락 정보

C120-E382

SPARC Enterprise 장비 랙 마운팅 설명서

기기 랙을 설치할 때에 고려해야
할 설치 요구조건과 항목을 설명
합니다.

C120-H016

참고 – 제품 참고는 웹 사이트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에 관한 최신 업데이
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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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쯔는 여러분의 비평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본 문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분의 비평과 의견에 대해 감사드릴 것입니다.
"독자의 비평 폼"을 이용해서 비평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문

vii

독자 평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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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현장 계획 안내서
본 안내서에서는 설치 계획 시 필요한 사양과 현장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전 및 준수 정보는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SPARC Enterprise T1000 Server Safety and
Compliance Guide 및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for Hardware Systems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본 안내서에는 다음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2페이지의
2페이지의
3페이지의
4페이지의
4페이지의
4페이지의
5페이지의

"물리적 사양"
"최소 서비스 접근 공간"
"환경 사양"
"전원 요구 사항"
"소음 방출"
"기관 준수 사양"
"일반 현장 준비 관련 사항"

1

물리적 사양
설명

인치

미터

너비

16.8인치

425mm

깊이

18.4인치

467mm

높이

1.75인치, 1 랙 장치

43mm

중량(PCI 카드 및 랙마운트가 없는 경우)

9.30kg

9.3kg

중량(슬라이드 레일이 있는 경우)

10.89kg

10.9kg

최소 서비스 접근 공간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설명

사양

시스템 앞쪽 공간

91cm(36인치)

시스템 뒤쪽 공간

91cm(36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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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양
사양

작동 시

비작동 시

• 5°C - 35°C(41°F - 95°F)

-40 - 60°C

• 고도증가에 따른 최대 감소
온도, 1°C/300미터
(1.6°F/1000 피트)

-40 - 60°C

습도

20 - 80% RH,
비응축,
27°C의 습구 온도,
IEC 60068-2-3&56

98% RH 38°C,
비응축,
IEC 60068-2-3&56

고도

0-3,000미터(0-10,000피트)
IEC 60068-2-13

0-12,000미터(0-40,000피트)
IEC 60068-2-13

진동

0.2G, Swept 사인 5-500-5Hz,
1 octave/분, 전체 축,
IEC 60068-2-13

1.0G, Swept 사인 5-500-5Hz,
1 octave/분, 전체 축,
IEC 60068-2-13

충격

5G(최대치 11밀리초), 반 사인
펄스,
IEC 60068-2-27

30G(최대치 11밀리초), 반 사인
펄스,
IEC 60068-2-27

작동 온도:
• 해수면 900미터
(3000피트)
• 900미터(3000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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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요구 사항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에는 자동으로 전력 범위가 조정되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설명

사양

작동 입력 전압 범위

100 - 240VAC, 50-60Hz
(입력 전압 허용 오차 ± 10%)

최대 작동 입력 전류

2.2A(100 - 120VAC)
1.1A(200 - 240VAC)

정격 작동 입력 전압
최대 작동 입력 전압

180W
220W

일반 열손실
최대 열손실

614BTU/시간(647KJ/hr.)
750BTU/시간(791KJ/hr.)

소음 방출
명시된 소음 방출은 ISO 9296 표준과 일치합니다.
설명

모드

사양

LwAd(1B = 10dB)

작동 소음
유휴 소음

7.7B
7.7B

LpAm(방관자 위치)

작동 소음
유휴 소음

66dB
66dB

기관 준수 사양
기관 준수 사양의 전체 목록은 SPARC Enterprise T1000 Server Safety and Complianc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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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장 준비 관련 사항
사용 중인 환경 제어 시스템에서는 서버에 3페이지의 "환경 사양"에 지정된 제한 사항
을 준수하는 공기 흡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과열을 방지하려면, 가열된 공기가 다음을 향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서버 전면 공기 흡기구
서버 액세스 패널

주 – 서버를 수령하면 설치할 환경에 갖다 놓으십시오. 운반용 상자 안에 놓아둔 채 실
제 설치할 곳에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두면 온도 변화 충격과 이슬 맺힘
현상이 방지됩니다.
서버는 3페이지의 "환경 사양"에 언급된 운영환경 한계에서 작동할 때 모든 기능적 요
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테스트되었습니다. 극한의 온도와 습도 상태에서 컴퓨터 장비를
작동하면 하드웨어 구성요소의 장애 비율이 높아집니다. 구성요소의 장애 확률을 최소
화하려면 최적의 온도 및 습도 범위 내에서 서버를 사용하십시오.

주변 온도
시스템 신뢰성을 위해서는 21°C(°F) - 23°C(73.4°F) 범위의 주변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22°C(71.6°F)에서는 안전한 상대 습도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이 온도 범위 내에
서 작동하면 환경 지원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완충 작용을 합니다.

대기 상대 습도
45% - 50% 범위의 대기 상대 습도 수준이 다음을 위한 데이터 처리 작업에 가장 적합합
니다.
■

부식 방지

■

환경 제어 시스템 고장 시 작업 시간의 완충 작용 제공

■

상대 습도가 너무 낮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 방전에 의한 간헐적인 방해로 인한 고장
방지

상대 습도가 35% 미만인 영역에서는 정전기 방전(ESD)이 쉽게 생성되지만 쉽게 사라
지지 않고, 수준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치명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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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흐름 고려 사항
■

유연한 공기 흐름만 섀시를 통과하게 하십시오.

■

흡입 공기는 서버 앞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와야 합니다.

■

캐비닛 도어와 같이 서버의 유입 및 배출을 위한 모든 통풍구에는 최소한 215cm2
(33.3인치2)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크기는 서버(445mm x 81mm)의 앞뒤쪽에 거친
60%의 개방 영역 천공 패턴(17.5인치 x 3.5인치)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보다 제한적인 공
간 특성의 영향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버를 마운팅할 때 시스템의 앞쪽에 최소한 5mm(0.2인치)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뒤쪽에는 80mm(3.1인치)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 값은 위의 유입 및
배출 공기 저항(가능한 공간)을 기반으로 하며 유입 및 배출 영역에서 공간이 통일되
게 분포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보다 큰 공간 값은 냉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
니다.

주 – 캐비닛 도어 및 서버의 도어로부터의 공간과 같은 유입 및 배출 제한 사항의 조합
은 서버의 냉각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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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공기가 랙이나 캐비닛에서 재순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버 배출구의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케이블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공기가 시스템을 통과한 후의 온도 상승은 약 15°C(59°F)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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