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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 설명서는 Xserve를 랙에 설치하는 방법과 Xserve
내부 부품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Xserve의 포장 풀기와 랙에 설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제 1장을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브 모듈,메모리,PCI카드,전원 공급 장치 또는 시스템 배터리의 설치 또는 교체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제 2장을 참조하십시오.

Xserve사양 요약을 보려면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안전 및 규제 정보를 보려면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Xserve설치 완료 시

처음으로 Xserve를 시동하는 방법,서버 소프트웨어의 구성 방법 및 Xserve사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Xserve사용 설명서(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에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Xserve에 설치된 MacOSXServer소프트웨어에 대해 더 배우려면 MacOSXServer:
GettingStarted(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에 있음)및 MacOSXServer:
ServerAdministratio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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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설정 설명서,Xserve사용 설명서,MacOSXServer:GettingStarted,MacOSXServer:
ServerAdministration 및 기타 서버 설명서는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
사이트에 있습니다.

추가 정보

AppleXserve지원 웹 사이트는 기사,토론 및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한

상세한 제품 정보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합니다.www.apple.com/support/xserve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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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장비 랙에 Xserve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장의 정보는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Xserve에 적당한 위치를 선택하며,랙에 설치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Xserve의 설치가 끝나면 Xserve를 처음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Xserve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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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도구 및 부품
• 중간 크기의(#1)Phillips나사 드라이버

• Xserve와 함께 제공된 슬라이드 레일,레일 확장대 및 지지대 도구

61~74cm  
  (2 )

   
 (2 )

74~91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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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위치 선택하기
Xserve는 랙 설치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다음 단락을 보고 선택하려는 위치가 Xserve의 공간,
전기 및 환경 요구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랙 호환성

Xserve의 종류에 따라 관통형 구멍을 가진 레일 또는 사각형 구멍을 가진 레일을 사용하여,
모든 개방된 또는 닫힌(캐비넷 스타일)48cm너비의 4기둥 랙에 61cm~91cm의 깊이까지

Xserve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Xserve는 4.45cm(1U)의 수직 랙 공간을 차지합니다.

중요사항:사용하는 랙은 ANSI(AmericanNationalStandardsInstitute)/EIA(Electronic
IndustriesAssociation)표준 ANSI/EIA-310-D-92,IEC(InternationalElectrotechnical
Commission)297및 DIN(DeutscheIndustrieNorm)41494에 부합해야 합니다.

랙 안정성

랙이 안정적이고 설치된 장비를 지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합니다.랙에 있는 장비로 작업할 때는

한 번에 한 유닛 이상을 밀어 빼지 말고 모든 다른 장비를 랙에 고정한 상태로 두십시오.

경고:모니터나 다른 기타 장비들을 Xserve위에 놓지 마십시오.무게가 증가하면 랙의 레일이

과중되어 랙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랙이 불안정하면 Xserve와 그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케이스 위에 무거운 것을 놓으면 Xserve내부의 필수 부품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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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공간

공기가 앞에서 뒤로 통하여 Xserve의 열이 식을 수 있도록 합니다.앞면 및 뒷면 패널 및 Xserve의
케이스에 있는 구멍을 막으면 안 됩니다.설치되면 Xserve는 앞으로부터 랙의 바깥 또는 안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Xserve앞에 최소 91cm의 공간을 두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필요한 전력

사용 가능한 회로 및 전력 연결 상태가 Xserve및 랙의 모든 기타 장비의 통합 전력 요구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Xserve의 전력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부록 A를 보십시오.
Xserve와 다른 모든 장비에 대한 전원 연결은 접지되도록 하십시오(지역과 국가 표준에 따라).

Xser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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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환경

랙의 주변 온도가 Xserve및 모든 기타 장비에 대해 지정된 제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Xserve
작동 온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랙 자체와 랙이 위치한 실내가 필요한

온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퉁풍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Xserve설치하기
다음 지침에 따라 장비 랙에 Xserve를 설치하십시오.

설치 요약

1 배송용 보호판을 제거하십시오.

2 랙에 맞는 길이를 가진 한 쌍의 슬라이드 레일을 조립하십시오.

3 랙에 레일을 맞추십시오.

4 레일을 제대로 맞추고 고정하십시오.

5 Xserve를 랙에 미끄러지듯 넣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옵션 부품 설치하기

Xserve내부를 작업하려면,우선 랙에서 제거해야 합니다.Xserve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추가

메모리,PCI카드 또는 기타 내부 부품을 설치할 계획이라면,랙에 Xserve를 설치하기 전후에 할 수

있습니다.부품 설치에 관한 도움말을 보려면 제 2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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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배송용 보호판 제거하기

1 상자에서 Xserve를 꺼내고 평평한 표면에 놓으십시오.

2 보호판의 각 면에 있는 손잡이 나사를 풀고 보호판을 들어올려 제거하십시오.

3 Xserve의 앞면 또는 상단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 막이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참고:광학 드라이브 슬롯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보호대는 제거하지 마십시오.Xserve가 랙에

단단히 고정될 때까지 보호대를 제 위치에 놓아두십시오.보호대를 보관해두었다가 Xserve를
이동하거나 배송을 위해 포장할 때마다 광학 드라이브 슬롯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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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설치 레일 조립하기

Xserve는 표준 앞면 레일과 조합하여 랙에 적합한 길이를 가진 한 쌍의 레일로 만들 수 있는 짧은

확장대와 긴 확장대가 함께 제공됩니다.

1 적합한 후방 확장대를 2개의 앞면 레일에 각각 미끄러지듯 넣으십시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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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랙에 레일을 맞추십시오.
1 조립한 레일을 랙에 놓으십시오(패스너로 고정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지탱됨).레일의 설치

방식은 랙에 따라 다릅니다.

• 관통형 구멍을 가진 랙을 사용한다면 랙 기둥 바깥의 레일 플랜지에서 시작하여 레일을 제 위치에

굳게 누르십시오.

  
   

 .

   .

   
 

 .

    
8  10-32  8  
M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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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구멍이 있는 랙을 사용한다면 기둥 안에 있는 레일 플랜지로 시작하여,각 플랜지에 있는

작은 원형 지지대가 레일로 확장될 때까지 전방 및 후방 기둥 사이에서 레일을 확장하십시오.

2 스페이서(화살표가 위를 향하도록)를 각 레일의 끝에 있는 작은 원형 지지대 위에 미끄러지듯 놓고

나사대를 설치하십시오.

참고:다음 단계에서 레일을 제대로 맞출 때까지 설치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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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레일을 제대로 맞추고 고정하십시오.
Xserve가 랙의 내외부로 쉽게 미끄러지게 하려면 설치 나사를 조이기 전에 지지대를 사용하여

레일을 랙에 위치시키십시오.
1 레일 앞에 지지대를 삽입하십시오.

2 앞면의 설치 나사를 조이십시오.

중요사항:사각형 구멍이 있는 랙을 사용한다면,나사를 조이면서 각 설치 스페이서의 뒷면에 있는

차단대가 랙 기둥의 구멍에 올바르게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3 뒷면의 설치 나사를 조이십시오.

4 지지대를 제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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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Xserve를 레일에 미끄러지듯 넣으십시오.
1 Xserve를 레일의 통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넣으십시오.

중요사항:Xserve의 오른쪽면과 왼쪽면 모두가 레일 통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Xserve를 빼서 한 쪽에 놓고 지지대를 사용하여 레일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십시오.

2 Xserve를 랙 안으로 끝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3 앞면 패널의 양쪽 끝에 있는 나사를 조여서 Xserve를 랙에 고정하십시오.

4 광학 드라이브 슬롯에서 플라스틱 보호기를 제거하십시오.

참고:보호대를 보관해두었다가 Xserve를 다른 위치로 움직이거나 배송을 위해 포장할 때마다

광학 드라이브 슬롯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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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케이블 연결

1 전원 코드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고 철사 클립으로 고정하십시오.

참고: Xserve를 켜기 전에 전원 코드에 연결하면 전원 공급 장치의 팬 및 일부 시스템 상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2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참고:하나의 이더넷 케이블만 사용한다면,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2   1

  / FireWire 800
(2 )

USB 2.0 (2 )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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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키보드,모니터 및 마우스(옵션)연결하기

Xserve에 직접 모니터,키보드 및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또한,ServerAdmin,Server
Monitor,AppleRemoteDesktop및 명령행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모니터나 키보드를

연결하지 않고 Xserve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1 키보드를 뒷면 패널의 USB포트 중 하나에 연결하십시오.

2 마우스를 두 번째 USB포트나 키보드에 연결하십시오.

3 비디오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내장 비디오 카드를 사용하려면,적절한 어댑터를 사용하여 비디오 케이블을 뒷면 패널의 모니터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옵션인 PCI비디오 카드를 사용하려면,모니터의 비디오 케이블을 해당 카드에 연결하십시오.

참고:Xserve에는 미니 DVI대 VGA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미니 DVI대 DVI어댑터는 별도

로 판매됩니다.미니 DVI대 비디오 어댑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모니터를 옵션인 PCI비디오

카드에 연결하려면 다른 어댑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USB 2.0 (2 )

V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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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해야할 일
Xserve의 설치가 완료되면,다음 설명서에서 시동,구성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Xserve사용 설명서, PDF파일(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에 있음)

• MacOSXServer:GettingStarted,PDF파일(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에

있음)

• MacOSXServer:ServerAdministration, PDF파일: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

Xserve시동하기

Xserve사용 설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Xserve조절 장치 및 부품 개요

• Xserve의 시작 및 종료 방법에 관한 정보

• Xserve및 호스팅 서비스의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비결

• 서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재설치 지침

• 일부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서버 소프트웨어 구성하기

Xserve를 처음으로 켜면 ServerAssistant에서 MacOSXServer가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묻습니다.표준 또는 작업 그룹 서버의 설정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GettingStarted를 참조하십시오.원격 설치 및 설정을 포함한 고급 서버의

설정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ServerAdministration을 참조하십시오.Intel기반

Xserve의 추가 설정 정보를 보려면 Xserve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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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드라이브 모듈 및 내부 Xserve부품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Xserve가 랙에 있는 동안 다음의 부품을 추가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 모듈(24페이지)

• 전원 공급 장치(28페이지)

다음 구성요소를 설치하려면 랙에서 Xserve를 제거하여 열어야 합니다.
• 메모리(33페이지)

• PCI카드(38페이지)

• 배터리(44페이지)

Xserve내부를 간단히 살펴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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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살펴보기 -내부 부품

DIMM (8 )

  1  
 2

  
 1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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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장치 베이

Xserve에 1개나 2개의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2개의 공급 장치가 설치되면

이들이 작업량을 공유합니다.1개의 공급 장치가 실패하면 다른 공급 장치가 전체 작업량을

부담합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28페이지의“전원 공급 장치 제거 또는 설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 해제되면 메인 로직 보드에 있는 배터리가 시스템 클럭에 전력을

공급하고 기본 시스템 설정(NVRAM에서)을 유지합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44페이지의

“배터리 교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PCI-X및 PCIExpress카드 슬롯(슬롯 1)
적절한 수직대을 사용하여 이 슬롯에 절반 길이(16.7cm)의 PCI-X또는 PCIExpress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38페이지의“PCI카드 설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PCIExpress슬롯(슬롯 2)
PCIExpress수직대을 사용하여 이 슬롯에 최장 길이(22.8cm)의 PCIExpress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38페이지의“PCI카드 설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DIMM슬롯

이들 슬롯에 쌍으로 800MHzDDR2ECCFB-DIMM(FullyBuffered,Error-CorrectingDual
InlineMemoryModule)을 설치하여 Xserve의 메모리를 최대 32GB(기가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33페이지의“메모리 추가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팬 어레이

팬 어레이는 Xserve의 냉각 공기를 앞에서 뒤로 통하게 합니다.

랙 릴리즈 걸쇠

이 걸쇠는 Xserve를 랙의 중간쯤에 멈추게 합니다.누르면 해제됩니다.

드라이브 베이

SAS(SerialAttachedSCSI)및 SATA(SerialATA)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24페이지의“Apple드라이브 모듈 설치하거나 교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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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드라이브 모듈 설치하거나 교체하기
XserveRAID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Xserve내의 드라이브 모듈을 핫 플러그할 수 있으므로,
Xserve가 작동하는 동안에 이들을 추가,제거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드라이브 핸들의 상태 표시

등이 저장된 정보를 유실하지 않고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줍니다.

XserveRAID카드를 사용한다면 Xserve가 작동하는 동안에 장애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추가,
제거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전체 RAID세트를 교체하려면 먼저 Xserve를 끄고

드라이브를 추가,제거 또는 교체하십시오.

Xserve용 드라이브 모듈에 관하여

Xserve는 SAS(SerialAttachedSCSI)및 SATA(SerialATA)드라이브 모듈을 모두 수용합니다.
XserveRAID카드를 사용한다면 동일한 크기와 유형인 드라이브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드라이브 모듈을 설치 또는 교체하려면,
1 Xserve가 잠겨있다면,케이스 키를 사용하여 앞면 패널의 보안 잠금을 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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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 드라이브 모듈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 모듈을 제거하십시오.

베이에 빈 드라이브 모듈이 있다면 앞면에 있는 핸들을 눌러 튀어 나오게 하십시오.그런 다음,
모듈을 당겨 바깥으로 빼서 안전한 곳에 놓으십시오.

중요사항:빈 드라이브 모듈을 그 상태로 두십시오.항상 빈 드라이브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드라이브 베이에 두어 Xserve가 적절히 통풍되도록 하십시오.

빈 드라이브 모듈을 눌러 핸들이 
튀어 나오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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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에 이미 드라이브 모듈이 있는 경우,

a 현재 베이에 있는 드라이브가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거나 Xserve에 의해 공유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유된 볼륨에 관한 정보를 원하면 Mac OS X Server 설명서를 보십시오.)

b Mac OS X Server 명령행 도구를 사용하거나 볼륨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드라이브에서 호스팅하고 있는 모든 볼륨을 마운트 해제하십시오.

c 드라이브 모듈에 있는 핸들을 눌러 튀어나오게 하십시오.

d 녹색의 위쪽 디스크 상태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핸들을 잡고 드라이브

모듈을 베이 바깥으로 당겨 뺀 다음 잘 보관해 두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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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하고자 하는 드라이브 모듈을 들고 드라이브의 핸들을 눌러 연 다음, 모듈을 베이의 끝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4 앞면 패널과 수평을 유지하면서 핸들을 누르십시오.

디스크 상태등이 녹색으로 빛나며 정상적으로 동작 중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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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장치 제거 또는 설치하기
랙에서 Xserve를 제거하지 않고 뒷면 패널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 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Xserve에 2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다면 즉시 교체 가능합니다. 하나의 전원 공급 장치가

제거되는 중에 Xserve가 다른 하나의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계속 동작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제거하려면,
1 제거하고자 하는 전원 공급 장치의 클립을 풀고 전원 코드를 연결 해제하십시오.

2 핸들을 당겨서 전원 공급 장치를 잠금 해제한 다음 베이 바깥으로 당겨 빼십시오.

     
   .

    
    

     
  .

    
 

경고:동작 중인 Xserve의 전원 공급 장치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경고:최소 750와트의 정격을 가진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이전의 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전원 공급 장치는 최소 750와트 미만의 정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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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려면,
1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에 있는 핸들을 당겨서 열고 베이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 핸들을 눌러 전원

공급 장치를 자리에 고정시키고 잠그십시오.

2 전원 코드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고 전원 케이블의 고정 장치를 전원 코드 위에 끼우십시오.

Xserve가 이미 보조 전원 공급 장치로 작동되고 있다면, 새로운 공급 장치의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작업량을 공유하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Xserve가 켜져 있지

않을 때 전원 코드가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 장치의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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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열기 및 닫기
메모리, PCI 카드 또는 시스템 배터리를 설치 또는 교체하려면 먼저 Xserve를 종료하고 랙에서

제거한 다음 열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Xserve내부 작업하기

Xserve의 내부 부품을 건드리기 전에는 항상 Xserve 섀시를 만져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십시오.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PCI 카드, 메모리 또는 내부 부품의 설치를 마치고 Xserve 
덮개를 교체할 때까지 실내를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정전기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정전기

방지 손목 접지 장치를 착용하고 Xserve의 내부를 만지십시오.

Xserve를 열려면,
1 Xserve를 종료하고(Xserve사용 설명서 참조) Xserve 내부 부품이 식을 때 까지 몇 분

기다리십시오.

2 Xserve 케이스가 잠겨있다면, 케이스 키를 사용하여 앞면 패널의 보안 잠금을 푸십시오.

3 Xserve에서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참고:뒷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작은 나사 드라이버나 기타

평평한 도구를 사용하여 케이블 커넥터의 탭을 아래로 밀어보십시오.

경고:항상 Xserve를 열기 전에 시스템 종료를 하여 내부 구성요소와 설치하고자 하는

구성요소에 손상을 주는 것을 피하십시오. Xserve가 켜져 있는 동안 케이스를 열거나 내부에

부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Xserve를 종료한 후에도 내부 부품들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열기

전에 열을 식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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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면 패널의 양쪽 끝에 있는 손잡이 나사를 푸십시오.

5 손잡이 나사를 잡고 안전쇠가 걸릴 때까지(랙의 중간쯤에) Xserve를 앞으로 당기십시오.

6 안전쇠가 걸리면 보이는 Xserve를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걸쇠를 아래로 누른 다음, Xserve를
랙 레일 바깥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빼십시오. 이 때, 랙에 부하를 주지 않고 Xserve의 전체 무게를

감당하여 빼내야 함을 염두에 두십시오. Xserve를 평평한 표면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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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단 케이스의 뒤쪽에 있는 손잡이 나사들을 풀고 케이스를 뒤와 위 방향으로 밀어서 제거하십시오.

케이스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앞면 패널에 있는 케이스 잠금 장치를 확인하십시오.

중요사항:정전기로 인한 Xserve 부품의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정전기 방지 손목 접지 장치를 착용

하고 Xserve의 내부를 만지십시오.

8 Xserve 내부의 작업이 완료되면 케이스를 재장착 및 고정하고 Xserve를 랙에 다시 밀어 넣은 다음, 
앞면의 손잡이 나사를 조여서 랙에 Xserve를 고정하십시오. 서버가 잠겨있다면, 케이스 키를

사용하여 앞면 패널의 보안 장치의 잠금을 푸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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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추가하기
Xserve에는 8개의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ECC(Error-Correcting Code)
(800MHz DDR2 ECC FB-DIMM)를 사용하는 두 개의 FB-DIMM에 최소 1GB(기가바이트)의
메모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성능과 용량을 향상시키려면 추가 DIMM을 설치하여 최대 32GB의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8개의 메모리 슬롯에는 DIMM 1에서 DIMM 8까지 레이블이 붙여져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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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용 메모리에 관하여

Xserve에서 다음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00MHz DDR2 ECC FB-DIMM

• 일치하는 쌍으로 1GB, 2GB 또는 4GB(최적은 4개 또는 8개의 동일 DIMM)

• ECC(Error-Correcting Code)

중요사항:Apple은 Apple에서 승인한 FB-DIMM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FB-DIMM은

Xserve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Xserve 시스템의 DIMM은 이 Xserve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참고:Apple에서 권장한 DIMM 이외의 항목을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메모리 제조업체가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사양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DIMM이 올바른 타이밍 모드를 지원하는지, SPD(Serial Presence Detect) 기능이 JEDEC 
사양에 맞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IMM의 호환성을 확인하려면 Apple의 웹 사이트,
www.apple.com/guide 사이트에 있는 Macintosh Product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pple
Store, www.apple.com/kr/store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Apple 인증 메모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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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규칙

DIMM은 항상 쌍으로 설치해야 하며, 각 쌍의 DIMM은 동일해야 합니다. 첫번째 쌍은 슬롯 1과
2에 설치됩니다. 다음 쌍은 슬롯 3과 4에 설치하십시오. 나머지 쌍은 슬롯 5와 6, 그리고 슬롯 7과
8의 순서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위해

최고의 성능을 위해 8개의 동일한 DIMM을 슬롯 1에서 8까지 설치하십시오. 서로 일치하는 8개의

DIMM이 없다면, 4개의 동일한 DIMM을 슬롯 1에서 4까지, 나머지 4개의 동일한 DIMM 세트를

슬롯 5에서 8까지 설치하십시오.

슬롯 5에서 8에 DIMM을 설치하기 전에 항상 슬롯 1에서 4를 먼저 채우십시오. 슬롯 1에서 4를
채운 후에, 슬롯 5와 6에만 쌍으로 설치하는 대신 슬롯 5에서 8에 4개의 전체 DIMM 세트를

추가하십시오.

  2  
DIMM   . 

 2   
 .

( )

1 2 3 4 5 6 7 8

(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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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를 설치하려면,
1 메모리 설치 규칙을 검토하고 올바른 유형의 DIMM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Xserve를 종료하고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중요사항:메모리를 설치 또는 제거하기 전에 Xserve가 꺼져 있는지, 전원 코드가 연결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랙에서 Xserve를 제거하고 여십시오. 지침을 보려면 30페이지의“Xserve 열기 및 닫기”를

참조하십시오.

4 추출 장치를 바깥쪽으로 밀어서 슬롯의 추출 장치를 여십시오.

중요사항:DIMM에 있는 금색 커넥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5 금색 커넥터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로, DIMM을 슬롯에 맞춘 다음 DIMM이 고정되고 추출 장치가

똑바로 닫힐 때까지 양쪽 끝을 똑바로 아래쪽으로 미십시오.

6 두번째 DIMM 쌍 및 추가 쌍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중요사항:반드시 그림에 나온 순서로 DIMM을 추가하십시오.

경고:메모리를 설치하기 전에 항상 5~10분 동안 Xserve의 열을 식히십시오. 이미 설치되어

있는 DIMM 및 DIMM 슬롯 가까이에 있는 기타 부품이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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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카드 설치하기
Xserve에는 2개의 PCI 슬롯이 있습니다.
• 슬롯 1, 절반 길이(16.7cm)의 PCI Express 또는 PCI-X 카드 수용

• 슬롯 2, 최장 길이(22.8cm)의 PCI Express 카드 수용

카드를 설치하려면 먼저 일치하는 수직대에 카드를 넣은 다음, 수직대를 슬롯 안에 설치하십시오.
설치할 수 있는 카드의 유형은 사용하는 수직대에 따라 다릅니다.
• PCI Express x16 수직대는 슬롯 2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PCI Express 카드만 수용합니다.

• PCI Express x8 수직대는 슬롯 1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PCI Express 카드만 수용합니다.

• PCI-X 수직대는 슬롯 1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PCI-X 카드만 수용합니다.

PCI Express x8  PCI Express x16  

PC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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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용 PCI카드에 관하여

Xserve는 다음 사양에 준하는 PCI 카드를 수용합니다.

슬롯 1
• 64비트 PCI-X 133MHz 카드(PCI-X 수직대 사용)

• 32비트 또는 64비트 33, 66 또는 100MHz PCI 또는 PCI-X 카드(3.3볼트 범용 신호 지원)

• PCI Express 수직대를 사용하는 x8 PCI Express 카드

• 16.7cm의 최대 길이

• 25와트의 최대 전력 소모량

슬롯 2
• x16 PCI Express 2.0 카드

• 22.8cm의 최대 길이

• 25와트의 최대 전력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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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카드를 설치하려면,
1 Xserve를 종료하고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중요사항:PCI 카드 또는 수직대를 설치 또는 제거하기 전에 Xserve가 꺼져 있는지, 전원 코드가

연결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랙에서 Xserve를 제거하고 여십시오. 지침을 보려면 30페이지의“Xserve 열기 및 닫기”를

참조하십시오.

  1
(PCI Express x8  PCI-X)

  2
(PCI Express x16)

경고:PCI 슬롯을 만지기 전에 항상 5~10분 동안 Xserve의 열을 식히십시오. 슬롯 가까이에

있는 부품이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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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직대의 받침대를 뒷면 패널에 고정하고 있는 2개의 나사를 풀고 받침대와 수직대를 슬롯의

위쪽과 바깥쪽으로 가볍게 당겨 빼십시오.

 

제 2장 부품 설치 또는 교체하기 41



4 수직대의 받침대에 있는 나사를 제거하고 포트 접근 덮개를 제거하십시오.

5 수직대 슬롯에 PCI 카드를 설치하고 나사를 원래 자리에 조여서 카드를 수직대에 고정시키십시오.

PCI 

P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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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직대를 메인 로직 보드에 있는 슬롯에 맞춘 다음 눌러서 고정시키십시오.

7 수직대의 받침대를 뒷면 패널에 고정하는 나사를 조이십시오.

8 Xserve를 랙에 다시 설치하고 시동하십시오.

9 카드를 구성하십시오.

이더넷 카드를 구성하려면 System Preferences(시스템 환경설정)의 Network(네트워크) 패널을

여십시오.

Fibre Channel 카드를 구성하려면 Fibre Channel Utility(Fibre Channel 유틸리티)를 여십시오.

SCSI 카드를 구성하려면, Disk Utility(디스크 유틸리티)를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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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하기
Xserve는 CR2032 리튬 코인 셀 배터리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날짜와

시간과 같은 설정을 유지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예기치 않게 변경되었거나 기타 시스템 설정이

유실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교체 배터리를 구입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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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교체하려면,
1 Xserve를 종료하고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중요사항: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Xserve가 꺼져 있는지, 전원 코드가 연결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랙에서 Xserve를 제거하고 여십시오. 지침을 보려면 30페이지의“Xserve 열기 및 닫기”를

참조하십시오.

3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슬롯 2에 있는 PCI 카드를 제거하십시오.

4 다 쓴 배터리를 용기에서 밀어 빼내십시오.

5 새로운 배터리를 양극(+)이 위로 향하게 한 채로 용기에 넣으십시오.

6 PCI 카드를 제거했다면 다시 설치하십시오.

7 Xserve를 닫고 랙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중요사항:제조업체의 지침 및 지역 환경법에 따라 기존의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이 설명서의 뒷

부분에 있는 Regulatory Compliance Information에서 배터리 폐기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경고:폭발 위험을 방지하려면 CR2032 유형의 배터리로만 교체하십시오.

경고: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항상 5~10분 동안 Xserve의 열을 식히십시오. 배터리 슬롯

가까이에 있는 부품이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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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높이: 4.4cm(1U)

• 폭:표준 48cm랙 설치용 44.7cm

• 길이:76.2cm

무게

• 14.4kgDIMM2개,드라이브 모듈 1개 및 전원 공급 장치 1개

• 17.4kgDIMM8개,드라이브 모듈 3개 및 전원 공급 장치 2개

동작 환경

• 동작 온도:10°~35°C(50°~95°F)

• 저장 장치 온도:–40°~47°C(–40°~116°F)

• 상대 습도:5%~95%(비농축)

• 높이:0~3048m

프로세서

• 2.4GHz또는 3.0GHz쿼드코어 IntelXeon5400프로세서 1개 또는 2개.

• 프로세서당 12MB(메가바이트)공유 캐시

• 프로세서당 독립 1.6GHz(기가헤르츠)시스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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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Random-AccessMemory)
• 800MHzDDR2ECCFB-DIMM(Error-CorrectingCode를 사용하여 주소 및 데이터 보호된

FB-DIMM(fullybuffereddualinlinememorymodule))

• 쌍으로 1GB,2GB또는 4GBDIMM을 수용하는 DIMM슬롯 8개를 통해 최대 32GB의
SDRAM지원

광학 드라이브

• 슬롯 로딩 방식의 8X듀얼 레이어 SuperDrive(DVD-RWDL/DVD-RW)

• 지원되는 디스크 유형:CD-RRW,DVD-R,DVD-RW,DVD-RDL및 DVD-RWDL

• 지원되는 디스크 규격:12cm

PCI-X및 PCIExpress확장 슬롯 1
• 일치하는 수직대에 x8PCIExpress또는 PCI-X133MHz카드를 수용

• 3.3볼트 범용 신호를 지원하는 기존의 32비트 및 33/66/100MHz카드와 호환

• 최대 카드 길이:16.7cm

• 최대 전력 소모:25와트

PCIExpress확장 슬롯 2
• 일치하는 수직대에 x16PCIExpress2.0카드 수용

• 최대 카드 길이:22.8cm

• 최대 전력 소모:25와트

시스템 배터리

• 수명이 긴 CR2032리튬 코인 셀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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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 IEEE802.3호환

• 최대 케이블 길이:100m(미터)

• 커넥터:10Base-T,100Base-TX및 1000Base-T용 RJ-45

• 미디어,10Base-T:최대 100m의 2페어 카테고리 3또는 그 이상 UTP

• 미디어,100Base-TX:최대 100m의 2페어 카테고리 5UTP

• 미디어,1000Base-T:최대 100m의 4페어 카테고리 5및 6UTP

• 채널 속도:10Base-T,100Base-TX및 1000Base-T의 IEEE자동 절충

FireWire
• 데이터 전송률:초당 100,200,최대 400및 최대 800메가비트

• FireWire800포트 2개

• 적절한 케이블을 사용하면 해당 FireWire포트는 모든 FireWire장비와 동작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여 9핀 포트를 4핀,6핀 또는 9핀 장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전압 범위:대략 12~30V

• 출력 전력 범위:최고 15W

USB
• USB2.0지원

• 3개의 외장형 USB(UniversalSerialBus)유형 A포트

• 각 포트는 각각 480Mbit/s(초당 메가비트)USB채널

• 총 2.5A(암페어)에 대해 포트당 5V에 500mA(밀리 암페어)사용 가능

• 모든 포트는 1.5W공급 가능(그런 다음 다른 2개의 포트가 500mW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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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 1개 또는 2개의 750와트 전원 공급 장치

• AC라인 입력:100~240VAC(교류),단상,50~60Hz(헤르츠)

• 최대 AC라인 전류:9A(100~127V)또는 4.5A(200~240V),두 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들이 부하를 분할

직렬 포트

• 9핀 D커넥터

• 핀 신호

1:수신된 라인 신호 감지기(RLSD)

2:수신된 데이터(RD)

3:전송된 데이터(TD)

4:DTE준비(DRTCD)

5:신호 기반(SGND)

6:DCE준비(DCRCC)

7:전송 요청(RTS)

8:전송 지우기(CTS)

9:링 표시기(RI)

1 2 3 4

6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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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정보
사용자 자신과 장비의 안전을 위해,항상 다음을 예방 조치하십시오.

중요사항:컴퓨터에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전원 코드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적어도

전원 코드의 한 쪽을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범위에 두어,필요할 때 Xserve에 연결된 코드의

연결을 끊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코드가 아니라 플러그를

잡아당기십시오.)

• 부품을 제거하고자 할 때(케이스가 열려 있는 동안 코드를 연결하지 않은 채로 두십시오.)

•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마모되었거나 손상되었을 때

• 케이스에 무엇인가 엎질렀을 때

• Xserve가 빗물이나 기타 과도한 습기에 노출되었을 때

• Xserve를 떨어뜨렸거나 케이스가 손상되었을 때

• Xserve를 서비스하거나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심될 때

• 케이스를 청소하고자 할 때(뒤에 명시된 권장 절차 로만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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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Xserve를 세면기,욕조,샤워장 등 물기가 많은 곳에서 멀리 두십시오.

• Xserve를 비나 눈과 같이 물기가 있는 날씨나 습기를 피해서 두십시오.

• Xserve를 벽면의 소켓 또는 다구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모든 설치 지침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 사용자와 다른 사람들의 참조를 위해 이지침을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 Xserve에 관련된 모든 지침과 경고를 따르십시오.

전기 장비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기술된 서버 모델은 NRTL(NationallyRecognizedTestingLaboratory)에서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장비와 함께 사용하도록 인증되었습니다.

Xserve취급하기
이들 지침에 따라 Xserve와 컴퓨터의 부품을 취급하십시오.

• Xserve에서 랙을 제거하였을 경우,견고하고 평평한 바닥에 두십시오.

•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을 때에는 항상 케이블에 연결된 커넥터를 잡으십시오(코드가

아닌 플러그).

경고:모니터나 다른 기타 장비들을 Xserve위에 놓지 마십시오.무게가 증가하면 랙의 레일이

과중되어 랙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랙이 불안정하면 Xserve와 그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케이스 위에 무거운 것을 놓으면 Xserve내부의 필수 부품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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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디스크,VGA모니터,FireWire,이더넷 및 USB장비와 같은 일부 부품 및 케이블은

Xserve가 켜져있고 작동 중에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포트에 커넥터를 연결할 때 절 과도한 힘을 주지 마십시오.커넥터와 포트가 쉽게 연결되지

않을 경우,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커넥터가 포트에 맞는지 그리고 커넥터를 포트에 해

똑바로 위치 시켰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Xserve나 다른 부품들에 어떤 음식이나 액체도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만일 엎질렀을

경우,즉시 Xserve를 끄고 엎지른 것을 청소하기 전에 전원 연결을 끊으십시오.Apple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Xserve를 검사하거나 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 Xserve및 서버 부품들을 직사광선과 비 또는 기타 수분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 모든 통풍구 입구가 깨끗하고,막혀 있지 않도록 유지하십시오.공기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부품들이 과열되어 손상을 주거나 예측할 수 없는 동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광학 드라이브 보호하기
광학 드라이브를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려면,
•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경우,시스템을 시동할 때 마우스 단추를 눌러서 디스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연결된 마우스가 없다면,앞면 패널의 조절기를 사용하여 광학 드라이브로부터

시동하여 디스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지침을 보려면 Xserve사용 설명서(AdminToolsand
XserveDiagnostics CD에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을 종료하기 전에 디스크를 추출하고자 할 것입니다.

부록 B안전 및 관리 53



전원 공급 장치
Xserve의 전원 공급 장치는 고전압 부품이고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 있을 지라도,어떠한 이유에서

도 열어서는 안 됩니다.만일 전원 공급 장치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Apple공인 판매상 또는

Apple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Xserve청소하기
Xserve의 외부를 청소할 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수칙을 따르십시오.
• 물에 적신 부드럽고 보푸라기가 없는 천을 사용하여 외부를 청소하십시오.어떤 입구에라도

습기가 차는 것을 막으십시오.

• 에어로졸 스프레이,솔벤트 또는 연마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Xserve케이스 청소하기

케이스를 청소하려면 다음을 이행하십시오.
1 컴퓨터를 완전히 끈 다음,전원 플러그를 연결 해제하십시오(코드가 아닌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2 깨끗하고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표면을 닦으십시오.

Apple과 환경
Apple은 컴퓨터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www.apple.com/about/environment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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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에 대한 건강 관련 정보
부분의 경우,여러분은 동일한 네트워크상의 관리 컴퓨터와 같은 원격 위치에서 Xserve를

설정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만일 장시간 동안 서버 랙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근육의 통증,
눈의 피로 또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기타 불쾌함을 피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서버가 있는 위치에서 가능하다면,견고하고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조정할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하십시오.의자의 뒷면이 사용자의 등 아래 부분(허리 부분)을 받쳐 주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자의 신체에 적절하게 맞도록 등받침을 조정하십시오.

• 서버 위치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어깨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팔꿈치 윗 부분과 팔뚝

부분이 략 직각을 이루고 손목과 손이 거의 직선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모니터와 Xserve에
연결된 키보드의 위치에 따라,의자의 높이를 조정하여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발은 바닥이나 발판에 평평하게 놓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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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ComplianceInformation

FCCComplianceStatement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A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when the equipment is operated in a 
commercial environment.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 manual,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with radio communications. Operation of
this equipment in a residential area is likely to cause
harmful interference, in which case you will be required
to correct the interference at your own expense. 

ShieldedCableStatement&ModificationStatement
This product was tested for EMC compliance under con-
ditions that included the use of Apple peripheral
devices and Apple shielded cables and connectors
between system components. It is important that you
use Apple peripheral devices and shielded cables and
connectors between system component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causing interference to radios, television
sets,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You can obtain Apple
peripheral devices and the proper shielded cables and
connectors through an Apple-authorized dealer. For
non-Apple peripheral devices, contact the manufacturer
or dealer for assistance. 

Important:Changesormodificationstothisproduct
notauthorizedbyAppleInc.couldvoidtheEMC
complianceandnegateyourauthoritytooperate
theproduct.

IndustryCanadaStatement
Complies with the Canadian ICES-003 Class A 
specifications.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A est
conforme à la norme NMB-003 du Canada. 

StatementforNorway
Dette utstyret har blitt evaluert og er egnet for bruk på
et IT-Power-system.

StatementforGermany
Das Produkt ist nicht für den Einsatz an
Bildschirmarbeitsplätzen im Sinne § 2 der
Bildschirmarbeitsplatzverordnung geeignet.

Die arbeitsplatzbezogene Geräuschemission des Gerätes
betragt <70 dB(A).

VCCIClassA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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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R22&EN55022Statement

TaiwanClassAWarning

KoreaClassAWarning

ChinaClassAWarning

LaserInformation

Do not attempt to disassemble the cabinet containing
the laser. The laser beam used in this product is harmful
to the eyes. The use of optical instruments, such as
magnifying lenses, with this product increases the
potential hazard to your eyes. For your safety, have this
equipment serviced only by an Apple-authorized service
provider. 

If you have an internal Apple CD-ROM, DVD-ROM, or
DVD-RAM drive in your computer, your computer is a
Class 1 laser product. The Class 1 label, located in a
user-accessible area, indicates that the drive meets min-
imum safety requirements. A service warning label is
located in a service-accessible area. The labels on your
product may differ slightly from the ones show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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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Makingadjustmentsorperforming
proceduresotherthanthosespecifiedinyour
equipment'smanualmayresultinhazardous
radiationexposure.

Class1label

Servicewarninglabel

Warning:ThisisaClassAproduct.Inadomesticenvi-
ronmentthisproductmaycauseradio
interference,inwhichcasetheusermayberequired
totakeadequatemeasures.



위험성이 높은 활동 경고
본 제품은 핵 시설물, 항공기 운항, 통신 시스템 또는 항공 교통

관제 기계를 작동하는 곳이거나 컴퓨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망,
인명 손상 혹은 심각한 환경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폐기 및 재활용 정보
여러분 지역의 환경법 및 지침에 따라 Xserve 및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Apple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apple.com/environment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uropeanUnion

The symbol above means that according to local laws
and regulations your product should be disposed of
separately from household waste. When this product
reaches its end of life, take it to a collection point 
designated by local authorities. Some collection points
accept products for free. The separate collection and
recycling of your product at the time of disposal will
help conserve natural resources and ensure that it is
recycled in a manner that protects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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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폐기 정보

배터리를 교체할 때, 여러분 지역의 환경법 및 지침에 따라 소모된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California:The coin cell battery in your Xserve contains
perchlorates. Special handling and disposal may apply.
Refer to www.dtsc.ca.gov/hazardouswaste/perchlorate.

Nederlands:Gebruikte batterijen kunnen worden
ingeleverd bij de chemokar of in een speciale 
batterijcontainer voor klein chemisch afval (kca) worden
gedeponeerd.

Deutschland:Das Gerät enthält Batterien. Diese
gehören nicht in den Hausmüll. Sie können verbrauchte
Batterien beim Handel oder bei den Kommunen 
unentgeltlich abgeben.Um Kurzschlüsse zu vermeiden,
kleben Sie die Pole der Batterien vorsorglich mit einem
Klebestreifen ab.

Taiwan:

Apple과 환경

Apple은 컴퓨터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 웹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apple.com/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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