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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용설명서는 Xserve의시동및종료,서버소프트웨어설치및
구성, Xserve의상태모니터링및문제해결방법을설명합니다.

이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Xserve설치 후에 유용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 1장:Xserve기능,조절 도구 및 부품 개요

• 제 2장:처음으로 Xserve를 시동할 때 구성하는 비결과 일반적인 시동 및 종료 지침

• 제 3장:Xserve의 상태 확인 방법

• 제 4장:서버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또는 설치 방법

• 부록:Xserve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 및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원격관리및전원차단작업
원격 서버 관리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ServerMonitor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MacOSXServer와작업하기
Xserve의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MacOSXServer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서버 소프트웨어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
사이트에서 전체 설명서를 보십시오.

추가정보
Xserve의 개봉 및 부품 교체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Xserve설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acOSXServer의 구성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GettingStarted
(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CD에 있음)및MacOSXServer:ServerAdministration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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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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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십시오.

이설명서에관하여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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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있는그림을통해 Xserve의기본조절장치,기능및
구성요소에익숙해질수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Xserve조절 장치,표시등,커넥터 및 기타 기능을 보여줍니다.

참고:Xserve의 일부 구성요소는 여러분이 구입한 구성에 따라 여기에 있는 그림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Xserve살펴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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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살펴보기 –앞면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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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대기 단추 및 표시등

단추를 눌러서 Xserve의 전원을 켜십시오.다른 모든 시스템 종료 방법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약 5초 동안 이 단추를

누르면 Xserve가 강제 종료됩니다.Xserve가 켜져 있고 잠자기 모드가 아닐 때 이 표시등은 밝게 빛납니다.
Xserve가 잠자기 모드일 때는 이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케이스 잠금 및 상태 표시등

이 잠금 장치는 Xserve의 덮개와 드라이브 모듈을 고정합니다.Xserve와 함께 제공된 케이스 키로 잠그고 열 수

있습니다.
SystemPreferences(시스템 환경설정)의 Security(보안)패널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면 케이스 잠금이 사용 중일

때 연결된 키보드 및 마우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고 케이스가 잠겨 있으면(표시등이

켜져 있음)Xserve가 키보드,마우스 또는 즉시 교체 가능한 저장 장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이 장치들을

사용하려면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시스템 표시 단추 및 표시등

문제가 감지될 경우 황색 시스템 표시등이 깜박입니다.또한 이 단추를 눌러 수동으로 켜고 끄거나 Server
Monitor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켤 수 있습니다.이 표시등은 1대 이상의 Xserve와 함께 랙에 각각의 유닛을 놓을

경우 유용합니다.보조 시스템 표시 단추와 표시등은 Xserve의 후면 패널에 있습니다.
시스템 표시 단추를 사용하여,앞면 패널의 시동 옵션을 통해 Xserve를 시동할 수 있는 대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13페이지의“앞면 패널에서 시동 방법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G 이더넷 연결 표시등

두 개의 표시등이 Xserve가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각 표시등은 두 개의 내장형

이더넷 포트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하단 표시등은 포트 1용이며,상단 표시등은 포트 2용입니다.

광학 드라이브

슬롯 로딩 방식의 광학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Xserve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듈 및 표시등

Xserve에 최대 3개의 SATA(SerialATA)또는 SAS(SerialAttachedSCSI)드라이브 모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Xserve가 실행되는 동안에 이 모듈을 제거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드라이브 모듈에는 작동 상태와 디스크

활성을 나타내는 표시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활동 표시등

이들 표시등은 프로세서의 활성 단계를 표시합니다.
이들 표시등을 사용하여,앞면 패널의 시동 옵션을 통해 Xserve를 시동할 수 있는 대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의“앞면 패널에서 시동 방법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USB2.0포트

Xserve의 앞면에 USB2.0연결을 제공합니다.또한 뒷면 패널에도 2개의 USB2.0포트가 있습니다.Xserve에서

이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일부 장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케이스 잠금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1장 Xserve살펴보기 7



Xserve살펴보기 –뒷면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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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콘솔 포트

직렬 장치 또는 직렬 포트를 지닌 컴퓨터를 연결합니다.이 포트는 RS-232연결을 지원합니다.

모니터 포트

이 포트를 사용하여 모니터를 Xserve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Xserve에는 VGA어댑터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DVI어댑터는 별도로 판매됩니다.

확장 슬롯

Xserve에는 2개의 확장 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슬롯 1에는 설치하는 수직대에 따라 PCI-Express또는 PCI-X
카드를 꽂을 수 있습니다.슬롯 2에는 PCI-Express카드를 꽂을 수 있습니다.카드 설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프린트된 Xserve설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G 기가바이트 이더넷 포트

Xserve를 2개의 내장형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고속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이더넷 포트는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는 전송 속도로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각 포트 상단 왼쪽 코너에 있는 녹색 표시등은 포트가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오른쪽의 파란색 표시등은 활성 상태를 표시합니다.
항상 이더넷 케이블을 오른쪽 포트(포트1)에 먼저 연결하십시오.

USB2.0포트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USB장치를 연결합니다.USB2.0포트는 또한 앞면 패널에도 있습니다.Xserve에서

이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일부 장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케이스 잠금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원 공급 장치 및 전원 공급 장치 베이

Xserve용 착탈식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전원 코드가 여기에 연결됩니다.예비용으로 2개의 750W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다른 공급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제거되면 다른 한 쪽에서 Xserve의 모든 부하를

처리합니다.

FireWire800포트

Xserve에 FireWire장치를 연결합니다.Xserve에서 이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일부 장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케이스 잠금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정보 태그

Xserve의 일련 번호와 내장 이더넷 포트의 하드웨어(MAC)주소가 이 탭에 프린트되어 있습니다.서버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설치 및 설정할 때 이 일련 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표시 단추 및 표시등

문제가 감지될 경우 황색 시스템 표시등이 깜박입니다.또한 이 단추를 눌러 수동으로 켜거나 ServerMonitor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켤 수 있습니다.이 표시등은 1대 이상의 Xserve와 함께 랙에 각각의 유닛을 놓을 경우

유용합니다.보조 시스템 표시 단추와 표시등이 앞면 패널에 있습니다.

제 1장 Xserve살펴보기 9



이장은 Xserve를시동하고종료하는방법을설명하며,처음으로

Xserve를시동할때MacOSXServer를구성하는방법도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Xserve켜기
Xserve를 처음으로 켜면 MacOSXServer설정 지원이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묻습니다.

서버소프트웨어구성하기
처음으로 Xserve를 켤 때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준비해두십시오.
• 서버 관리자의 계정 이름과 암호

• MacOSXServer소프트웨어 일련 번호

• IP주소,서브네트 마스크 및 DNS서버를 포함한 기본 네트워크 설정

• 전원 차단 관리 프로세서를 위한 사용자 이름,암호 및 네트워크 설정

• Xserve가 OpenDirectory도메인을 호스팅하는지,기존 도메인에 접속하는지,아니면 로컬

디렉토리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실행하는지 여부

서버 지원을 사용하여 Xserve를 완벽하게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 목록을 보려면 MacOSX
Server:InstallationandSetupWorksheet(MacOSXServer설치 DVD또는 서버 설명서

웹 사이트인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페이지에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또는 작업그룹 서버의 설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GettingStarted
(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에 있음)를 참조하십시오.원격 설치 및 설정을 포함한

고급 서버의 설정 방법 및 자동 설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Server
Administration(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Xserve시동하기 2

10

http://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
http://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
http://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


전원차단관리프로세서구성하기
ServerMonitor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Xserve를 시동,종료 또는 모니터링할 때 Xserve의
전원 차단 관리 프로세서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전원 차단 관리 프로세서에는 자체 관리자 이름,
암호 및 네트워크 설정이 있습니다.이들 설정은 다음 몇 가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MacOSXServer설정 지원의 네트워크 패널을 통한 단계별 방법

• ServerMonitor에서 Server>ConfigureLocalMachine을 선택

• 터미널에서 ipmitool 명령행 도구를 사용

로컬및원격소프트웨어설정
Xserve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하여 로컬로 서버 소프트웨어 설정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나 키보드 없이 Xserve를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Xserve를 연결하고

원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식 가용성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

화면 공유 MacOSX및 MacOSXServer 26페이지의“화면 공유 사용하기”

버전 10.5이상에 포함됨

ServerAssistant MacOSXServer버전 MacOSXServer:GettingStarted(AdminTools
(서버 지원) 10.5이상에 포함됨 andXserveDiagnosticsCD에 있음)또는

MacOSXServer:ServerAdministration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
사이트에 있음)

AppleRemote 별도 판매 MacOSXServer:ServerAdministration
Desktop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

사이트에 있음)

VNC뷰어 소프트웨어 별도 판매 MacOSXServer:ServerAdministration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
사이트에 있음)

Xserve의 직렬 Xserve에 포함됨 27페이지의“직렬 포트를 통해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에 연결 광학 드라이브로부터 설치하기”

원격 설정을 위한 일련 번호

ServerAssistant를 사용하여 Xserve를 원격으로 설정하려면 Xserve하드웨어 일련 번호의 처음

여덟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Xserve일련번호를찾으려면,
n 작은 탭을 당겨서 뒷면 패널에서 시스템 정보 태그를 살짝 빼십시오.

한대이상의 Xserve설정하기
한 대나 두 대의 Xserve시스템을 설정한다면 여러 대의 서버를 설정하는 작업을 간소화하는

MacOSXServer구성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최초 서버 설정에 대한 정보는 MacOSX
Server:ServerAdministration(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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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시동하기
n 앞면 패널의 왼쪽 끝에 있는 전원/대기 단추를 누르십시오.

전원 표시등이 켜지고,Xserve가 시동됩니다.앞면 패널의 상태 표시등은 네트워크,프로세서 및

드라이브 모듈 활동을 나타냅니다.

처음으로 Xserve를 켜는 경우에는 10페이지의“처음으로 Xserve켜기”를 참조하십시오.

원격시동
ServerMonitor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격 위치에서 Xserve를 시동할 수 있습니다.추가

정보를 보려면 ServerMonitor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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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패널에서시동방법선택하기
Xserve앞면 패널의 조절기를 사용하여 특별한 상황에서 유용한 대체 시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면패널에서시동방법을선택하려면,
1 전원이 꺼져 있을 때,전원/대기 단추를 누른 상태로 시스템 표시 단추를 누르십시오.

2 파란색 표시등의 상단 행이 연속적으로 깜박일 때까지 시스템 표시 단추를 계속 누르십시오.

3 시스템 표시 단추를 놓았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눌러서 아래 중 선택하려는 시동 방법에 해당하는

표시등을 켜십시오.

4 결정했으면 시스템 표시 단추를 누른 상태로 맨 위줄에 있는 모든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추에서 손을 떼십시오.

Xserve가 선택한 방법으로 시동됩니다.

  
 

NetBoot 
 

  
  

   
   

 

 
 

   
    

  Net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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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종료하기
Xserve를 종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Xserve를종료하기전에
Xserve가 MacOSXServe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호스팅하고 있다면 ServerAdmin또는

ServerPreferences를 열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십시오.로컬 Xserve에서 이들 응용 프로그램을

열거나 다른 컴퓨터에서 이들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와모니터를사용하여 Xserve종료하기
n Finder에서 Apple()>시스템 종료를 선택하십시오.

Xserve원격으로종료하기
연결된 키보드와 모니터 없이 Xserve를 종료하거나 원격 위치에서 Xserve를 종료하려면,
ServerMonitor응용 프로그램이나 명령행을 사용하십시오.

ServerMonitor를사용하여 Xserve를종료하려면,
n ServerMonitor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목록에서 Xserve를 선택한 다음,Shutdown을 클릭하십

시오.

명령행으로 Xserve를종료하려면,
n 터미널(Terminal)을 열고 SSH를 사용하여 Xserve에 로그인한 다음,시스템 종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 ssh -l user server

$ sudo shutdown -h now

user의 자리에는 Xserve의 관리자 계정 이름이 들어가며 server의 자리에는 Xserve의 DNS
이름이나 IP주소가 들어갑니다.

shutdown 명령 및 기타 명령행 시스템 종료 옵션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터미널에서

man shutdown을 입력하거나 MacOSXServer:Command-LineAdministration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앞면패널에서강제로시스템종료하기
표준 방식을 사용하여 Xserve를 종료할 수 없다면 앞면 패널에 있는 전원/대기 단추를 전원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약 5초)눌러 강제로 종료하십시오.

14 제 2장 Xserve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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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가가까이있건원격위치에있건상태를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Xserve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Xserve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하드웨어 상태 표시등의 설명 및 다양한 내부 온도 및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과 같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MacOSXServer서비스의상태확인하기
이 장은 Xserve하드웨어 상태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합니다.소프트웨어의 상태 및

ServerAdmin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Xserve상에서 MacOSXServer에 의해 호스팅되는

개별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려면 MacOSXServer설명서 모음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로컬및원격모니터링
Xserve가까이에 있다면 앞면 패널에 있는 상태 표시등을 통해 Xserve에 문제가 있는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17페이지의“Xserve상태 표시등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하면 ServerMonitor응용 프로그램을 열어 중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상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1페이지의“ServerMonitor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터미널을 Xserve직렬 포트에 연결하고 명령행 도구를 사용하여 Xserv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20페이지의“직렬 포트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서버 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를 사용하여

MacOSX컴퓨터에 서버 관리 도구를 설치하고 관리자 컴퓨터로 설정하십시오.그런 다음 해당

관리자 컴퓨터에 있는 ServerMonitor를 사용하여 Xserve상태를 확인하거나,Xserve에서

다양한 상태를 감지한 경우 관계자에게 이메일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21페이지의

“ServerMonitor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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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에있는 Xserve식별하기
랙에 여러 대의 Xserve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 표시등을 사용하여 특정 Xserve를 식별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이 표시등을 통해 랙의 다른 쪽에서도 올바른 서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또한,ServerMonitor응용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표시등을 켜서 랙에서 해당 Xserve를
찾을 수 있습니다.

Xserve의시스템표시등을켜거나끄려면,
n 앞면 또는 뒷면 패널에 있는 시스템 표시등을 누르십시오.

시스템표시등을원격으로켜려면,
n ServerMonitor를 열고 목록에서 Xserve를 선택한 다음,“Systemidentifierlight”단추를

클릭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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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상태표시등이해하기
Xserve의 상태 표시등을 통해 드라이브 모듈,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전원 공급 장치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의 상태 및 Xserve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serve의전반적인상태

상태 표시등 색상 의미

전원/대기(앞면) 흰색 Xserve가 켜져 있습니다.

흰색으로 깜박임 Xserve가 잠자기 상태입니다.

케이스 잠금 노란색 잠겨 있습니다.
케이스가 잠겨 있으면(표시등이 켜져 있음)보안 설정에 따라

Xserve가 키보드,마우스 또는 즉시 교체 가능한 저장 장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21페이지의

“키보드 및 마우스 조절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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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표시

상태 표시등 색상 의미

시스템 표시 황색,깜박임과 다음 중 하나:
꺼짐을 번갈아 표시 • Xserve가 경고 상태입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ServerMonitor를 여십시오.
• ServerMonitor를 사용하여 표시등을 수동으로 켰습니다.

노란색으로 깜박임 누군가가 앞면 또는 뒷면 시스템 표시 단추를 눌러 표시등을

수동으로 켰습니다.

프로세서활동상태

상태 표시등 색상 의미

시스템 활동 상태 주기적으로 파란색 프로세서의 활동 상태와 부하량을 나타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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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모듈상태

상태 표시등 색상 의미

드라이브 모듈 상태 녹색 드라이브가 켜져 있고 동작 중입니다.
(상단 LED)

노란색 드라이브가 동작 중이지만 경고 상태입니다.

빨간색 드라이브에 장애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듈 활동 상태 꺼져 있음 Xserve가 현재 드라이브를 읽거나 쓰고 있지

(하단 LED)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파란색 Xserve가 드라이브를 읽거나 쓰고 있습니다.이 표시등이

깜박이면 드라이브를 제거하지 마십시오.추가 정보를 보려면,
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Xserve설정 설명서에서 드라이브

모듈 교체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이더넷연결상태

상태 표시등 색상 의미

이더넷 연결 상태 녹색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 상태가 양호합니다

(앞면 패널) (Xserve가 전송 및 수신 가능).하단 표시등은 포트 1용이며,
상단 표시등은 포트 2용입니다.

이더넷 연결 상태 녹색 연결 상태가 양호합니다(Xserve가 전송 및 수신 가능).
(뒷면 커넥터)

이더넷 활동 상태 주기적으로 파란색 연결이 활성 중입니다.데이터가 전송 중일 때는 불이

(뒷면 커넥터) 들어옵니다.

 1  
( )

 1  
( )

 2  
( )

 2  
( )

  (  2)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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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장치상태

상태 표시등 색상 의미

전원 공급 장치 녹색 AC전원이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 장치에서 DC전원을

(전원 공급 장치의 Xserve구성요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Xserve가 켜져

뒷면 패널) 있습니다.

녹색으로 깜박임 AC전원이 공급되고 있지만 이 공급 장치로부터 Xserve구성

요소로의 전원 공급은 대기 상태입니다(Xserve가 꺼져 있음).

빨간색 전원 코드에서 이 공급 장치로 AC전원이 공급되고 있지

않거나 이 전원 공급 장치가 고장입니다.다른 전원 공급

장치에서 Xserve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직렬포트사용하기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컴퓨터나 터미널을 Xserve직렬 포트에 연결한 다음,
명령행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ZTerm과 같은 터미널 에뮬레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Xserve
직렬 포트를 통해 통신할 수 있습니다.MacOSX과 함께 제공되는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직렬 포트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나 터미널을 다음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패리티 없이 8데이터 비트를 사용하여 초당 57.6KB

직렬 포트에 연결하기

직렬 대 USB어댑터를 통해 9핀 직렬 널(Null)모뎀 케이블 또는 직렬 포트 집선 장치를 사용하여

Macintosh컴퓨터를 직렬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렬 포트 커넥터에 대한 핀 지정 정보를 보려면,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프린트된 Xserve설정

설명서의 사양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명령행 도구에 관하여

명령행 도구를 사용하여 Xserve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
Command-LineAdministration(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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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에대한물리적인접근조절하기
Xserve의 케이스 잠금을 사용하여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 모듈의 제거 방지

• 상단 덮개의 개방 방지

• 연결된 키보드,마우스 또는 시스템 환경설정에서 설정한 기타 USB장비를 비활성화

키보드및마우스조절하기
케이스 잠금을 통해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를 비활성화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및마우스를비활성화하려면,
n SystemPreferences를 열고 Security를 클릭한 다음,“Disablemouseandkeyboardwhen

Xserveenclosurelockisengaged.”(Xserve케이스 잠금이 잠겨 있을 때 마우스와 키보드

비활성화)체크상자를 클릭하십시오.

원격으로 Xserve모니터링하기
ServerMonitor응용 프로그램 또는 터미널에서 명령행을 사용하여 원격 컴퓨터에서 Xserve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rverMonitor사용하기
Xserve에는 ServerMonitor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ServerMonitor는
/Applications/Server/및 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ServerMonitor를 사용하여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을 포함하여 Xserve및 해당 구성요소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 모듈 상태

• 전원 공급 장치 상태 및 시스템 내부 전압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태 및 활동 수준

• 중요한 내부 부품의 온도

• 냉각 팬 상태

•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Xserve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동 시간

• Xserve상에 실행 중인 MacOSXServer버전

• 각 슬롯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의 용량과 유형

• 각 드라이브 모듈의 모델 및 용량

• Xserve종료,시동 또는 재시동

• Xserve용 AppleSystemProfiler(시스템 정보 보기)보고서 생성

• Xserve상태의 변경에 대한 응답 이메일 통보 전송

ServerMonitor를 Xserve또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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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에 연결하기

ServerMonitor에 있는 서버 목록에 Intel기반의 Xserve를 추가하려면,Xserve에 있는 전원

차단 관리 프로세서의 네트워크 주소,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십시오.전원 차단 관리

프로세서에는 자체 관리자 이름,암호 및 네트워크 설정이 있습니다.이들 설정은 다음 몇 가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MacOSXServer설정 지원의 네트워크 패널을 통한 단계별 방법

• ServerMonitor에서 Server>ConfigureLocalMachine을 선택

• 터미널에서 ipmitool 명령행 도구를 사용

로컬 Xserve에서 ServerMonitor를 사용한다면 127.0.0.1의 IP주소를 가진 서버를 추가하고

로컬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 정보를 사용하여 로컬 Xserve를 서버 목록에 추가합니다.

ServerMonitor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ServerMonitor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명령행사용하기
SSH를 사용하여 원격 Xserve에 연결하고 명령행 도구를 사용하여 Xserve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Command-LineAdministration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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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에서서버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설치할수있는
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

Xserve는 드라이브 베이 1에 있는 드라이브 모듈에 MacOSXServer가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시작하기전에
기본적으로 Xserve의 하드 드라이브는 RAID를 사용하지 않습니다.RAID기능을 활용하려면

RAID유틸리티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RAID볼륨을 설정하십시오.RAID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MacOSX또는 MacOSXServer버전 10.5이상의 설치 DVD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시동하십시오.언어를 선택한 후에 유틸리티 >RAID유틸리티를 선택하십시오.

RAID유틸리티를 사용하여 RAID볼륨을 설정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RAIDUtilityUser'sGuide(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업데이트및설치개요
서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사용하십시오.
• SystemPreferences(시스템 환경설정)의 SoftwareUpdate(소프트웨어 업데이트)패널

• ServerAdmin의 ServerUpdates패널

• softwareupdate 명령행 도구

• Apple다운로드 웹 사이트:
www.apple.com/support/downloads

서버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Xserve광학 드라이브에 있는 MacOSXServer설치 DVD(Xserve에 포함)로 설치합니다.
• NetBoot이미지 또는 ASR(AppleSoftwareRestore)명령행 도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상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경고: RAID볼륨을 설정하면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RAID볼륨을 설정하기

전에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십시오.

Xserve에소프트웨어업데이트
또는설치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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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 드라이브로부터 Xserve를 시동하고 ServerAssistant,ARD(AppleRemoteDesktop)
또는 기타 VNC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에서 설치를 제어합니다.

• 드라이브 모듈을 동일한 모델 및 구성인 다른 Xserve로 이동하고 해당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드라이브 모듈을 반환합니다.
• 컴퓨터를 Xserve직렬 포트에 연결하고 명령행을 사용하여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최고의방식선택하기
해당 서버 환경에 최적인 MacOSXServer설치 및 구성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MacOSXServer:GettingStarted(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에 있음)의 설치

및 설정 부분 및 MacOSXServer:ServerAdministration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Xserve광학 드라이브에 있는 MacOSXServer설치 CD로부터 또는 ServerAssistant를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로부터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
GettingStarted를 참조하십시오.이들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한 설치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ServerAdministration을 참조하십시오.

최신소프트웨어업데이트얻기
Xserve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Apple로부터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Xserve가 사설 네트워크에 있다면,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한 다음 이 업데이트를 Xserve에 복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확인하고설치하려면,
n SystemPreferences을 열고 SoftwareUpdate를 클릭하십시오.

모니터또는키보드가없는 Xserve에서 ServerAdmin사용하기:
n ServerAdmin을 열고 해당 서버를 선택한 다음,ServerUpdates를 클릭하십시오.

모니터또는키보드가없는 Xserve에서터미널사용하기:
n 터미널 및 SSH를 사용하여 관리자 컴퓨터로부터 Xserve에 연결하고 softwareupdate 명령행

도구를 실행하십시오.추가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Command-LineAdministration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또한,Apple
RemoteDesktop(별도 구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연결또는소프트웨어업데이트서버로의접근이없는 Xserve에서,
1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음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십시오.

www.apple.com/support/downloads

2 업데이트를 Xserve에 복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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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소프트웨어다시설치하기
다음 부분에서는 Xserve에 MacOSXServer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키보드,모니터 및 MacOSXServer설치 DVD사용하기

• NetBoot 서버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설치하기

• ARD또는 기타 VNC뷰어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 화면 공유 사용하기

• 다른 Xserve를 사용하여 교체된 드라이브 모듈에 설치하기

• 직렬 포트를 통한 명령을 사용하여 Xserve광학 드라이브로부터 설치하기

설치가 끝나면 관리자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ServerAssistant를 실행하고 Xserve를 구성하거나

MacOSXServer의 자동 설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또는 작업그룹 서버의 설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GettingStarted
(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에 있음)를 참조하십시오.원격 설치 및 설정을 포함한

고급 서버의 설정 방법 및 자동 설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Server
Administration(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키보드,모니터및MacOSXServer설치 DVD사용하기
이것은 모니터 및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는 Xserve에 MacOSXServer를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1 Xserve광학 드라이브에 MacOSXServer설치 DVD를 삽입하고 설치 아이콘을 이중

클릭하십시오.

2 인증 윈도우에서 관리자 암호를 입력한 후 OK(승인)를 클릭하십시오.

Xserve가 설치 DVD로부터 시동되며 ServerSetup응용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모니터나 키보드가 없는 Xserve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자 컴퓨터를 사용하고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Xserve에 MacOSXServer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
Server:ServerAdministration(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NetBoot서버를사용하여네트워크를통해설치하기
원격 컴퓨터를 사용하여 한 대의 Xserve에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많은 Xserve
시스템상에서 설치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
ServerAdministration 및 MacOSXServer:SystemImagingandSoftwareUpdate
Administration(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AppleRemoteDesktop또는기타 VNC소프트웨어사용하기
MacOSXServer설치 DVD를 사용하여 Xserve를 시동하면 ARD(AppleRemoteDesktop)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ARD또는 기타 VNC뷰어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인 다른 컴퓨터에서

설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MacOSXServer:ServerAdministration
(www.apple.com/server/documentation사이트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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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공유사용하기
MacOSX또는 MacOSXServer버전 10.5가 설치되어 있는 원격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정 IP
주소를 가진 Xserve에 연결한다면 화면 공유를 사용하여 MacOSXServ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면공유를사용하여설치하려면,
1 Xserve광학 드라이브에 MacOSXServer설치 DVD를 삽입하십시오.

2 앞면 패널에 있는 조절 도구들을 사용하여 광학 드라이브로부터 Xserve를 시동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13페이지의“앞면 패널에서 시동 방법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Xserve가 광학 드라이브에 있는 DVD로 시동하면 터미널 윈도우에 로그인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3 원격 컴퓨터에서 Finder를 열고 이동 >서버에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4 서버 주소 필드에 다음을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하십시오.

vnc://ip주소

ip주소에는 Xserve의 IP주소 또는 DNS이름을 입력합니다.

5 이름 필드에는 아무 것도 입력하지 마십시오.암호 필드에는 Xserve일련 번호의 첫번째 8자를

입력하십시오.연결을 클릭하십시오.

6 공유 화면 윈도우에서 설치를 계속하십시오.

화면 공유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Mac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Xserve를사용하여교체된드라이브모듈에설치하기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복원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키보드와 모니터가 연결된

두 번째 Xserve가 있어야 합니다.이 방식으로,시동 드라이브를 다른 Xserve로 이동하고 두 번째

시스템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이 드라이브를 원래의 Xserve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원래 Xserve는 MacOSXServer를 설치하는 Xserve와 동일한 하드 드라이브 구성을

가진 동일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Xserve에서설치하려면,
1 첫 번째 Xserve(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자 하는)를 종료하고 드라이브 모듈을 제거하십시오.

2 두 번째 Xserve(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사용할)에서 드라이브 모듈(또는 빈 모듈)하나를 마운트

해제하고 제거한 다음,첫 번째 Xserve에서 제거한 드라이브 모듈을 삽입하십시오.

두 번째 Xserve에서 시동 드라이브 모듈을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두 번째 Xserve광학 드라이브에 MacOSXServer설치 DVD를 삽입하고 설치 아이콘을

이중 클릭하십시오.

4 인증 윈도우에서 관리자 암호를 입력한 후 OK(승인)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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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Xserve가 설치 DVD로 재시동됩니다.

5 설치가 완료되면 서버 설정 응용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File(파일)>Quit(종료)을 선택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두 번째 Xserve를 종료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십시오.

6 Option(z)키를 누른 상태로 두 번째 Xserve를 재시동한 후,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에서

일반적인 시동 디스크를 선택하십시오.

참고:향후 재시동을 위해 시동 디스크를 설정하려면 SystemPreferences(시스템 환경설정)에
있는 StartupDisk(시동 디스크)패널을 사용하십시오.

7 새롭게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드라이브 모듈을 첫번째 Xserve에 재장착한 다음

재시동하십시오.

두 번째 Xserve에서 제거한 드라이브 모듈이나 빈 모듈을 원 위치에 재장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직렬포트를통해명령을사용하여광학드라이브로부터설치하기
키보드나 모니터 없이 Xserve에 MacOSXServer를 설치하는 또 다른 방법은 Xserve직렬

포트와 광학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렬포트와명령행을사용하여설치하려면,
1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컴퓨터나 터미널을 Xserve의 뒷면에 있는 직렬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2 Xserve광학 드라이브에 MacOSXServer설치 DVD를 삽입하십시오.

3 앞면 패널에 있는 조절기를 사용하여 광학 드라이브로부터 Xserve를 시동하십시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13페이지의“앞면 패널에서 시동 방법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Xserve가 광학 드라이브에 있는 DVD로부터 시동되고 터미널 윈도우에 로그인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4 Xserve일련 번호의 처음 여덟자리의 문자로 구성된 암호를 사용하여 사용자“root”로
로그인하십시오.

5 필요하다면 diskutil 도구를 사용하여 MacOSXServer를 설치하고자 하는 드라이브를 지우고

포맷하거나 파티션 분할하십시오.도움말을 보려면 아무 매개변수 없이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 diskutil

6 설치 패키지가 포함된 설치 DVD에 있는 디렉토리로 전환합니다.
$ cd /System/Installation/Packages

7 MacOSXServer메타패키지를 지정하는 installer 도구를 실행하십시오.
$ installer -pkg ./OSInstall.mpkg -target /Volumes/volume -verboseR

volume 자리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볼륨 이름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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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에서는 Xserve로작업할때발생할수있는일반적인문제
에대한해결방법과 AppleXserveDiagnostics를사용한 Xserve
하드웨어테스트에대한정보를볼수있습니다.

이 부록은 Xserve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여기에는

또한 Xserve하드웨어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ppleXserveDiagnostics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결방법을찾을수없는경우
여기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Apple지원 웹 사이트인 www.apple.com/support페이지,
Xserve토론 게시판인 discussions.apple.com또는 MacOSXServer도움말에서 최신 뉴스를

확인하십시오.

문제와해결방법
Xserve가 시동되지 않는 경우

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MacOSXServerDVD로 시동해 보십시오.다른 시동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제 2장을 참조하십시오.

Xserve가시동되지않고 16개의모든시스템활동표시등이계속깜박이는경우

메모리 DIMM이 불량입니다.

시스템표시등이깜박이는경우

Xserve에 문제가 있습니다.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보려면 Xserve또는 원격 관리자 컴퓨터에 있는

ServerMonitor응용 프로그램을 여십시오.

연결된모니터에이미지가없거나모니터가정지된경우

케이스가 잠겨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구동 중인 Xserve에 모니터를 연결하면 모니터의

이미지가 깨지거나 보이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Xserve를 재시동하십시오.또는,원격 컴퓨터

를 사용하여 모니터의 이미지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Xserve에 연결하고 해당 Xserve에 대한

시스템 환경설정을 연 다음 모니터 패널을 열고 모니터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문제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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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를제거하는데어려움이있는경우

케이스 키를 사용하여 앞면 패널에 있는 케이스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Xserve에서주변기기를인식하지못하는경우

Xserve앞면 패널에 있는 케이스 잠금이 잠겨 있고 SystemPreferences의 Security패널에 있는

케이스 잠금 설정이 켜져 있는 경우,Xserve에서는 저장 장치,키보드,마우스 및 서버에 있는 USB
및 FireWire포트에 연결된 기타 주변 기기를 무시합니다.잠금이 사용되면 케이스 잠금 옆에 있는

표시등이 켜집니다

드라이브모듈을제거하는데어려움이있는경우

케이스 키를 사용하여 앞면 패널에 있는 케이스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Xserve가잠겨있을때 Xserve에서드라이브모듈을인식하지못하는경우

때때로 Xserve가 잠겨 있고 시스템에 전원이 들어오기 전에 드라이브 모듈 핸들이 열려 있으면

드라이브 모듈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케이스의 잠금을 풀고 드라이브 모듈을

제거한 후 재장착한 다음,드라이브 모듈의 핸들을 닫으십시오.드라이브 모듈이 여전히 인식되지

않는다면,Xserve를 재시동하십시오.

드라이브모듈표시등이노란색또는빨간색인경우

상단의 드라이브 모듈 LED가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라면,드라이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드라이브 상태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ServerMonitor
응용 프로그램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에서 Xserve를볼수있지만접근할수는없는경우

Xserve가 폐쇄 네트워크에 있고 관리자 컴퓨터가 폐쇄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에 있다면,
169.254.x.x주소에 접속하려할 때 기본적으로 관리자 컴퓨터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됩니다.
이것을 수정하려면 관리자 컴퓨터에 169.254.x.x주소를 설정하십시오.그러면,169.254(폐쇄)
네트워크로 이동되는 루트를 가지게 됩니다.

하드디스크가지워졌거나 Xserve소프트웨어가손상된경우

MacOSXServer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십시오.설치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제 4장을

참조하십시오.

ServerMonitor를사용하여 Xserve를제어할수없을경우

ServerMonitor를 사용하여 Xserve에 원격으로 연결한다면 관리자 이름,암호 및 전원 차단

관리 프로세서의 네트워크 설정(호스트 이름 및 IP주소 포함)을 사용하십시오.이들 항목을

MacOSXServer설정 지원의 네트워크 패널 또는 ServerMonitor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MacOSXServer설정을 사용하여 연결하지 마십시오.

AppleXserveDiagnostics소프트웨어사용하기
Xserve에는 Xserve하드웨어의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AppleXserveDiagnostics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추가 정보는 AdminToolsandXserveDiagnostics CD안의

Documentation폴더에 있는 AppleXserveDiagnosticsUser's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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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ComplianceInformation

FCCComplianceStatement
Thisequipmenthasbeentestedandfoundto
complywiththelimitsforaclassAdigitaldevice
pursuanttoPart15oftheFCCRules.Theselimitsare
designedtoprovidereasonableprotectionagainst
harmfulinterferencewhentheequipmentis
operatedinacommercialenvironment.This
equipmentgenerates,uses,andcanradiateradio
frequencyenergyand,ifnotinstalledandusedin
accordancewiththemanufacturer'sinstruction
manual,maycauseharmfulinterferencewithradio
communications.Operationofthisequipmentina
residentialareaislikelytocauseharmful
interference,inwhichcaseyouwillberequiredto
correcttheinterferenceatyourownexpense.

ShieldedCableStatement&Modification
Statement
ThisproductwastestedforEMCcomplianceunder
conditionsthatincludedtheuseofAppleperipheral
devicesandAppleshieldedcablesandconnectors
betweensystemcomponents.Itisimportantthat
youuseAppleperipheraldevicesandshielded
cablesandconnectorsbetweensystemcomponents
toreducethepossibilityofcausinginterferenceto
radios,televisionsets,andotherelectronicdevices.
YoucanobtainAppleperipheraldevicesandthe
propershieldedcablesandconnectorsthroughan
Apple-authorizeddealer.Fornon-Appleperipheral
devices,contactthemanufacturerordealerfor
assistance.

Important:ImportantChangesormodificationsto
thisproductnotauthorizedbyAppleComputer,Inc.,
couldvoidtheEMCcomplianceandnegateyour
authoritytooperatetheproduct.

IndustryCanadaStatement
ComplieswiththeCanadianICES-003ClassA
specifications.CetappareilnumériquedelaclasseA
estconformeàlanormeNMB-003duCanada.

VCCIClassAStatement

EuropeanCommunity
ComplieswithEuropeanDirective89/336/EEC.

CISPR22&EN55022Statement

TaiwanClassAWarning

KoreaClassAWarning

ChinaClassAWarning

LaserInformation

Donotattempttodisassemblethecabinet
containingthelaser.Thelaserbeamusedinthis
productisharmfultotheeyes.Theuseofoptical
instruments,suchasmagnifyinglenses,withthis
productincreasesthepotentialhazardtoyoureyes.
Foryoursafety,havethisequipmentservicedonly
byanApple-authorizedserviceprovider.

Warning:ThisisaClassAproduct.Inadomestic
environmentthisproductmaycauseradio
interference,inwhichcasetheusermaybe
requiredtotakeadequatemeasures.

Warning:Makingadjustmentsorperforming
proceduresotherthanthosespecifiedinyour
equipment'smanualmayresultinhazardous
radiationexposure.



IfyouhaveaninternalAppleCD-ROM,DVD-ROM,or
DVD-RAMdriveinyourcomputer,yourcomputeris
aClass1laserproduct.TheClass1label,locatedina
user-accessiblearea,indicatesthatthedrivemeets
minimumsafetyrequirements.Aservicewarning
labelislocatedinaservice-accessiblearea.The
labelsonyourproductmaydifferslightlyfromthe
onesshownhere.

위험성이높은활동경고
본 제품은 핵 시설물,항공기 운항,통신 시스템 또는 항공 교

통 관제 기계를 작동하는 곳이거나 컴퓨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망,인명 손상 혹은 심각한 환경 손실을 야기할 수 있

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기및재활용정보
여러분 지역의 환경법 및 지침에 따라 Xserve및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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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Union

Thesymbolabovemeansthataccordingtolocal
lawsandregulationsyourproductshouldbe
disposedofseparatelyfromhouseholdwaste.When
thisproductreachesitsendoflife,takeittoa
collectionpointdesignatedbylocalauthorities.
Somecollectionpointsacceptproductsforfree.The
separatecollectionandrecyclingofyourproductat
thetimeofdisposalwillhelpconservenatural
resourcesandensurethatitisrecycledinamanner
thatprotectshumanhealthandtheenvironment.

배터리 폐기 정보

배터리를 교체할때,여러분 지역의 환경법 및 지침에 따라

소모된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California:ThecoincellbatteryinyourXserve
containsperchlorates.Specialhandlinganddisposal
mayapply.Refertowww.dtsc.ca.gov/
hazardouswaste/perchlorate.

Nederlands:Gebruiktebatterijenkunnenworden
ingeleverdbijdechemokarofineenspeciale
batterijcontainervoorkleinchemischafval(kca)
wordengedeponeerd.

Deutschland:DasGerätenthältBatterien.Diese
gehörennichtindenHausmüll.Siekönnen
verbrauchteBatterienbeimHandeloderbeiden
Kommunenunentgeltlichabgeben.UmKurzschlüsse
zuvermeiden,klebenSiediePolederBatterien
vorsorglichmiteinemKlebestreifenab.

Taiwan:

Apple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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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