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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에 관하여

이 설정 설명서는 Xserve 컴퓨터를 랙에 설치하는 
방법과 Xserve 내부 부품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서는 3세대 Intel 기반 Xserve(2009년 초기 모델)에 관해 설명합니다.
Xserve의 포장 풀기와 랙에 설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1장을 참조하십시오. Â

드라이브 모듈, 메모리, PCI 카드,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시스템 배터리의 설치 또는  Â
교체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2장을 참조하십시오.

Xserve 사양 요약을 보려면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Â

안전, 관리 및 규제 정보를 보려면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Â

Xserve 설치 완료 시
처음으로 Xserve를 시동하는 방법, 서버 소프트웨어의 구성 방법 및 Xserve 사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Admin Tools 디스크에 있는 Xserv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Xserve에 설치된 Mac OS X Server 소프트웨어에 대해 더 배우려면, 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Admin Tools 디스크에 있는 Mac OS X Server: Getting Started(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머
릿

말



이 설명서에 관하여6

Xserve에 Xserve RAID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RAID 세트 및 볼륨 설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RAID 유틸리티 사용자 가이드(www.apple.com/kr/xserve/resources.html에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Xserve 설정 설명서, Xserve 사용 설명서, Mac OS X Server: Getting Started(시작하기) 및 
다른 서버 설명서 또한 www.apple.com/kr/server/resources에 있습니다.

추가 정보
Apple 서비스 및 지원 웹 사이트는 기사, 토론 및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한 상세한 제품 정보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합니다. www.apple.com/kr/support/xserve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apple.com/kr/xserve/resources.html
http://www.apple.com/kr/server/resources
http://www.apple.com/kr/support/x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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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serve 설치하기

이 장에서는 장비 랙에 Xserve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장의 정보는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Xserve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위치를 선택하며, 
랙에 설치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Xserve의 설치가 끝나면 처음 시작 시 Xserve 시동에 
관한 정보가 담긴 Xserve 사용 설명서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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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도구 및 부품
중간 크기의(#1) Phillips 나사 드라이버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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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4cm 깊이의 
랙용 짧은 확장대(2개)

모든 깊이의 랙과 
사용될 레일(2개)

지지대

74~91cm 깊이의 
랙용 긴 확장대(2개)

케이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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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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rve에 포함되어 있는 레일을 사용하여 Xserve를 61에서 91cm 깊이까지 모든 개방형 
또는 폐쇄형(캐비넷 스타일) 19형 너비의 4-포스트 랙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Xserve는 
1.75형(1U)의 수직 랙 공간을 차지합니다.

중요사항:  사용하는 랙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EIA(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표준 ANSI/EIA-310-D-92,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97 및 DIN(Deutsche Industrie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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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들을 Xserve 위에 놓지 마십시오. 무게가 증가하면 Xserve 
내부의 부품들이 손상될 수 있고, 랙의 레일이 과중되어 랙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장비를 랙에 고정하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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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공간
공기가 앞에서 뒤로 통하여 Xserve의 열이 식을 수 있도록 합니다. Xserve의 앞면 및 뒷면 
패널에 있는 구멍을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설치되면 Xserve는 앞으로부터 랙의 바깥 또는 
안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Xserve 앞에 최소 1m의 공간을 두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Xserve를 통과하는 
통풍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전력
사용 가능한 회로 및 전력 연결 상태가 Xserve 및 랙의 모든 기타 장비의 통합 전력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Xserve의 전력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부록 A , 45페이지의 "제품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Xserve와 다른 모든 장비에 대한 전원 
연결은 접지되도록 하십시오(지역과 국가 표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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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환경
랙의 주변 온도가 Xserve 및 모든 기타 장비에 대해 지정된 제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Xserve 작동 온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록 A , 45페이지의 "제품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랙 자체와 랙이 위치한 실내가 필요한 온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퉁풍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Xserve 설치하기
다음 지침에 따라 장비 랙에 Xserve를 설치하십시오.

설치 요약
1단계:  배송용 포장 제거하기 Â

2단계: 랙에 맞는 길이의 한 쌍의 슬라이드 레일 조립하기 Â

3단계:  랙에 레일을 느슨하게 설치하기 Â

4단계:  레일을 일직선으로 맞추고 고정하기 Â

5단계:  Xserve를 랙 안으로 밀어 넣기 Â

6단계:  케이블 연결하기 Â

7단계: 키보드, 모니터 및 마우스(광학) 연결하기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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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옵션 부품 설치하기
Xserve 내부를 작업하려면, 우선 랙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Xserve를 사용하기 전에 추가 
메모리, PCI 카드 또는 기타 내부 부품을 설치하려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부품 설치에 
관한 도움말을 보려면 2장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보호용 배송 포장 제거하기

 1 상자에서 Xserve를 꺼내고 평평한 표면에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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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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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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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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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확장대

짧은 확장대

이 못들이 확장대의 
슬롯과 맞물립니다.

레일

적합한 뒷쪽 확장대를 2개의 앞면 레일에 각각 미끄러지듯 넣으십시오. m

이 확장대가 레일의 
바깥쪽에 옵니다.

이 못들을 양쪽 슬롯에 
맞물립니다.

이 홈이 바닥에 
와야 합니다.

이쪽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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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랙에 레일 느슨하게 설치하기

 1 조립한 레일을 랙에 놓으십시오(패스너로 고정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지탱됨). 레일의 
설치 방식은 랙에 따라 다릅니다.

 Â 사각형 구멍이 있는 랙을 사용한다면,  기둥 안에 있는 레일 플랜지로 시작하여, 각 
플랜지에 있는 작은 원형 지지대가 레일로 확장될 때까지 앞쪽 및 뒷쪽 기둥 사이에서 
레일을 확장하십시오.

레일을 확장하여 
랙 기둥

맞게 하십시오.
안쪽에 

스페이서를 기둥의 
      과 레일의 관통형 
지지대 위에 놓으십시오.
바깥쪽

뒷면의 작은 블록이 랙 지지대의 
사각형 구멍에 맞물리도록 
스페이서를 놓으십시오.

레일과 함께 제공되는 나사를 
사용하여 스페이서를 
레일에 고정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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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 관통형 구멍을 가진 랙을 사용한다면,  랙 기둥 바깥의 레일 플랜지에서 시작하여 레일을 
제 위치에 단단하게 누르십시오.

스페이서를 레일 
조립품의 관통형 
지지대 위에 놓으십시오.

이쪽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레일을 단단히 눌러서 
랙 기둥의

맞게 하십시오.
바깥쪽에 

랙에 필요한 유형에 따라 
8개의 10-32 또는 8개의 
M5 나사(제공됨)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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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에서 레일을 제대로 맞출 때까지 설치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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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레일을 일직선으로 맞추고 고정하기

Xserve가 랙의 내외부로 쉽게 미끄러지게 하려면 설치 나사를 조이기 전에 지지대를 
사용하여 레일을 랙에 위치시키십시오.

 1 레일 앞쪽에서 지지대를 넣으십시오.

지지대를 레일 안에 
넣고 모든 나사를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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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랙 안으로 밀어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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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나사

광학 드라이브 보호대

 2 Xserve를 랙 안으로 끝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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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플라스틱 광학 드라이브 보호대를 제거하십시오.

중요사항:  보호대를 보관해두었다가 Xserve를 다른 위치로 움직이거나 배송을 위해 
포장할 때마다 드라이브 슬롯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18 제 1 장    Xserve 설치하기

6단계:  케이블 연결하기

 1 전원 코드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고 철사 클립으로 고정하십시오.

Xserve를 켜기 전에 전원 코드에 연결하면 전원 공급 장치의 팬 및 일부 시스템 상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2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하나의 이더넷 케이블만 사용한다면,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직렬 콘솔 포트 Mini DisplayPort 이더넷 포트 2 이더넷 포트 1

시스템 표시

단추/표시등

FireWire 800
포트(2개)

USB 2.0 포트(2개)

전원 공급 장치

베이 2
전원 공급 장치

베이 1
시스템 정보 태그

(당김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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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키보드, 모니터 및 마우스(광학) 연결하기

Xserve에 직접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rver Admin, Server 
Monitor, Apple Remote Desktop 및 명령행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모니터나 키보드를 
연결하지 않고 Xserve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USB 2.0 포트(2개)

VGA 어댑터

Mini DisplayPort

 1 키보드를 뒷면 패널의 USB 포트 중 하나에 연결하십시오.

 2 마우스를 두 번째 USB 포트나 키보드에 연결하십시오.

 3 뒷면 패널에 있는 Mini DisplayPort에 비디오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별도로 
판매되는 VGA 또는 DVI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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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해야할 일
Xserve의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설명서에서 시동, 구성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십시오.

Xserve 시동하기
Xserve 사용 설명서(Admin Tools 디스크에 있는 PDF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Xserve 조절 장치 및 부품 개요 Â

Xserve의 시작 및 종료 방법에 관한 정보 Â

Xserve 및 호스팅 서비스의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비결 Â

서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재설치 지침 Â

일부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Â

서버 소프트웨어 구성하기
Xserve를 처음으로 켜면 Server Assistant에서 Mac OS X Server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묻습니다. 설정 프로세스에 관한 도움말을 보려면, 
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Admin Tools 디스크에 있는 Mac OS X Server: Getting 
Started(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RAID 볼륨 설정하기
Xserve에 Xserve RAID 카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Xserve 드라이브 모듈을 사용하여  
RAID 세트 및 볼륨 설정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RAID 유틸리티 사용자 가이드 
(www.apple.com/kr/xserve/resources.html에 있음) 또는 RAID Utility(RAID 유틸리티)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apple.com/kr/xserve/resour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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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드라이브 모듈 및 내부 Xserve 부품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Xserve가 랙에 있는 동안 다음의 부품을 설치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듈( Â 24페이지)

전원 공급 장치( Â 28페이지)

다음 부품을 설치 또는 교체하려면 랙에서 Xserve를 제거하고 열어야 합니다.
메모리( Â 33페이지)

PCI Express 카드( Â 38페이지)

배터리( Â 43페이지)

Xserve 내부를 간단히 살펴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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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 살펴보기—내부 부품
DIMM
슬롯

팬 어레이

확장 슬롯 1전원 공급 장치

베이 2
전원 공급 장치

베이 1
확장 슬롯 2

배터리

랙 
릴리즈 걸쇠

SSD(옵션) 드라이브 베이 1 드라이브 베이 2 드라이브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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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페이지의 "전원 공급 장치 설치 또는 교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확장 슬롯 
슬롯 1에는 절반 길이(17cm)의 PCI-E 카드 및 슬롯 2에는 23cm PCI-E 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8페이지의 "PCI Express 카드 설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DIMM 슬롯 
슬롯에 최대 12개의 EC(Error-Correcting) DIMM(Dual Inline Memory Module)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3페이지의 "메모리 추가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팬 어레이 
팬 어레이는 Xserve의 시원한 공기가 앞에서 뒤로 통하게 합니다.

드라이브 베이 
SATA(Serial ATA) Apple 드라이브 모듈 또는 적합한 다른 업체의 SAS(Serial Attached SCSI) 
드라이브 모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의 "드라이브 모듈 설치 또는 교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SSD(Solid-state drive)
시스템을 SSD와 함께 주문한 경우, 시동 디스크로 설정된 SSD가 Xserve와 함께 제공됩니다.

랙 릴리즈 걸쇠 
이 걸쇠는 Xserve를 랙의 중간쯤에 멈추게 합니다. 누르면 해제됩니다.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 해제되면 메인 로직 보드에 있는 배터리가 시스템 클럭에 전력을 
공급하고 기본 시스템 설정(NVRAM에서)을 유지합니다.  43페이지의 "배터리 교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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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모듈 설치 또는 교체하기
Xserve RAID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Xserve 내의 드라이브 모듈을 핫 플러그할 수 
있으므로, Xserve가 작동하는 동안에 이들을 추가, 제거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핸들의 상태 표시등이 저장된 정보를 유실하지 않고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줍니다.

Xserve RAID 카드를 사용한다면, Xserve가 작동하는 동안에 장애가 있는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RAID 세트를 교체하려면 먼저 Xserve를 끄고 드라이브를 
이동하십시오.

Xserve용 드라이브 모듈에 관하여
Xserve는 SATA(Serial ATA) Apple 드라이브 모듈 및 적합한 다른 업체의 SAS(Serial 
Attached SCSI) 드라이브 모듈 모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드라이브 모듈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kr/store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Xserve RAID 카드를 
사용한다면 모든 동일한 크기와 유형인 드라이브 모듈을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 모듈을 설치 또는 교체하려면,
 1 Xserve 케이스가 잠겨있다면, 케이스 키를 사용하여 앞면 패널의 보안 잠금을 푸십시오.

 2 빈 드라이브 모듈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 모듈을 제거하십시오.

http://www.apple.com/kr/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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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에 빈 드라이브 모듈이 있다면 앞면에 있는 핸들을 눌러 튀어나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모듈을 당겨 바깥으로 빼서 안전한 곳에 놓으십시오.

빈 드라이브 모듈을 눌러 핸들이 
튀어나오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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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빈 드라이브 모듈을 그 상태로 두십시오. 항상 빈 드라이브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드라이브 베이에 두어 Xserve가 적절히 통풍되도록 하십시오.

베이에서 빈 드라이브 모듈을 
제거하십시오.

베이에 이미 드라이브 모듈이 있는 경우,

 a 현재 베이에 있는 드라이브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거나 Xserve에 의해 
공유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b 드라이브 모듈에 있는 핸들을 눌러 튀어나오게 하십시오.

 c 녹색의 위쪽 디스크 상태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핸들을 잡고 
드라이브 모듈을 베이 바깥으로 당기십시오. 표시등이 20초 후에도 꺼지지 않는다면, 
응용 프로그램이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여는 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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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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빛나며 정상적으로 동작 중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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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장치 설치 또는 교체하기
랙에서 Xserve를 제거하지 않고 뒷면 패널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 또는 교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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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항:  최소 750W의 정격을 가진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일부 초기 Xserve의 
전원 공급 장치는 750W 이하가 정격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제거하려면,
 1 제거하고자 하는 전원 공급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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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을 당겨서 전원 공급 장치를 
잠금 해제하고 제거하십시오.

보조 전원 공급 장치를 
추가하려면 전원 공급 장치 
베이의 커버에 있는 홈을 사용하여 
커버를 바깥쪽으로 돌리십시오.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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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려면,
 1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에 있는 핸들을 당겨서 열고 철사 팬 스크린(핸들이 아닌)을 

눌러 베이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 핸들을 눌러 전원 공급 장치를 자리에 고정시키고 
잠그십시오.

전원 케이블 고정 장치를 
전원 공급 장치에 부착하고, 
전원 케이블 위로 끼워서 
케이블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를 
넣을 때 핸들이 아닌 
팬 그릴을 미십시오.

팬 그릴 핸들

 2 전원 코드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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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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 열기 및 닫기
메모리, PCI 카드 또는 시스템 배터리를 설치 또는 교체하려면 먼저 Xserve를 종료하고 
랙에서 제거한 다음 열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Xserve 내부 작업하기
Xserve의 내부 부품을 건드리기 전에는 항상 Xserve 섀시를 만져서 정전기를 
방전하십시오.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확장 카드, 메모리 또는 내부 부품의 
설치를 마치고 Xserve 덮개를 다시 설치할 때까지 실내를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정전기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정전기 방지 손목 접지 장치를 착용하고 Xserve의 내부를 
만지십시오.

Xserve를 열려면,
 1 Xserve를 종료하고(도움말을 보려면 Xserve 사용자 가이드 참조) Xserve 내부 부품이 식을 

때까지 몇 분간 기다리십시오.

경고:  항상 Xserve를 열기 전에 시스템을 종료하여 내부 부품과 설치하고자 하는 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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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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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serve에서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뒷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작은 나사 드라이버나 기타 
평평한 도구를 사용하여 케이블 커넥터의 탭을 아래로 밀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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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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쇠

손잡이 나사

 6 안전쇠가 걸리면 보이는 Xserve를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걸쇠를 아래로 누른 다음, 
Xserve를 랙 레일 바깥으로 밀어 빼십시오. Xserve를 평평한 표면에 두십시오.

 7 위쪽 덮개의 뒤에 있는 손잡이 나사들을 풀고 덮개를 뒤와 위 방향으로 밀어서 
제거하십시오.

덮개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앞면 패널에 있는 케이스 잠금 장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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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정전기로 인한 Xserve 부품의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정전기 방지 손목 접지 
장치를 착용하고 Xserve의 내부를 만지십시오.

두개의 고정 손잡이 
나사를 푸십시오.

케이스를 뒤로 민 다음 
들어 올리십시오.

 8 Xserve 내부의 작업이 완료되면 덮개를 다시 설치 및 고정하고 Xserve를 랙에 다시 밀어 
넣은 다음, 앞면의 손잡이 나사를 조여서 랙에 Xserve를 고정시킵니다. 서버가 잠겨있다면, 
케이스 키를 사용하여 앞면 패널의 보안 장치의 잠금을 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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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추가하기
Xserve에는 12개의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3개의 1GB DIMM으로 최소 3GB 
메모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성능 및 용량 향상을 위해, 최대 12개의 DIMM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Xserve에서 다음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66MHz DDR3 ECC(Error Correcting Code) DIMM Â

1GB, 2GB 또는 4GB DIMM(최적은 듀얼 CPU Xserve는 6개 또는 12개의 동일한 DIMM 및  Â
단일 CPU Xserve는 3개 또는 6개의 동일한 DIMM)

중요사항:  Apple은 Apple에서 승인한 DIMM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DIMM은 
Xserve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 Xserve 시스템의 DIMM은 이 Xserve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Apple Store, www.apple.com/kr/store에서 온라인으로 Apple 인증 
메모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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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guide에 있는 Macintosh Products Guide(Macintosh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pple.com/kr/store
http://www.apple.com/kr/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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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리빙 방식으로 12개의 메모리 슬롯에는 A1에서 A6까지 및 B1에서 B6까지 레이블이 
붙여져 있습니다. 단일 CPU 시스템은 B 슬롯이 없습니다.

(뒤)

(앞)

CPU B

B3 B6 B2 B5 B1 B4

A4 A1 A5 A2 A6 A3

CPU A



35제 2 장    부품 설치 또는 교체하기

설치 지침
최고의 Xserve의 성능을 위해, 다음 표와 같이 동일한 DIMM을 설치하십시오.

DIMM 개수 다음 슬롯에 설치:

3개(단일 또는 듀얼 CPU) A1 A2 A3
B

A

4개(듀얼 CPU) A1 A2

B1 B2

6개(단일 CPU) A1 A2 A3 A4 A5 A6

6개(듀얼 CPU) A1 A2 A3

B1 B2 B3

8개(듀얼 CPU) A1 A2 A3 A4

B1 B2 B3 B4

10개(듀얼 CPU)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12개(듀얼 CPU) A1 A2 A3 A4 A5 A6

B1 B2 B3 B4 B5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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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성능을 위해

듀얼 CPU Xserve의 가능한 최고의 성능을 위해, 위의 표에서와 같이 해당 
슬롯에 6개 또는 12개의 동일한 DIMM을 설치하십시오. 단일 CPU Xserve의 
최고의 성능을 위해, 3개 또는 6개의 동일한 DIMM을 설치하십시오. Memory 
Slot Utility(메모리 슬롯 유틸리티)는 DIMM 구성이 향상될 수 있을 때 
알려줍니다. 유틸리티는 메모리 구성을 바꾼 후 Xserve를 처음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거나 /System/Library/CoreServices/Memory Slot Utility에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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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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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출 장치를 바깥쪽으로 밀어서 슬롯의 추출 장치를 여십시오.

중요사항:  DIMM에 있는 금색 커넥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37제 2 장    부품 설치 또는 교체하기

 5 금색 커넥터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로, DIMM을 슬롯에 맞춘 다음 DIMM이 고정되고 추출 
장치가 똑바로 닫힐 때까지 양쪽 끝을 똑바로 아래쪽으로 미십시오.

 6 추가 DIMM에 대해서 반복하십시오.

커넥터홈추출 장치

 7 Xserve를 재시동할 때, 새로운 메모리 구성에 대한 Memory Slot Utility의 값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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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Express 카드 설치하기
Xserve에는 두 개의 PCI Express(PCI-E) 슬롯이 있습니다.

슬롯 1은 17cm PCI-E 카드 수용 Â

슬롯 2는 23cm PCI-E 카드 수용 Â

카드를 설치하려면 먼저 포함된 수직대에 카드를 넣은 다음, 수직대를 슬롯 안에 
넣으십시오. 2개의 슬롯은 아래에 나와 있는 PCI-E 수직대를 수용합니다.

PCI Express x16 수직대의 커넥터

Xserve용 PCI Express 카드에 관하여
Xserve는 다음 사양에 준하는 카드를 수용합니다.

x16 PCI-E 카드 Â

17cm의 최장 길이(슬롯 1), 23cm(슬롯 2) Â

카드당 25W의 최대 전력 소모량 Â

PCI-E 카드를 설치하려면,
 1 Xserve를 종료하고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중요사항:  PCI-E 카드 또는 수직대를 설치 또는 제거하기 전에 Xserve가 꺼져 있는지, 전원 
코드가 연결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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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랙에서 Xserve를 제거하고 여십시오. 지침을 보려면  30페이지의 "Xserve 열기 및 닫기"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PCI-E 슬롯을 만지기 전에 항상 5~10분 동안 Xserve의 열을 식히십시오. 슬롯 
가까이에 있는 부품이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확장 슬롯 1
(PCI Express x16)

확장 슬롯 2
(PCI Express 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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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직대의 받침대를 뒷면 패널에 고정하는 2개의 나사를 풀고 받침대와 수직대를 슬롯의 
위쪽과 바깥쪽으로 가볍게 당겨 빼십시오.

고정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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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직대의 받침대에 있는 나사를 제거하고 포트 접근 덮개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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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PCI 카드

PCI 
수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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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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환경설정의 네트워크 패널을 여십시오.

Fibre Channel 카드를 구성하려면,  시스템 환경설정의 Fibre Channel 패널을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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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하기
Xserve는 BR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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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이 위로 향하게 합니다.통풍관고정 나사(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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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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항상 5~10분 동안 Xserve의 열을 식히십시오. 배터리 
가까이에 있는 부품이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3 팬 통풍관에 고정된 나사를 풀어 제거하십시오.

 4 배터리함에서 기존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경고:  폭발 위험을 방지하려면 BR 2032 유형의 배터리로만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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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팬 통풍관을 교체하고 나사를 가볍게 조이십시오.

 7 Xserve를 닫고 랙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중요사항:  제조업체의 지침 및 지역 환경법에 따라 기존의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이 
설명서의 뒷부분에 있는 "Regulatory Compliance Information"에서 배터리 폐기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45

A제품 사양

부
록

규격

 Â 높이:  4.4cm(1U)

 Â 너비:  44.7cm(표준 19형 랙 설치용)

 Â 폭:  76.2cm

무게

14.5kg(DIMM 3개 설치), 드라이브 모듈 1개 및 전원 공급 장치 1개 Â

17.5kg(DIMM 12개 설치), 드라이브 모듈 3개 및 전원 공급 장치 2개 Â

동작 환경

 Â 작동 온도:  10°~35°C

 Â 보관 온도:  –40°~47°C

 Â 상대 습도:  5%~95%(비응결)

 Â 높이:  0~3048m

프로세서

1개 또는 2개의 2.26, 2.66 또는 2.93GHz(기가헤르츠) 쿼드 코어 Intel Xeon 5500  Â
프로세서

프로세서당 8MB(메가바이트) 공유 L3 캐시 Â

초당 6.4GT(Gigatransfer)가 허용되는 2개의 Intel QPI(QuickPath Interconnect) 포인트  Â
투 포인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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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당 3개의 독립 DDR3-1066 메모리 채널이 장착된 통합 메모리 컨트롤러 Â

RAM(Random-Access Memory)
1066MHz DDR3 ECC DIMM(Error-Correcting Code를 사용하여 주소 및 데이터를  Â
보호하는 Dual Inline Memory Module)

1GB, 2GB 또는 4GB DIMM을 수용하는 12개의 DIMM 슬롯 Â

광학 드라이브

슬롯 로딩 방식의 24배속(CD)/8배속(DVD) 듀얼 레이어 SuperDrive Â

 Â 지원되는 디스크 유형:  CD–R, CD–RW, DVD–R, DVD–R DL, DVD–RW, DVD+R, DVD+R 
DL, DVD+RW

 Â 지원되는 디스크 규격:  12cm

PCI-E 확장 슬롯 1
일치하는 수직대에 x16 PCI-E(Express) 카드 수용 Â

 Â 최대 카드 길이:  16.7cm

 Â 최대 전력 소모량:  25W

PCI-E 확장 슬롯 2
적절한 수직대에 x16 PCI-E 카드 수용 Â

 Â 최대 카드 길이:  22.8cm

 Â 최대 전력 소모량:  25W

시스템 배터리

수명이 긴 BR 2032 리튬 코인 셀 배터리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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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IEEE 802.3 호환 Â

 Â 최대 케이블 길이:  100m

 Â 커넥터:  10Base-TX, 100Base-TX 및 1000Base-TX용 RJ-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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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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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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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 채널 속도:  10Base-TX, 100Base-TX 및 1000Base-TX의 IEEE 자동 절충

FireWire

 Â 데이터 전송률:  100, 200, 최대 400 및 최대 800Mbit/s

2개의 FireWire 800 포트(뒷면 패널) Â

적절한 케이블을 사용하면 FireWire 800 포트는 모든 FireWire 장비와 동작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여 9핀 포트를 4핀, 6핀 또는 9핀 장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Â 출력 전압 범위:  약 12~30V

 Â 출력 전력 범위:  최대 15W

USB
USB 2.0 지원 Â

3개의 외장형 USB(Universal Serial Bus) 유형 A 포트 Â

각 포트는 각각 480Mbit/s(초당 메가비트) USB 채널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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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1개의 포트는 1.5W 공급 가능(그런 다음 다른 2개의 포트가 500mW 공급)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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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1개 또는 2개의 750W 전원 공급 장치 Â

 Â AC 라인 입력:  100–240V AC(교류), 단상, 50–60Hz(헤르츠)

 Â 최대 AC 라인 전류:  9.5A(100–127V) 또는 5A(200–240V). 2개의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면 이 부하가 분산됩니다.

직렬 포트

9핀 D 커넥터 Â

1 2 3 4

6 7 8 9

5

핀 신호 Â

1:  RLSD(Received line signal detector)

2:  RD(Received data)

3:  TD(Transmitted data)

4:  DRT CD(DTE ready)

5:  SGND(Signal ground)

6:  DCR CC(DCE ready)

7:  RTS(Request to send)

8:  CTS(Clear to send)

9:  RI(Ring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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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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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rve의 
전원을 연결 해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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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을 제거하고자 할 때(덮개가 열려 있는 동안 코드를 연결하지 않은 채로 두십시오.) Â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마모되었거나 손상되었을 때 Â

케이스에 무엇인가 엎질렀을 때 Â

Xserve가 빗물이나 기타 과도한 습기에 노출되었을 때 Â

Xserve를 떨어뜨렸거나 케이스가 손상되었을 때 Â

Xserve를 서비스나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심될 때 Â

케이스를 청소하고자 할 때(뒤에 명시된 권장 절차대로만 청소하십시오.) Â

항상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Xserve를 세면기, 욕조, 샤워장 등 물기가 많은 곳에서 멀리 두십시오. Â

Xserve를 비나 눈과 같이 물기가 있는 날씨나 습기를 피해서 두십시오.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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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를 접지된 전기 콘센트 또는 다구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모든 설치 지침을 주의  Â
깊게 읽어보십시오.

사용자와 다른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를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Â
두십시오.

Xserve에 관련된 모든 지침과 경고를 따르십시오. Â

전기 장비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기술된 서버 모델은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에서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장비와 함께 사용하도록 인증되었습니다.

Xserve 취급하기
이들 지침에 따라 Xserve와 컴퓨터의 부품을 취급하십시오.

Xserve에서 랙을 제거하였을 경우, 견고하고 평평한 바닥에 두십시오. Â

중요사항:  모니터나 다른 기타 장비들을 Xserve 위에 놓지 마십시오. 케이스 위에 
무거운 것을 놓으면 Xserve 내부의 중요한 부품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을 때에는 항상 케이블에 연결된 커넥터(코드가 아닌  Â
플러그)를 잡으십시오.

하드 디스크, VGA 모니터, FireWire, 이더넷 및 USB 장비와 같은 일부 부품 및 케이블은  Â
Xserve가 켜져있고 작동 중에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트에 커넥터를 연결할 때 절대 과도한 힘을 주지 마십시오. 커넥터와 포트가 쉽게  Â
연결되지 않을 경우,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커넥터가 포트에 맞는지 그리고 커넥터를 
포트에 대해 똑바로 위치시켰는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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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나 다른 부품들에 어떤 음식이나 액체도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Â
엎질렀을 경우, 즉시 Xserve를 끄고 엎지른 것을 청소하기 전에 전원 연결을 끊으십시오.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Xserve를 검사하거나 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Xserve 및 서버 부품들을 직사광선과 비 또는 기타 습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Â

모든 통풍구 입구가 깨끗하고, 막혀 있지 않도록 유지하십시오. 공기의 흐름이 적절하지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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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앞면 패널의 제어기를 사용하여 광학 
드라이브로부터 시동하여 디스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보려면 Xserve와 함께 
제공되는 Admin Tools 디스크에 있는 Xserv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가능한 한, 시스템을 종료하기 전에 디스크를 추출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
Xserve의 전원 공급 장치는 고전압 부품이고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 있을 지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전원 공급 장치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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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rve 청소하기
Xserve의 외부를 청소할 때 다음의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물에 적신 부드럽고 보푸라기가 없는 천을 사용하여 외부를 청소하십시오. 어떤  Â
입구로도 물기가 들어가는 것을 피하십시오.

에어로졸 스프레이, 솔벤트 또는 연마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Â

Xserve 케이스 청소하기
케이스를 청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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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kr/environment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http://www.apple.com/kr/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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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에 대한 건강 관련 정보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네트워크상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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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함을 피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서버가 있는 위치에서 가능하다면, 견고하고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조정할 수 있는  Â
의자를 사용하십시오. 의자의 뒷면이 사용자의 등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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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
팔뚝 부분이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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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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ompliance Information

FCC Complianc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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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elded Cable Statement & Modification Statement
This product was tested for EMC compliance und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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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s or modifications to this product 
not authorized by Apple Inc. could void the EMC 
compliance and negate your authority to operate  
the product.

Industry Canad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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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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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for Germany
Das Produkt ist nicht für den Einsatz an 
Bildschirmarbeitsplätzen im Sinne § 2 der Bildschirmarb
eitsplatzverordnung geei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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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CI Class A Statement

Europe-EU Declaration of Conformity
See www.apple.com/euro/compliance

CISPR 22 & EN55022 Statement

WARNING:  This is a Class A product. In a domestic 
environment this product may cause radio 
interference, in which case the user may be 
required to take adequate measures.

http://www.apple.com/euro/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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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Class A Warning

Korea Class A Warning

China Class A Warning

Laser Information

WARNING:  Making adjustments or performing 
procedur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your 
equipment's manual may result in hazardous 
radi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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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m 
safety requirements. A service warning label is located 
in a service-accessible area. The labels on your product 
may di∂er slightly from the ones shown here.

위험도 높은 활동 경고
본 컴퓨터 시스템은 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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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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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및 재활용 정보

이 기호는 지역 환경법 및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Apple 또는 지역 관청에 연락하여 재활용 옵션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Apple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kr/environment/recycling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배터리 폐기 정보

내장 배터리를 교체할 때, 여러분의 지역 환경법 및 지침에 
따라 소모된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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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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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Dispos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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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on Européenne: informations sur l'élimination
Le symbole ci-dessus signifie que vous devez vous 
débarasser de votre produit sans le mélanger avec les 
ordures ménagères, selon les normes et la législation 
de votre pays. Lorsque ce produit n'est plus utilisable, 
portezle dans un centre de traitement des déchets agréé 
par les autorités locales. Certains centres acceptent les 
produits gratuitement. Le traitement et le recyclage 
séparé de votre produit lors de son élimination aideront 
à préserver les ressources naturelles et à protéger 
l'environnement et la santé des êtres humains.

Europäische Union – Informationen zur Entsorgung
Das Symbol oben bedeutet, dass dieses Produkt 
entsprechend den geltenden gesetzlichen Vorschriften 
und getrennt vom Hausmüll entsorgt werden muss. 
Geben Sie dieses Produkt zur Entsorgung bei einer 
o∑ziellen Sammelstelle ab. Bei einigen Sammelstellen 
können Produkte zur Entsorgung unentgeltlich 
abgegeben werden. Durch das separate Sammeln 
und Recycling werden die natürlichen Ressourcen 
geschont und es ist sichergestellt, dass beim Recycling 
des Produkts alle Bestimmungen zum Schutz von 
Gesundheit und Umwelt beachtet werden.

Unione Europea: informazioni per lo smaltimento
Il simbolo qui sopra significa che, in base alle leggi 
e alle norme locali, il prodotto dovrebbe essere 
smaltito separatamente dai rifi uti casalinghi. Quando 
il prodotto diventa inutilizzabile, portalo nel punto di 
raccolta stabilito dalle autorità locali. Alcuni punti di 
raccolta accettano i prodotti gratuitamente. La raccolta 
separata e il riciclaggio del prodotto al momento dello 
smaltimento aiutano a conservare le risorse naturali e 
assicurano che venga riciclato nel rispetto della salute 
umana e dell'amb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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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iska unionen – uttjänta produkter
Symbolen ovan betyder att produkten enligt lokala 
lagar och bestämmelser inte får kastas tillsammans 
med hushållsavfallet. När produkten har tjänat ut 
måste den tas till en återvinningsstation som utsetts 
av lokala myndigheter. Vissa återvinningsstationer tar 
kostnadsfritt hand om uttjänta produkter. Genom att 
låta den uttjänta produkten tas om hand för återvinning 
hjälper du till att spara naturresurser och skydda hälsa 
och milj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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