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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Fire T1000 서버 현장 계획 안내
서

본 안내서에서는 Sun Fire™ T1000 서버 설치 계획 시 필요한 사양과 현장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전 및 준수 정보는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Sun Fire T1000 Server Safety and 
Compliance Manual 및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for Sun Hardware Systems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본 안내서에는 다음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페이지의 "물리적 치수"
■ 2페이지의 "서비스 접근 공간"
■ 2페이지의 "환경 사양"
■ 3페이지의 "전원 요구 사항"
■ 5페이지의 "일반 현장 준비 관련 사항"

물리적 치수
Sun Fire T1000 서버의 물리적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인치 미터

너비 16.8인치 425mm

깊이 19.0인치 483mm

높이 1.75인치, 1 랙 장치 43mm

중량(PCI 카드 및 랙마운트가 없는 경우) 20lb 9.1kg

중량(슬라이드 레일이 있는 경우) 24lbs 10.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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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접근 공간
Sun Fire T1000 서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사양 
Sun Fire T1000 서버의 환경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사양

시스템 앞쪽 공간 36인치 (91cm)

시스템 뒤쪽 공간 36인치 (91cm)

설명 사양

작동 온도
• 해수면 900미터(3000피트)
• 900미터(3000 피트) 이상

• 5° C - 35° C(41° F - 9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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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습도 10 ~ 90% 비응축

보관 온도 -40 ~ 70° C, -40 ~ 158° F 

비작동 습도 93% RH 비응축, 38° C (100° F) Max Wet Bulb

작동 고도 0 - 3000미터(10,00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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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요구 사항
Sun Fire T1000 서버에는 자동으로 전력 범위가 조정되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설명 사양

작동 입력 전압 범위 100 - 240 VAC, 50-60 Hz
(입력 전압 허용오차± 10%)

최대 작동 입력 전류 2.2A(100 - 120 VAC)
1.1A(200 - 240 VAC)

일반 작동 입력 전력
최대 작동 입력 전력

180W
220W

일반 열 손실
최대 열손실

614 BTU/hr. 
750 BT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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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준수 사양
Sun Fire T1000 서버는 다음과 같은 사양을 준수합니다. 

범주 관련 표준

안전 UL/CSA-60950-1, EN60950-1, IEC60950-1 CB 개요(모든 국가의
편차 포함), IEC825-1, 2, CFR21 파트 1040, CNS14336,
GB4943

RFI/EMI EN55022 클래스 A
47 CFR 15B 클래스 A
ICES-003 클래스 A
VCCI 클래스 A
AS/NZ 3548 클래스 A
CNS 13438 클래스 A
KSC 5858 클래스 A
GB9254 클래스 A
EN61000-3-2
GB17625.1
EN61000-3-3

책임 면제 EN55024
IEC 61000-4-2
IEC 61000-4-3 
IEC 61000-4-4 
IEC 61000-4-5 
IEC 61000-4-6 
IEC 61000-4-8 
IEC 61000-4-11 

원격 통신 EN300-386

관련 법률 표시 CE, FCC, ICES-003, C-tick, VCCI, GOST-R, BSMI, MIC, UL/cUL, 
UL/S 표시, CCC
4 Sun Fire T1000 서버 현장 계획 안내서 • 2006년 7월



일반 현장 준비 관련 사항
사용중인 환경 제어 시스템에서는 서버에 2페이지의 "환경 사양"에 지정된 제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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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페이지의 "환경 사양"에 언급된 운영환경 한계에서 작동할 때 모든 기능적 요
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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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F) - 23°C(73.4°F) 범위의 주변온도가 가장 좋습니
다. 22°C(71.6°F)에서는 안전한 상대 습도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이 온도 범위 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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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옵니다. 

■ 캐비닛 도어와 같이 서버의 유입 및 배출에 대한 모든 통풍구에는 215 cm2(33.3 in.2)
의 최소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크기는 서버 앞뒤쪽에 60%의 공간 패턴(445 mm x 
81 mm 또는 17.5인치 x 3.5인치)과 동일합니다. 보다 제한적인 공간 특성의 영향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버 앞뒤 공간은 랙 마운트 시 시스템 전면의 경우 최소한 5mm(0.2인치)가 되어야 
하고 뒷면은 80mm(3.1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 값은 위의 유입 및 배
출 공기 저항(가능한 공간)을 기반으로 하며 유입 및 배출 영역에서 공간이 통일되게 
배포된 것을 가정합니다. 이 보다 큰 공간 값은 냉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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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의 
배치는 특히 서버 유입 공기의 온도가 55°C(131°F)인 고온의 NEBS 환경에 중요합니다.

■ 배출 공기가 랙이나 캐비닛에서 재순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버 배출구의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케이블을 관리해야 합니다.

■ 시스템을 통과한 공기의 온도는 약 15°C(59°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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