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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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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Sun Blade 6000 및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용 현장 계획 안내서는 Sun Blade™ 
6000 및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현장 요구사항을 제
공합니다.

물리적, 전기적, 전원 및 냉각 사양은 물론 호환 캐비닛에 대한 권장 사항이 실려 있습니
다. 이 문서는 데이터 센터 환경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데이터 센터 관리자 및 
숙련된 시스템 설치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려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장을 참조하십시오.

■ 1 페이지의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 현장 계획"

■ 17 페이지의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 현장 계획"

이 문서를 읽기 전에
다음 문서에서 안전 지침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un Blade 6000 및 6048 모듈러 시스템용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 안전 및 준수 
설명서, 8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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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업데이트
제품 업데이트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이 제품에 대한 페이지를 찾으십시오.

http://www.sun.com/downloads

사이트에서는 CD-ROM .iso 이미지, 펌웨어 및 드라이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
니다.

관련 설명서
Sun Blade 6048 또는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용 문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과 함께 제공됨은 물론 제품의 설명서 사이트에도 게시된 Where To Find 
Documentation(설명서 찾는 방법)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웹 사이트에서 이 제품에 
대한 페이지를 찾으십시오.

http://docs.sun.com

일부 설명서는 설명서 웹 사이트에서 프랑스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 일본
어 등으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영문 설명서는 자주 개정되며 번역본보다 최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UNIX 명령 사용
이 안내서에서는 시스템 종료, 시스템 부팅 및 장치 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UNIX®  명령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 Solaris™ 운영 체제 설명서

http://docs.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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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표기 규칙

타사 웹 사이트
Sun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타사 웹 사이트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
다. Sun은 이러한 웹 사이트에서 또는 리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내용, 광고, 제
품 또는 기타 자료에 대해 추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un은 타
사 웹 사이트에서 또는 리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이나 
의존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또는 주장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활자체*

* 사용 중인 브라우저 설정이 이 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미 예

AaBbCc123 명령,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름, 컴
퓨터 화면 출력

.login 파일을 편집합니다.
ls -a를 사용하여 모든 파일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You have mail.

AaBbCc123 사용자 입력 내용. 컴퓨터 화면 출
력 내용과 구분을 위해 사용

% su

Password:

AaBbCc123 책 제목, 새로운 단어 및 용어, 단
어의 강조. 명령줄 변수는 실제 이
름 또는 값으로 대체합니다.

사용자 안내서의 6장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을 class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슈퍼유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려면 rm 파일 이름을 입력
합니다.
머리말 ix



고객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Sun은 보다 나은 설명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기다립니
다. 의견이나 제안은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un.com/secure/products-n-solutions/hardware/docs
/feedback/

보내실 때는 문서의 제목 및 부품 번호도 함께 기재해 주십시오.

Sun Blade 6000 및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용 현장 계획 안내서, 부품 번호 
820-3912-10.
x Sun Blade 6000 및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용 현장 계획 안내서 • 2007년 12월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 
현장 계획

이 안내서는 데이터 센터에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계획하는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현장 요구사항 및 시스템 사양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fety and Compliance Manual for Sun Blade 6000 
and Sun Blade 6048 Modular System(Sun Blade 6000 및 6048 모듈러 시스템 안전 및 준수 
설명서), 820-0053 및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for Sun Hardware Systems(Sun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중요 안전 정보), 816-7190을 참조하십시오.

이 현장 계획 안내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2 페이지의 "고객 의무" 

■ 2 페이지의 "시스템 구성" 

■ 3 페이지의 "시스템 도착 전 현장 준비" 

■ 3 페이지의 "시스템 하중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 3 페이지의 "전력 및 전기 요구사항" 
■ 4 페이지의 "전력 예측" 
■ 5 페이지의 "냉각 요구사항" 
■ 5 페이지의 "온도 및 습도 요구사항" 
■ 6 페이지의 "공기 흐름 요구사항" 
■ 6 페이지의 "서비스 공간 및 통로 요구사항" 

■ 7 페이지의 "호환 가능한 캐비닛" 

■ 8 페이지의 "데이터 센터까지의 경로" 

■ 9 페이지의 "설비 안전" 

■ 9 페이지의 "안전한 설치 요구사항" 
■ 9 페이지의 "Sun 제품 배치" 
■ 9 페이지의 "위험 상황 예방 조치" 

■ 10 페이지의 "시스템 사양" 

■ 15 페이지의 "현장 계획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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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의무 
고객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명령 및 규정을 Sun 
Microsystems, Inc.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안전, 건물, 전기 코드와 같은 설비와 관련
된 모든 지방, 국가, 국제 정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성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의 모듈러 구성은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부품으로 이루
어집니다.

■ 10U 섀시(Sun Blade 6000 섀시)

■ Sun Blade X6220 서버 모듈(최대 10개)

■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 1개

■ NEM(Network Express Modules)(최대 2개)

■ PCI EM(PCI ExpressModules)(최대 20개)

■ 전원 공급 모듈 2개

■ 후면 팬 모듈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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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도착 전 현장 준비
설비 현장의 지역 안전법 및 규정에 따라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Sun Blade 6000 Modular System Safety and Compliance Manual(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 안전 및 준수 설명서), 820-0052의 안전 관련 예방 조치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
니다. 

장비를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Sun Microsystems, Inc.는 변경된 
Sun 제품의 규정 준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스템 하중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완전히 구성된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의 무게는 운송 컨테이너에서 182kg(400
파운드) 이상이고, 포장을 푼 상태에서 160kg(350파운드) 이상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나
가거나 놓여지는 바닥이나 표면은 이러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팔레트에 부착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시스템이 들어 있는 운송 컨테이너를 항
상 수직으로 세워 두십시오. 시스템을 운반할 때, 특히 경사진 적하장 및 경사로에서 충
분한 인력을 갖추어 컴퓨터실 이중 바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시스템을 주의하여 천
천히 이동시키고 바닥에 이물질이나 케이블 또는 기타 방해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 및 전기 요구사항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은 두 개의 200-240V, 5600W 전원 공급 모듈을 사용합니
다. 시스템 전력 소비량은 시스템 구성, 즉 시스템에 설치된 활성 모듈러 부품의 수에 따
라 다릅니다. 전력 리던던시 요구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 사용 가능한 전원

■ 전력 소비량(부품 구성에 따라 다름)

■ 필요한 리던던시 수준 

시스템에는 최소 4개의 AC 콘센트가 있어야 합니다. 5600W 소비량 수준에서 2N 전력 
리던던시를 제공하고 전원 공급 장치 1대가 손상되어도 시스템이 이상 없이 작동하도
록 하려면 시스템 전력 소비량을 항상 6250W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Sun Blade 6000 시스템의 부품별 전력 요구사항은 전력 변환 계산기에 제공됩니다.
http://www.sun.com/servers/blades/6000chassis/calc/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의 AC 전력 요구사항은 표 5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Sun Blade 6000 시스템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전기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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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AC 콘센트마다 하나씩 총 4개의 200–240 VAC, 16A/20A 분기 회로가 필
요합니다.

■ Sun Blade 6000 섀시 AC 콘센트에 연결하려면 현장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
의 전원 코드가 필요합니다. 모든 AC 콘센트에 개별 전원 코드가 있어야 하며, 따라
서 4개의 전원 코드가 필요합니다. 전원 코드의 등급은 현장 위치에 따라 16A 또는 
20A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외부 전원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예: 전력이 모듈러 전원 시스템을 통
해 공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 유형의 전원 코드를 사용합니다.

■ 미국 내 – NEMA L6-20P에서 IEC320-C19(4m, Sun 부품 번호 X5044A-Z)
■ 국제 – IEC309에서 IEC320-C19(4m, Sun 부품 번호 X5045A-Z)
시스템을 랙 내부의 모듈러 전원 시스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유형의 전원 코
드를 사용합니다.

■ IEC320-C19에서 IEC320-C20(1.5m, Sun 부품 번호 X5046A-Z 미터 및 2.0m, Sun 
부품 번호 X5047A-Z)

■ 캐비닛의 Sun MPS(모듈러 전원 시스템)를 사용하는 경우 캐비닛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에서 MPS 전력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MP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는 커넥터가 달린 분기 회로를 사
용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2개의 AC 라인 공급과 해당 모듈러 전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Sun Blade 6000 모듈러 시
스템을 그리드 리던던시(Grid Redundancy)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리던던시는 
의도하는 AC 구성에서 섀시 전력 하위 시스템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리드 리던던시
를 위해 AC 구성은 독립된 2개의 라인 공급(예: 라인 A와 라인 B)에서 AC 전력이 공급
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 하나는 라인 A 공급에 연결하고 또 하나는 라인 B 공급에 연결
하면 전원 공급 장치 중 하나가 고장 나거나 어느 한 쪽의 AC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 예측
시스템의 전력 소비량을 계산하려면 전력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http://www.sun.com/servers/blades/6000chassis/calc/

전력 계산기는 섀시의 랙 설치와 설비 계획 용도의 전기적 부하 및 열 부하를 계산하는 
데 기준을 제공합니다. 표시된 "최대 전력" 결과값(100% 작업 부하 시)은 CPU 사용률 
100% 시 서버 모듈 전력 소비량 측정치입니다. 표시된 "유휴 전력" 결과값은 운영 체제
가 부팅되고 안정화되었지만 최소한의 사용률로 실행 중인 서버 모듈에서 계산한 전력 
소비량 측정치입니다.

계산기에 표시된 결과값은 25oC 미만의 상온 온도에서 계산한 측정치의 예입니다. 실제 
전력 소비량은 응용 프로그램 유형, 응용 프로그램 사용률 및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집
니다. 가능하면 실제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양은 계획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이 시스템의 실제 전력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구성한 부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4 Sun Blade 6000 및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용 현장 계획 안내서 • 2007년 12월



냉각 요구사항
시스템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력은 공기 중에 열로 방출됩니다. 6250W 2N 구성에서 섀
시의 열 방출량의 상한선은 21,325BTU/시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열, 통풍 및 공
기 조절(HVAC) 시스템은 완전히 구성된 시스템과 기타 다른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열 
최대량을 냉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Sun Blade 6000 시스템별 열 방출량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시스템에는 섀시 
전체에 앞에서 뒤로 시원한 공기를 흐르게 하는 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팬은 시스템 
온도 센서에 따라 속도가 제어됩니다. 일반적인 공기 흐름은(23oC 미만의 상온 온도 기
준) 약 600CFM입니다. 허용 가능한 최대 공기 흐름은 1012CFM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열 부하 방출에 필요한 공기 조절 장치가 제공되고, 랙에 설치된 시스템 
앞뒤로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환기구만 있다면(표 1 참조) 시스템 팬의 기능으로 시스템
이 작동 온도 사양 내에서 작동될 수 있습니다(표 6 참조). Sun Blade 6000 섀시 시스템
의 열 특성은 표 7에 제공됩니다.

온도 및 습도 요구사항
온도 및 습도 최고치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표 6에 나와 있는 작동 및 비작동 온도 사
양은 시스템의 모든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제한을 반영합니다. 
작동 온도는 시스템에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에 대한 것으로 통로 공기의 온도는 적용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적의 실내 작동 온도 및 습도 범위를 작동 환경으로 권장합니다. 최적의 실내 온도 범
위 내에서 시스템을 작동해야 시스템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23oC(73.4oF)에서 안전
한 상대 습도 범위를 유지하고 환경 지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버퍼를 제공하
기가 용이합니다. 

실내 상대 습도 수준이 45% - 50% 사이일 때 다음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
스템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 부식 방지.

■ 환경 제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작동 시간 버퍼 제공.

■ 상대 습도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방전에서 오는 간헐적 장애
로 인한 오류를 방지. ESD(정전기 방전)는 쉽게 생성되지만 상대 습도가 35% 이하인 
지역에서는 잘 없어지지 않으며 습도 수준이 3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치명적입
니다.

60분 동안 온도가 5oC(10oF) 이상 또는 상대 습도가 10% 이상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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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흐름 요구사항
시스템에서 공기를 제어하여 실내 공기를 유입하여 섀시 앞쪽부터 냉각하고 가열된 공
기는 섀시 뒤쪽으로 배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기 흐름이 주로 두 구역에서 이루어지
는데, 서버 모듈을 냉각하는 아래쪽 공기 흐름과 전원 공급 장치,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 Sun Blade 6000 NEM(Network Express Module), PCI EM(PCI ExpressModule)
을 냉각하는 위쪽 공기 흐름입니다.

후면 팬 케이지는 6개의 후면 팬 모듈을 포함하며, 각 모듈당 2개씩 총 12개의 팬이 있습
니다. 팬은 서버 모듈 앞쪽에서 냉각 공기를 유입시키고 가열된 공기는 섀시 뒤쪽을 통
해 배출시킵니다. 총 공기 흐름은 일반 측정으로 약 600CFM(입방 피트/분)입니다.

각 전원 공급 장치 내에 있는 내부 팬들에 의해 위쪽 공기 흐름이 제어 됩니다.

다음의 공기 흐름 지침을 따르십시오.

■ 섀시의 통풍 구역을 막지 마십시오.

■ 섀시 후면의 케이블이 배출 공기를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 공기 흐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후면 캐비닛 도어의 60% 이상이 구멍이 뚫
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쪽 또는 양쪽 도어를 제거하면 시스템의 냉각 기능이 향상
됩니다.

■ 캐비닛 도어와 시스템 사이에 앞뒤로 공간을 두어(앞쪽에 최소 0.5cm(0.2인치), 뒤쪽
에 최소 7.9cm(3.1인치) 공기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비스 공간 및 통로 요구사항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스템 케이블에 접근하는 등 서비스하려면 다음과 같은 공간 제한
을 따라야 합니다.

랙을 가열 통로와 냉각 통로가 구분되도록 배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냉각된 공기가 
통로를 통해 시스템 전면의 공기 흡입구로 흘러 들어가고 시스템 후면의 배출구로부터 
가열된 공기가 흘러 나올 수 있습니다. 가열 통로와 냉각 통로 배열은 한 시스템에서 배
출된 뜨거운 공기가 다른 시스템에 직접 흡입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표 1 서비스 및 통로 공간 요구사항

위치 서비스 가능 요구사항

랙에서 확장된 시스템 설치를 용이하게 하려면 시스템 양쪽에 0.9m(3ft)

전면 냉각 통로 1.5m(5ft), 랙 설치용

후면 가열 통로 0.9m(3ft), 케이블 접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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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설치 시 고려 사항
이 항목에서는 시스템에 랙 설치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를 설명합니다.

호환 가능한 캐비닛
섀시는 랙 설치를 위한 것이며, 90.0 - 100.1cm(35.4 - 39.4인치) 깊이의19" EIA-310D 캐
비닛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섀시는 68.0cm
(26.77인치)에서 87.0cm(34.25인치)의 앞뒤 간, 레일 간 간격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Sun Microsystems는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 설치를 위해 EIA 310D 호환 캐비
닛을 제공합니다. Sun Rack 1000 캐비닛 제품군은 Sun의 신제품 캐비닛에 속합니다. 이 
캐비닛은 3개의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Sun Rack 1000-38) 또는 4개의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Sun Rack 1000-42)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표 2
는 Sun Rack 1000 캐비닛의 물리적 사양을 보여줍니다.

표 2 Sun Rack 1000 캐비닛의 물리적 사양

환경 사양 Sun Rack 1000-38 Sun Rack 1000-42

사용 가능한 랙 유닛 38 42

높이 188cm(74인치) 205.7cm(81인치)

너비 60cm(23.5인치) 60cm(23.5인치)

깊이 1000cm
(39.4인치)

1000cm
(39.4인치)

비어 있는 랙 무게 167.8kg(370lb) 193.2kg(426lb)

운송 팔레트가 장착된 비어 있는 랙 무게 244.9kg(540lb) 309.7kg(683lb)

MPS(모듈러 전원 시스템)가 장착된 비어 있는 
랙 무게(팔레트 없음)

210.9kg(465lb) 236.3kg(521lb)

하중 544kg(1200lb) 544kg(1200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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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이 지원하는 섀시의 수
다음 목록에 표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최대 4개의 Sun Blade 6000 섀시를 1000-42 랙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성은 MPS로 지원됩니다.

■ 최악 소비량(32A), 60A-3 단계: Sun Blade 6000 섀시 1개
■ 1개의 32A-3 단계: Sun Blade 6000 섀시 3개
■ 2개의 60A-3 단계: Sun Blade 6000 섀시 3개
■ 2개의 30A-1 단계: Sun Blade 6000 섀시 1개

데이터 센터까지의 경로
데이터 센터와 적하장은 서로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적하장에서 데이
터 센터까지의 통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최소 142cm(56인치) 높이

■ 최소 94cm(37인치) 너비(이 이상 권장)

시스템 섀시 및 공장 출하 시 설치된 부품은 팔레트에 하나의 컨테이너로 제공됩니다. 
시스템이 운송 컨테이너에 있는 경우 항상 수직으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섀시 운송 컨
테이너를 내리는 장비 및 인력이 컨테이너의 운송 용적 및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운송 컨테이너 및 무게 사양은 표 3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과 데이터 센터 환경의 온도 및 습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시스템을 운송 컨
테이너에 넣어 데이터 센터의 온도 및 습도 환경과 유사한 장소에 둡니다. 최소 24시간 
이상 기다린 후 시스템을 운송 컨테이너에서 꺼내 열 충격 및 응축을 방지합니다.

부품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는 데이터 센터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장비 포장을 열
고 하드웨어를 다시 포장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포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포장 재
료에서 나오는 이물질과 먼지가 데이터 센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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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안전 
다음 지침 및 예방 조치에 따라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안전한 설치 요구사항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의 부상을 최소화하려면 시스템이 랙에 설치된 캐비닛이 위치한 
공간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또는 벽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고형물에 캐비닛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독립형 시스템 또는 랙에 설치한 시스템을 평편한 면에 설치합니다. 캐비닛 베이스에는 
기울임 방지 막대가 있습니다.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이 막대를 연장하여 캐비닛이 움직이
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un 제품 배치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의 구멍을 막거나 덮지 마십시오. Sun 제품을 난방기 또
는 열 조절기 가까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열로 인
해 Sun 제품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은 앞에서 
뒤로 공기 냉각됩니다. 캐비닛 도어 앞뒤 공간에 충분한 냉각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한 공간 사양에 대한 내용은 6 페이지의 "공기 흐름 요구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위험 상황 예방 조치
모듈식 설계라는 시스템 고유의 특성상 움직이는 부품 및 날카로운 모서리에 작동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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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양
이 항목에서는 다음 시스템 사양을 설명합니다.

■ 10 페이지의 "운송 크레이트(나무 상자) 물리적 사양" 

■ 11 페이지의 "섀시와 부품의 크기 및 무게" 

■ 12 페이지의 "AC 전원 요구사항" 

■ 12 페이지의 "환경 사양" 

■ 13 페이지의 "열 설계 사양" 

■ 13 페이지의 "소음 방출" 

■ 14 페이지의 "규정 준수" 

운송 크레이트(나무 상자) 물리적 사양
표준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부품이 설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 Sun Blade 6000 섀시 1개

■ 전원 공급 모듈 2개

■ 후면 팬 모듈 6개

■ 전면 팬 모듈 2개

■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 1개

■ 서버 모듈 필러 패널 9개, PCI EM 필러 패널 20개 및 NEM 필러 패널 2개

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에는 다음도 제공됩니다.

■ 랙 설치 레일 키트

■ 랙 설치 트레이

■ 랙 정렬 템플릿

■ DB-9 - RJ-45 어댑터

■ 동글

■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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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운송 크레이트의 물리적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섀시와 부품의 크기 및 무게
포장을 푼 섀시와 부품의 크기 및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3 표준 운송 크레이트 물리적 사양

크기 또는 무게 환경 사양

운송 크레이트 높이 129.3cm(50.9인치)

운송 크레이트 너비 67.3cm(26.5인치)

운송 크레이트 길이 91.4cm(36인치)

섀시, 포장 및 팔레트 무게 약 272kg(600lb)

표 4 섀시 및 부품 물리적 사양

크기 또는 무게 환경 사양

섀시 높이 43.8cm(17.25인치), 랙 유닛 10개(공간 제외)

섀시 깊이 69.2cm(27.25인치) 섀시 금속 및 전면 베젤 포함

섀시 너비 44.5cm(17.50인치); 랙 설치 이어(Ear) 제외

섀시 무게 완전히 구성된 시스템: 147.59kg(325.37lb)
비어 있는 섀시: 35.7kg(78.7lb)
하위 조립품 무게:
• I/O 섀시(미드플레인 포함): 11.79kg(26lb)
• 전원 공급 모듈: 9.7kg(21.38lb)
• 서버 모듈: 10.43kg(23lb)
• 전면 팬 모듈: 0.88kg(1.95lb)
• 후면 팬 모듈: 1.04kg(2.31lb)
• NEM: 1.75kg(3.85lb)
• PCI EM: 0.35kg(0.78lb)

• 섀시 모니터링 모듈: 0.57kg(1.25lb)
• 전면 표시등 모듈: 0.34kg(0.75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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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원 요구사항
시스템의 AC 전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사양
시스템의 환경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 AC 전원 요구사항

기능 환경 사양

전압 200 - 240VAC

주파수 50/60Hz

전류 출력 장치 1개당 16A, 총 4개의 AC 콘센트(전원 공급 모듈 1개당 2개).

AC 콘센트 수 4

AC 콘센트 연결 • 미국 내 – NEMA L6-20P - IEC320-C19M(4m, Sun PN X5044A-Z)
• 국제 - IEC309에서 IEC320-C19(4m, Sun PN X5045A-Z)
• Installed in rack with modular power system – 

IEC320-C319 - IEC320-C20(1.5m, Sun PN X5046A-Z; 
2.0m, X5047A-Z)

표 6 환경 사양

환경 사양 작동 비작동

온도 5 - 32oC(41 - 90oF) 비응축 -40 - 65oC
(-40 - 149oF) 비응축

최적 실내 온도 22oC(73.4oF)

상대 습도 10 - 90% RH(비응축), 
27oC 최대 습구

10 - 93% RH(비응축), 
38oC 최대 습구

최적 실내 상대 습도 45 - 50% RH, 비응축

고도 0 - 3000m(10,000ft)에서 
최대 실내 온도는 
900m(2953ft) 이상에서 
300m(984ft) 당 1oC으로 
출력 강하

0 - 12,000m(40,000ft)

정현파 진동 Z(수직)축: 0.15G
X/Y축: 0.10G
5 - 500Hz 정현파

Z(수직)축: 0.50G
X/Y축: 0.25G
5 - 500Hz 정현파

충격 3G, 11msec, 반정현파
(랙 설치형 인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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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설계 사양
시스템의 열 설계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방출
신고 소음 방출량은 ISO 9295/9296 표준을 따릅니다.

데이터 센터 직원은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음 방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 열 설계 사양

매개변수 환경 사양

허용 가능한 최대 시스템 유량 1012CFM

허용 가능한 최대 열 방출량/HVAC 부하 21,000BTU/시

섀시를 통해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 18.5oC(33oF)

표 8 소음 방출 수준 사양

기능 환경 사양

작동/유휴 소음(LwAd, 1B=10dB) 25oC 이하에서 8.6B, 최대 실내 온도에서 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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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Sun Microsystems 및 규제 기관의 표준을 준수합니다.

표 9 규정 준수

분류 표준

제품 안전성 • UL 승인: UL 60950 및 C22.2 No. 60950
• UL Demko 승인: EN60950-1 및 CB Report IEC 60950-1(모든 개정안 
및 전세계 모든 파생 법안 포함)

• 러시아 GOST 인증
• 대한민국 MIC 인증
• 전원 공급 장치에 중국 CCC 마크 적용(시스템의 정격 전압은 1300W 
이상이므로 제외)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및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에 대한 CE Declaration of Conformity(SMI 자체 선언) 

• 전원 공급 장치에 IRAM S-Mark 적용(시스템은 장비군이므로 제외)
• CNS 14336(대만)

레이저 제품 및 광학 
I/O

• FCC 등록: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 CFR 1040-Lasers
• TUV 승인: IEC 60825-1 레이저 제품 안전
• 캐나다 방사선 발생 장치 법령 REDR C1370

전자파 장해 • CFR 47 Part 15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5, Subpart B) 
Class A

• EN55022:2006 Class A per EMC Directive 2004/108/EEC(CE 마크)
• VCCI Class A

• 캐나다 산업 표준 ICES-003 
• AS/NZ 3548(호주/뉴질랜드)
• CNS 13438(대만)

내성 EN55024:1998 +A1:2001 +A2:2003 per EMC Directive 2004/108/EEC, 
다음 포함:
• IEC 61000-4-2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 IEC 61000-4-3 전자파, 무선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 IEC 61000-4-4 전기적 고속 과도 현상 내성 시험
• IEC 61000-4-5 서지 내성 시험
• IEC 61000-4-6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에 의한 유도 전도 방해 내성
• IEC61000-4-8 상용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 IEC 61000-4-11 전압 저하, 순간 정전 및 전압 변동 내성 시험

회선 왜곡 • EN 61000-3-2 per EMC Directive 89/336/EEC

전압 교란 • EN 61000-3-3 per EMC Directive 89/336/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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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획 확인 목록
표 10는 현장 계획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계획 작업을 확인 목록으로 작성
한 것입니다. 

표 10 현장 계획 확인 목록

요구사항 완료 작업

구성 예__ 아니오__ 각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필요한 캐비닛과 랙의 유형 및 수량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각 랙의 장착 방법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터미널, 모니터, 키보드, SCSI 장치 등과 같은 외부 
주변장치의 종류를 결정했습니까?

환경 예__ 아니오__ 데이터 센터 환경이 시스템의 온도 및 습도 사양에 적합합니까?

예__ 아니오__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장비의 열 부하, 열 방출 및 공기 조절 요구사항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정전이나 공기 조절 장치 고장 또는 습도 조절 장치 고장과 같은 특수한 상
황에서 데이터 센터 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화재 진압 및 화재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력 예__ 아니오__ 시스템의 최대 전력 요구사항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전력 리던던시를 위해 2개의 AC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필요한 경우, 모듈러 전원 시스템을 설치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각 시스템 및 해당 주변장치에 대한 콘센트 및 회로 차단기가 충분합니까?

예__ 아니오__ 콘센트가 랙으로부터 4m(13ft) 이내에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회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레이블을 부착했습니까?

물리적 요소 예__ 아니오__ 설비의 적하장은 표준 일반 운송 트럭 요구사항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는 경우, 랙 및 시스템을 내리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시스템 및 랙을 적하장에서 컴퓨터실로 운반할 때 팔레트 잭 또는 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컴퓨터실로 이어지는 통로와 입구에 장비가 들어갑니까?

예__ 아니오__ 모든 장비가 설치된 각 랙의 무게를 확인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데이터 센터 바닥이 시스템 및 랙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각 랙을 데이터 센터 바닥의 어디에 위치시킬지 결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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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__ 아니오__ 한 시스템의 가열된 방출 공기가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스템
과 랙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랙 주변에 시스템 접근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기타 예__ 아니오__ 시스템을 내리고 포장을 풀어 랙에 설치할 인력은 충분합니까?

예__ 아니오__ 필요한 경우, 시스템 관리자 및 서비스 기술자는 적절한 교육 과정에 등록
하여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켰습니까?

예__ 아니오__ 시스템 및 랙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구를 마련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시스템을 랙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표 10 현장 계획 확인 목록 (계속)

요구사항 완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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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 
현장 계획

이 안내서는 데이터 센터에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계획하는 경
우 충족시켜야 하는 현장 요구사항 및 시스템 사양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Blade 6000 Modular System Safety and 
Compliance Manual(Sun Blade 6000 모듈러 시스템 안전 및 준수 설명서), 820-0053 및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for Sun Hardware Systems(Sun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중요 안전 정보), 816-7190을 참조하십시오.

이 현장 계획 안내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18 페이지의 "고객 의무" 

■ 18 페이지의 "시스템 구성" 

■ 19 페이지의 "시스템 도착 전 현장 준비" 

■ 19 페이지의 "시스템 하중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 19 페이지의 "전력 및 전기 요구사항" 
■ 20 페이지의 "전력 예측" 
■ 21 페이지의 "냉각 요구사항" 
■ 21 페이지의 "온도 및 습도 요구사항" 
■ 22 페이지의 "공기 흐름 요구사항" 
■ 22 페이지의 "서비스 공간 및 통로 요구사항" 

■ 23 페이지의 "데이터 센터까지의 경로" 

■ 23 페이지의 "설비 안전" 

■ 23 페이지의 "안전한 설치 요구사항" 
■ 24 페이지의 "Sun 제품 배치" 
■ 24 페이지의 "위험 상황 예방 조치" 

■ 24 페이지의 "시스템 사양" 

■ 28 페이지의 "규정 준수" 

■ 29 페이지의 "현장 계획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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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의무 
고객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명령 및 규정을 Sun 
Microsystems, Inc.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안전, 건물, 전기 코드와 같은 설비와 관련
된 모든 지방, 국가, 국제 정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성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은 4개의 선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선반에 대한 최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 서버 모듈

■ CMM(Chassis Management Module) 1개

■ PCI EM(PCI ExpressModules) 24개

■ NEM(Network Express Module) 2개

■ 전원 공급 장치 2개

■ 후면 팬 모듈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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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도착 전 현장 준비
설비 현장의 지역 안전법 및 규정에 따라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Modular Systems Safety and Compliance Manual for Sun Blade 6000 and Sun Blade 
6048(Sun Blade 6000 및 6048 모듈러 시스템 안전 및 준수 설명서), 820-0052의 안전 관
련 예방 조치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장비를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Sun Microsystems, Inc.는 변경된 
Sun 제품의 규정 준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스템 하중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완전히 구성된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의 무게는 운송 컨테이너에서 1134kg(2500
파운드) 이상이고, 포장을 푼 상태에서 1104kg(2300파운드) 이상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
나가거나 놓여지는 바닥이나 표면은 이러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팔레트에 부착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시스템이 들어 있는 운송 컨테이너를 항
상 수직으로 세워 두십시오. 시스템을 운반할 때, 특히 경사진 적하장 및 경사로에서 충
분한 인력을 갖추어 컴퓨터실 이중 바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시스템을 주의하여 천
천히 이동시키고 바닥에 이물질이나 케이블 또는 기타 방해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 및 전기 요구사항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은 선반 당 두 개의 200-240V, 8400W 전원 공급 모듈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전력 소비량은 시스템 구성, 즉 시스템에 설치된 활성 모듈러 부품
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전력 리던던시 요구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
니다.

■ 사용 가능한 전원

■ 전력 소비량(부품 구성에 따라 다름)

■ 필요한 리던던시 수준 

시스템에는 선반 당 최소 2개의 AC 콘센트가 있어야 합니다. 8400W 소비량 수준에서 
2N 전력 리던던시를 제공하고 전원 공급 장치 3대가 손상되어도 시스템이 이상 없이 작
동하도록 하려면 시스템 전력 소비량을 항상 선반 당 9375W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Sun Blade 6048 시스템의 부품별 전력 요구사항은 전력 계산기를 통해 제공됩니다. 
http://www.sun.com/servers/blades/6048chassis/calc/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의 AC 전력 요구사항은 표 4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Sun Blade 6048 시스템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전기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야 합니다.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 현장 계획 19



■ 시스템의 AC 콘센트마다 하나씩 총 4개의 200–240 VAC, 16A/20A 분기 회로가 필
요합니다.

■ Sun Blade 6048 섀시 AC 콘센트에 연결하려면 현장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
의 전원 코드가 필요합니다. 모든 AC 콘센트에 개별 전원 코드가 있어야 하며, 따라
서 4개의 전원 코드가 필요합니다. 전원 코드의 등급은 현장 위치에 따라 16A 또는 
20A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외부 전원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예: 전력이 모듈러 전원 시스템을 통
해 공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 유형의 전원 코드를 사용합니다.

■ 미국 내 – NEMA L6-20P에서 IEC320-C19(4m, Sun 부품 번호 X5044A-Z)
■ 국제 – IEC309에서 IEC320-C19(4m, Sun 부품 번호 X5045A-Z)
시스템을 랙 내부의 모듈러 전원 시스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유형의 전원 코
드를 사용합니다.

■ IEC320-C19에서 IEC320-C20(1.5m, Sun 부품 번호 X5046A-Z 미터 및 2.0m, Sun 
부품 번호 X5047A-Z)

■ 캐비닛의 Sun MPS(모듈러 전원 시스템)를 사용하는 경우 캐비닛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에서 MPS 전력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MP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는 커넥터가 달린 분기 회로를 사
용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2개의 AC 라인 공급과 해당 모듈러 전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Sun Blade 6048 모듈러 시
스템을 그리드 리던던시(Grid Redundancy)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리던던시는 
의도하는 AC 구성에서 섀시 전력 하위 시스템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리드 리던던시
를 위해 AC 구성은 독립된 2개의 라인 공급(예: 라인 A와 라인 B)에서 AC 전력이 공급
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 하나는 라인 A 공급에 연결하고 또 하나는 라인 B 공급에 연결
하면 전원 공급 장치 중 하나가 고장 나거나 어느 한 쪽의 AC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 예측
시스템의 전력 소비량을 계산하려면 전력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http://www.sun.com/servers/blades/6048chassis/calc/

전력 계산기는 섀시의 랙 설치와 설비 계획 용도의 전기적 부하 및 열 부하를 계산하는 
데 기준을 제공합니다. 표시된 "최대 전력" 결과값(100% 작업 부하 시)은 CPU 사용률 
100% 시 서버 모듈 전력 소비량 측정치입니다. 표시된 "유휴 전력" 결과값은 운영 체제
가 부팅되고 안정화되었지만 최소한의 사용률로 실행 중인 서버 모듈에서 계산한 전력 
소비량 측정치입니다.

계산기에 표시된 결과값은 25oC 미만의 상온 온도에서 계산한 측정치의 예입니다. 실제 
전력 소비량은 응용 프로그램 유형, 응용 프로그램 사용률 및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집
니다. 가능하면 실제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양은 계획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이 시스템의 실제 전력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구성한 부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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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요구사항
시스템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력은 공기 중에 열로 방출됩니다. 9375W 2N 구성에서 선
반의 열 방출량은 32,000BTU/시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열, 통풍 및 공기 조절
(HVAC) 시스템은 완전히 구성된 시스템과 기타 다른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열 최대량
을 냉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Sun Blade 6048 시스템별 열 방출량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시스템에는 섀시 
전체에 앞에서 뒤로 시원한 공기를 흐르게 하는 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팬은 시스템 
온도 센서에 따라 속도가 제어됩니다. 일반적인 공기 흐름은(23 oC 미만의 상온 온도 기
준) 선반 당 약 844CFM입니다. 허용 가능한 최대 공기 흐름은 1460CFM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열 부하 방출에 필요한 공기 조절 장치가 제공되고, 랙에 설치된 시스템 
앞뒤로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환기구만 있다면(표 1 참조) 시스템 팬의 기능으로 시스템
이 작동 온도 사양 내에서 작동될 수 있습니다(표 5 참조). Sun Blade 6048 섀시 시스템
의 열 특성은 표 6에 제공됩니다.

온도 및 습도 요구사항
온도 및 습도 최고치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표 5에 나와 있는 작동 및 비작동 온도 사
양은 시스템의 모든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제한을 반영합니다. 
작동 온도는 시스템에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에 대한 것으로 통로 공기의 온도는 적용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적의 실내 작동 온도 및 습도 범위를 작동 환경으로 권장합니다. 최적의 실내 온도 범
위 내에서 시스템을 작동해야 시스템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23oC(73.4oF)에서 안전
한 상대 습도 범위를 유지하고 환경 지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버퍼를 제공하
기가 용이합니다. 

실내 상대 습도 수준이 45% - 50% 사이일 때 다음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
스템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 부식 방지.

■ 환경 제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작동 시간 버퍼 제공.

■ 상대 습도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방전에서 오는 간헐적 장애
로 인한 오류를 방지. ESD(정전기 방전)는 쉽게 생성되지만 상대 습도가 35% 이하인 
지역에서는 잘 없어지지 않으며 습도 수준이 3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치명적입
니다.

60분 동안 온도가 5oC(10oF) 이상 또는 상대 습도가 10% 이상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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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흐름 요구사항
시스템에서 공기를 제어하여 실내 공기를 유입하여 섀시 앞쪽부터 냉각하고 가열된 공
기는 섀시 뒤쪽으로 배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기 흐름이 주로 두 구역에서 이루어지
는데, 서버 모듈을 냉각하는 아래쪽 공기 흐름과 전원 공급 장치,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 Sun Blade 6048 NEM(Network Express Module), PCI EM(PCI ExpressModule)
을 냉각하는 위쪽 공기 흐름입니다.

후면 팬 케이지는 8개의 후면 팬 모듈을 포함하며, 각 모듈당 2개씩 총 16개의 팬이 있습
니다. 팬은 서버 모듈 앞쪽에서 냉각 공기를 유입시키고 가열된 공기는 섀시 뒤쪽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선반을 통한 총 공기 흐름은 일반 측정으로 약 844CFM(입방 피트/분)입
니다.

각 전원 공급 장치 내에 있는 내부 팬들에 의해 위쪽 공기 흐름이 제어 됩니다.

다음의 공기 흐름 지침을 따르십시오.

■ 시스템의 통풍 구역을 막지 마십시오.

■ 시스템 후면의 케이블이 배출 공기를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비스 공간 및 통로 요구사항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스템 케이블에 접근하는 등 서비스하려면 다음과 같은 공간 제한
을 따라야 합니다.

캐비닛을 가열 통로와 냉각 통로가 구분되도록 배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냉각된 공
기가 통로를 통해 시스템 전면의 공기 흡입구로 흘러 들어가고 시스템 후면의 배출구로
부터 가열된 공기가 흘러 나올 수 있습니다. 가열 통로와 냉각 통로 배열은 한 시스템에
서 배출된 뜨거운 공기가 다른 시스템에 직접 흡입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표 1 서비스 및 통로 공간 요구사항

위치 서비스 가능 요구사항

전면 냉각 통로 1.22m(4ft), 서버 모듈 삽입용

후면 가열 통로 0.9m(3ft), 케이블 접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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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까지의 경로
데이터 센터와 적하장은 서로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적하장에서 데이
터 센터까지의 통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최소 221cm(87인치) 높이

■ 최소 94cm(37인치) 너비(이 이상 권장)

시스템 섀시 및 공장 출하 시 설치된 부품은 팔레트에 하나의 컨테이너로 제공됩니다. 
시스템이 운송 컨테이너에 있는 경우 항상 수직으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섀시 운송 컨
테이너를 내리는 장비 및 인력이 컨테이너의 운송 용적 및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운송 컨테이너 및 무게 사양은 표 2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과 데이터 센터 환경의 온도 및 습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시스템을 운송 컨
테이너에 넣어 데이터 센터의 온도 및 습도 환경과 유사한 장소에 둡니다. 최소 24시간 
이상 기다린 후 시스템을 운송 컨테이너에서 꺼내 열 충격 및 응축을 방지합니다.

부품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는 데이터 센터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장비 포장을 열
고 하드웨어를 다시 포장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포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포장 재
료에서 나오는 이물질과 먼지가 데이터 센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설비 안전 
다음 지침 및 예방 조치에 따라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안전한 설치 요구사항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의 부상을 최소화하려면 시스템이 설치된 캐비닛이 위치한 공간
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또는 벽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고형물에 캐비닛을 단단히 묶어
야 합니다. 

평편한 면에 캐비닛을 설치합니다. 캐비닛 베이스에는 기울임 방지 막대가 있습니다.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이 막대를 연장하여 캐비닛이 움직이
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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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제품 배치 

주의 –다음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열로 인해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
니다 .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의 구멍을 막거나 덮지 마십시오. Sun 제품을 난방기 또
는 열 조절기 가까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은 앞에서 뒤
로 공기 냉각됩니다. 캐비닛 도어 앞뒤 공간에 충분한 냉각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
한 공간 사양에 대한 내용은 22 페이지의 "공기 흐름 요구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위험 상황 예방 조치
모듈식 설계라는 시스템 고유의 특성상 움직이는 부품 및 날카로운 모서리에 작동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스템 사양
이 항목에서는 다음 시스템 사양을 설명합니다.

■ 24 페이지의 "운송 크레이트(나무 상자) 물리적 사양" 

■ 25 페이지의 "섀시와 부품의 크기 및 무게" 

■ 26 페이지의 "AC 전원 요구사항" 

■ 26 페이지의 "환경 사양" 

■ 27 페이지의 "열 설계 사양" 

■ 27 페이지의 "소음 방출" 

운송 크레이트(나무 상자) 물리적 사양
표준 Sun Blade 6048 모듈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부품이 설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 Sun Blade 6048 섀시 1개

■ 통합 팬과 8400W의 전원 공급 모듈 8개

■ 중복 후면 팬 모듈 32개

■ CMMs(섀시 모니터링 모듈) 4개

■ DB-9 - RJ-45 어댑터와 동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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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듈용 필러 패널

■ 서버 모듈 48개 
■ PCI EM(PCI ExpressModules) 96개
■ NEM(Network Express Module) 8개

섀시 운송 크레이트의 물리적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섀시와 부품의 크기 및 무게
포장을 푼 섀시와 부품의 크기 및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표준 운송 크레이트 물리적 사양

크기 또는 무게 환경 사양

운송 크레이트 높이 222.3cm(87.5인치)

운송 크레이트 너비 121.9cm(48인치)

운송 크레이트 길이 157.5cm(62인치)

섀시, 포장 및 팔레트 무게 약 1134kg(2500lb)

표 3 섀시 및 부품 물리적 사양

크기 또는 무게 환경 사양

섀시 높이 2075mm(81.7인치)

섀시 깊이 1025mm(40.35인치)

섀시 너비 604mm(23.78인치)

섀시 무게 완전히 구성된 시스템: 1043kg(2300lb)
비어 있는 섀시: 590kg(1300lb)
하위 조립품 무게:
• I/O 섀시(미드플레인 포함): 11.79kg(26lb)
• 전원 공급 모듈: 13.6kg(30lb)
• 서버 모듈: 10.43kg(23lb)
• 전면 팬 모듈: 0.88kg(1.95lb)
• 후면 팬 모듈: 1.04kg(2.31lb)
• NEM: 1.75kg(3.85lb)
• PCI EM: 0.35kg(0.78lb)

• 섀시 모니터링 모듈: 0.57kg(1.25lb)
• 전면 표시등 모듈: 0.34kg(0.75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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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원 요구사항
시스템의 AC 전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사양
시스템의 환경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 AC 전원 요구사항

기능 환경 사양

전압 200 - 240VAC

주파수 50/60Hz

전류 출력 당 16A, 총 AC 콘센트 6개(전원 공급 모듈 당 3개).

AC 콘센트 수 선반 당 6개, 전체 시스템용 총 24개

AC 콘센트 연결 • 미국 내 – NEMA L6-20P - IEC320-C19M(4m, Sun PN X5044A-Z)
• 국제 - IEC309에서 IEC320-C19(4m, Sun PN X5045A-Z)
• Installed in rack with modular power system – 

IEC320-C319 - IEC320-C20(1.5m, Sun PN X5046A-Z; 
2.0m, X5047A-Z)

표 5 환경 사양

환경 사양 작동 비작동

온도 5 - 32oC(41 - 90oF) 비응축 -40 - 65oC
(-40 - 149oF) 비응축

최적 실내 온도 22oC(73.4oF)

상대 습도 10 - 90% RH(비응축), 
27oC 최대 습구

5 - 93% RH(비응축), 
38oC 최대 습구

최적 실내 상대 습도 45 - 50% RH, 비응축

고도 0 - 3048m(10,000ft)에서 
최대 실내 온도는 
900m(2953ft) 이상에서 
300m(984ft) 당 
1oC으로 출력 강하

0 - 12,000m(39,370ft)

정현파 진동 Z(수직)축: 0.15G
X/Y축: 0.10G
5 - 500Hz 정현파

Z(수직)축: 0.50G
X/Y축: 0.25G
5 - 500Hz 정현파

충격 3G, 11msec, 반정현파
(랙 설치형 인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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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설계 사양
시스템의 열 설계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방출
신고 소음 방출량은 ISO 9295/9296 표준을 따릅니다.

데이터 센터 직원은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음 방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6 열 설계 사양

매개변수 환경 사양

선반 당 시스템 유량 일반 844CFM, 허용 가능한 최대 유량1460CFM

선반 당 허용 가능한 최대 열 방출량
/HVAC 부하

32,000BTU/시

섀시를 통해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 19.6oC(35oF) 

표 7 소음 방출 수준 사양

기능 환경 사양

작동/유휴 소음(LwAd, 1B=10dB)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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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Sun Microsystems 및 규제 기관의 표준을 준수합니다.

표 8 규정 준수

분류 표준

제품 안전성 • UL 승인: UL 60950 및 C22.2 No. 60950
• UL Demko 승인: EN60950-1 및 CB Report IEC 60950-1(모든 개정안 
및 전세계 모든 파생 법안 포함)

• 러시아 GOST 인증
• 대한민국 MIC 인증
• 전원 공급 장치에 중국 CCC 마크 적용(시스템의 정격 전압은 1300W 
이상이므로 제외)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및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에 대한 CE Declaration of Conformity(SMI 자체 선언) 

• 전원 공급 장치에 IRAM S-Mark 적용(시스템은 장비군이므로 제외)
• CNS 14336(대만)

레이저 제품 및 광학 
I/O

• FCC 등록: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 CFR 1040-Lasers
• TUV 승인: IEC 60825-1 레이저 제품 안전
• 캐나다 방사선 발생 장치 법령 REDR C1370

전자파 장해 • CFR 47 Part 15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5, Subpart B) 
Class A

• EN55022:2006 Class A per EMC Directive 2004/108/EEC(CE 마크)
• VCCI Class A

• 캐나다 산업 표준 ICES-003 
• AS/NZ 3548(호주/뉴질랜드)
• CNS 13438(대만)

내성 EN55024:1998 +A1:2001 +A2:2003 per EMC Directive 2004/108/EEC, 
다음 포함:
• IEC 61000-4-2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 IEC 61000-4-3 전자파, 무선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 IEC 61000-4-4 전기적 고속 과도 현상 내성 시험
• IEC 61000-4-5 서지 내성 시험
• IEC 61000-4-6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에 의한 유도 전도 방해 내성
• IEC61000-4-8 상용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 IEC 61000-4-11 전압 저하, 순간 정전 및 전압 변동 내성 시험

회선 왜곡 • EN 61000-3-2 per EMC Directive 89/336/EEC

전압 교란 • EN 61000-3-3 per EMC Directive 89/336/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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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획 확인 목록
표 9는 현장 계획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계획 작업을 확인 목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표 9 현장 계획 확인 목록

요구사항 완료 작업

구성 예__ 아니오__ 각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필요한 캐비닛과 랙의 유형 및 수량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각 랙의 장착 방법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터미널, 모니터, 키보드, SCSI 장치 등과 같은 외부 
주변장치의 종류를 결정했습니까?

환경 예__ 아니오__ 데이터 센터 환경이 시스템의 온도 및 습도 사양에 적합합니까?

예__ 아니오__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장비의 열 부하, 열 방출 및 공기 조절 요구사항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정전이나 공기 조절 장치 고장 또는 습도 조절 장치 고장과 같은 특수한 상황
에서 데이터 센터 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화재 진압 및 화재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력 예__ 아니오__ 시스템의 최대 전력 요구사항을 결정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전력 리던던시를 위해 2개의 AC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필요한 경우, 모듈러 전원 시스템을 설치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각 시스템 및 해당 주변장치에 대한 콘센트 및 회로 차단기가 충분합니까?

예__ 아니오__ 콘센트가 랙으로부터 4m(13ft) 이내에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회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레이블을 부착했습니까?

물리적 요소 예__ 아니오__ 설비의 적하장은 표준 일반 운송 트럭 요구사항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
는 경우, 랙 및 시스템을 내리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안
을 마련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시스템 및 랙을 적하장에서 컴퓨터실로 운반할 때 팔레트 잭 또는 카트를 사
용할 수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컴퓨터실로 이어지는 통로와 입구에 장비가 들어갑니까?

예__ 아니오__ 모든 장비가 설치된 각 랙의 무게를 확인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데이터 센터 바닥이 시스템 및 랙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각 랙을 데이터 센터 바닥의 어디에 위치시킬지 결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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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__ 아니오__ 한 시스템의 가열된 방출 공기가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스템과 
랙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__ 아니오__ 랙 주변에 시스템 접근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기타 예__ 아니오__ 시스템을 내리고 포장을 풀어 랙에 설치할 인력은 충분합니까?

예__ 아니오__ 필요한 경우, 시스템 관리자 및 서비스 기술자는 적절한 교육 과정에 등록하
여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켰습니까?

예__ 아니오__ 시스템 및 랙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구를 마련했습니까?

예__ 아니오__ 시스템을 랙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표 9 현장 계획 확인 목록 (계속)

요구사항 완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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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변환 정보

표 A-1 변환 요소

원래 단위 곱할 값 변환 단위

°C (°C*1.8)+32 °F

°F (°F-32)/1.8 °C

Btu/시 0.252 kcal/시

kcal/시 3.968 Btu/시

톤 12,000 Btu/시

Btu/시 0.0000833 톤

kW 3412.97 Btu/시

Btu/시 0.000293 kW

CFM 0.0283 m3/분

m3/분 35.315 CFM

m2 10.764 ft2

ft2 0.0929 m2

m 3.281 ft

ft 0.3048 m

cm 0.3937 인치

인치 2.5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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