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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증은 오직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명시적 보증서만을 근거로 합니다. 이 설명서의 어떤 

내용도 추가 보증 제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HP는 이 문서에 포함된 기술적 오류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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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시스템 안전 및 규정 정보

개요
1 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시스템 안전 및 
규정 정보

개요

HP 서버를 수입하려면 국가 또는 지역별 규정 준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기 규칙

제품 정보

규정 정보

규정 모델 번호

전기 안전

정전기 방전(ESD) 예방책

리튬 배터리 주의 사항(사용자 교체 가능 배터리)

레이저 안전

캐비닛 안전 주의사항

EU 국가에서 사용자 가정에서의 폐기 장비 처리

과염소산염 자재 - 특수 처리 적용 필요

중국 전자 산업 표준, SJ/T11364-2006

유럽 연합 RFI 승인 안내문

미국 RFI(Radio Frequency Interference) FCC 알림

일본 RFI(VCCI)

일본 전원 코드 알림

대한민국 RFI 승인 안내문

캐나다 RFI 승인 안내문

오스트레일리아 C-Tick 레이블

대만 BSMI

대만 배터리 경고

소음(독일)

전자파 장해검정 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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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시스템 안전 및 규정 정보

개요
표기 규칙

경고 신체적인 부상을 막는 절차나 정보는 경고로 표시합니다. 경고는 발생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주의 제품 손상, 소프트웨어 손상, 데이터 손실 또는 시험 결과의 오류를 막는 절차나 정보는 주의로 표시합니다.

참고 추가 정보는 참고로 표시합니다.

제품 정보

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docs.hp.com (Enterprise Servers, Workstations and 

Systems Hardwar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규정 정보

이 제품은 안전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규정과 표준에 맞게 검증 받았습니다. 이 규정의 검사 범위에는 전기/기계의 안전 여

부, 전자파 장해, 소음, 유해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검증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내용은 제품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검사 기관에서 여

기 설명된 규정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규정 모델 번호

규정 준수 인증 및 식별을 위해 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서버에는 HP 규정 모델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제

품의 HP 규정 모델은 FCLSA-0201입니다. 이 번호는 제품 레이블에 필요한 승인 내용 및 정보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

품에 대한 인증 정보를 요청할 때 항상 이 규정 모델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규정 모델 번호를 HP 9000 rp3410 또는 HP 9000 rp3440 서버에 할당된 판매 또는 모델 번호와 혼동하지 마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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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시스템 안전 및 규정 정보

개요
전기 안전

AC 콘센트를 서버 주변에 두십시오. AC 전원 코드/케이블은 이 제품의 기본 AC 차단 장치이므로 언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품의 IT 전원 시스템(IEC 60950에 따라 접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AC 배전 시스템) 연결에 대해서는 평가되지 않았

습니다.

설치 조건

이 장비를 입력 전원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장비는 적절한 AC 보호 접지(PE) 접속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장비

경고 설치하려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지 접속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전기 방전(ESD) 예방책

전기 부품이나 조립품(PCI 카드나 메모리 SIMM)을 다룰 때는 다음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ESD 

키트(HP P/N A3024-80004)를 사용할 수 있거나 메모리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이 키트에는 손목 접지대, 도전성 시트 및 정전기 

방지 패드가 각각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 서버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서버 전원을 차단하고 손목 접지대를 착용하십시오. 회로 보드를 다룰 때에도 반드시 

손목 접지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 모든 조립품, 부품, 인터페이스 연결은 정전기에 민감함을 주의하십시오.

•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펫이 깔리지 않은 자리에서 작업하고, 보드를 제거하거나 설치하는 동안 움직임을 최소화

하십시오.

리튬 배터리 주의 사항(사용자 교체 가능 배터리)

경고 리튬 배터리를 교체할 때 정확한 극성을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를 잘못 설치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것과 동일한 배터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유형의 배터리만 사용하여 교체하십시오. 사용이 

끝난 배터리는 제조업체의 지침과 지역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중요 스위스: SR 814.013의 Annex 4.10이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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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시스템 안전 및 규정 정보

개요
레이저 안전

참고 이 장비에 설치된 레이저 장치는 장치가 설치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관할 기관에서 1등급 레이저 제품으로 인증

받아야 합니다.

참고 Fibre Channel I/O 카드가 있는 경우 다음 레이저 안전 사항을 적용하십시오.

이 제품에는 OLM(Optical Link Module) 내부에 Fibre 통신 포트 연결용 레이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OLM은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gulation 21 CFR의 J장에 있는 규정 사항을 모두 만족

하는 1등급 레이저 제품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인증 내용은 플라스틱 OLM 틀 위의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OLM은 IEC 60825-1:1993과 EN 60825-1:1994 또는 Amendment 11:1996에 들어 있는 요구 사항을 만족

하는 1등급 레이저 제품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참고 DVD가 있는 경우 다음 레이저 안전 사항을 적용하십시오.

이 제품에는 DVD(Digital Versatile Disc) 틀 내부에 레이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DVD는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gulation 21 CFR의 J장에 있는 규정 사항을 모두 만족

하는 1등급 레이저 제품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인증 내용은 DVD 틀 위의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DVD는 IEC 60825-1:1993+A1과 EN 60825-1:1994 +A11에 들어 있는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1등급 레이저 

제품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캐비닛 안전 주의사항

경고 캐비닛은 비어 있어도 무겁습니다. 운송 시에는 장비가 캐비닛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상관없이 주의하십시오. 

경사가 10도 이상 되는 곳 또는 굴곡이 심한 지면에서 캐비닛을 굴리지 마십시오. 캐비닛을 운반대에서 내리거나 

움직일 때는 항상 두 사람 이상이 작업해야 합니다. 

장비가 선적 운반대에 있는 동안 캐비닛 안의 슬라이드식 제품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슬라이드식 제품을 

꺼낼 때는 먼저 캐비닛을 운반대에서 내려 놓고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알맞게 설치하십시오.

설치된 지지 장치는 제 위치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슬라이드식 제품을 꺼내지 마십시오.

밸러스트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려면 캐비닛에 첨부된 설명서의 밸러스트 워크시트나 http://docs.hp.com 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장비 손상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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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시스템 안전 및 규정 정보

개요
EU 국가에서 사용자 가정에서의 폐기 장비 처리

제품이나 포장에 이 표시가 있으면 해당 제품은 다른 가정 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자 및 

전기 폐기 장비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지정된 수거 지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 장비를 

분리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 지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 시청, 가정 폐기물 처리 서비스 

또는 제품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과염소산염 자재 - 특수 처리 적용 필요

http://www.dtsc.ca.gov/hazardouswaste/perchlorate 를 참조하십시오.

이 제품에는 과염소산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실시간 시계 배터리 또는 코인 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

포니아 지역에서 이러한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특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

하여 이 제품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배터리의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중국 전자 산업 표준, SJ/T11364-2006

전자 정보 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 관리에 대한 마크 표기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이 전자 정보 제품 오염 관리 마크는 HP 브랜드 엔터프라이즈 저장소 및 서버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www.hp.com/go/chinarohs

유럽 연합 RFI 승인 안내문

이것은 A 클래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주거 지역에서 전파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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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시스템 안전 및 규정 정보

개요
미국 RFI(Radio Frequency Interference)

FCC 알림

미국 연방 통신국(FCC)(47 CFR Part 15 subpart B)에서 이 제품의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참고 이 장비는 A 클래스 디지털 장비에 대한 제한 사항 및 FCC 규정 Part 15를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장비가 상업적 환경에서 작동되었을 때 위해한 장해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되도록 이러한 제한 사항이 설계되었

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며 방사하므로, 지침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

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위해한 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주거 지역에서 작동하면 위해한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용자 부담으로 이러한 장해를 수정해야 합니다.

HP의 시스템 확인 테스트는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HP 지원 주변 장치 및 HP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여 실시됩니다. HP의 공식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하면 사용자가 장비를 작동할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FCC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이 

장치와 함께 사용된 케이블은 제대로 차폐되어야 합니다.

일본 RFI(VCCI)

고조파에 대한 최신 지침-호환 장치

이 장비는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의 규칙에 따라 A 클래스 

범주 정보 기술 장비에 속합니다. 주거 지역에서 사용하면 전파 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본 전원 코드 알림

컴퓨터와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이 전원 코드를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RFI 승인 안내문

이 기기는 업무용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잘못 판매 또는 

구입하였을 때에는 가정용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RFI 승인 안내문

이 A 클래스 디지털 장비는 캐나다 ICES-003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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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9000 rp3410 및 HP 9000 rp3440 시스템 안전 및 규정 정보

개요
오스트레일리아 C-Tick 레이블

대만 BSMI

이 제품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으며 CNS 13438(CISPR 22: 1993) A 클래스를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사용자 경고: 이 장비는 A 클래스 IT(Information Technology)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주거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무선 주파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만 배터리 경고

대만 EPA는 드라이 배터리 제조 및 수입 업체가 판매나 무료 제공 또는 판촉을 통해 사용이 끝난 배터리에 재활용 표시를 하도록 

폐기물 처리 행위에 관한 조항 1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배터리 폐기 방법은 공식 대만 재활용 업체로 문의하십시오.

그림 1-1 대만 배터리 경고

소음(독일)

소음

• 소음: LpAm < 55dB

• 음향 파워: LWAd < 7.5 Bels

LpAm은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된 가중 음압 수준(LpA)이며, ISO 9296에 따른 정상 작동입니다. LWAd는 ISO 9296 기준 

정상 작동에서의 가중 음향 파워 수준 참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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