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k 설치 환경 안내서

㈜씨엔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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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k은 서버나 전산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G.Rack 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치 환경을 지켜주십시오.
1.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해 주십시오.
(1) G.Rack의 전원 계통은
항온장치를 위한 전원과, (제어장치+원격관제+안전장치)를 위한 전원
2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 항온장치의 전원은 일반 전원에 연결하고
(제어장치+원격관제장치+안전장치) 전원은 UPS전원에 연결 하는 걸 권장 합니다.
(3) (제어장치+원격관제장치+안전장치) 전원의 전력소모량은 매우 작아서 기존 UPS의
용량을 증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제어장치+원격관제장치+안전장치) 전원을 UPS에 연결 시 UPS의 배터리 교체
주기와 UPS 전원 상태를 꼭 점검해 주십시오.
배터리 교환 시기를 넘겨 UPS 전원 상태가 불안할 경우, 제어장치의 항온장치
의 운전 제어 시 오동작의 원인이 되어 G.Rack 내부가 과냉 되거나 과열 될 수
있습니다.
(5) UPS가 없는 경우 (제어장치+원격관제장치+안전장치) 전원은 일반 전원에 연결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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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러 전원이 연결된 멀티탭이나

여러 장비에서

전원을 나눠 쓰는 벽체

전원에 연결은 피해 주십시오. 제어장치 오동작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어장치+원격관제장치+안전장치) 전원을 일반 전원에 연결하여 G.Rack을 운
전할 경우 정전 시 내부 서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작동과 원격관제, G.Rack
의 이상 발생을 알리는 SMS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6) 항온장치에 연결할 일반 전원이나 UPS가 없어 (제어장치+원격관제장치+안전장치)
전원을 일반 전원에 연결할 경우 가능한 분전반에서 분지된 독립된 전원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때 차단기 용량은 단상, 220V(60Hz), 25A이상을 권장합니다.
분전반에서 분지된 독립된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비와 전원을 함께 쓰는
간선을 사용할 경우 전원 불안으로 항온장치나 제어장치의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공한지 20년 이상의 도심지 빌딩에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7)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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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온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이 불안정할 경우 이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한 제어장치
가 G.Rack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G.Rack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내부 보호
안전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 (제어장치+원격관제+안전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이 불안정할 경우 제어장치가
오동작을 하여 G.Rack 내부가 과냉 되거나 과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
안정한 전원이 제어장치에 공급될 경우 제어장치의 제어용 콘트롤러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밀폐된 공간에 설치할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1) 밀폐 공간이란 어떤 장소인가?
탕비실, EPS, 문서창고등 창이 없고 문이 닫힌, 통풍과 환기가 안 되는 작고
협소한 공간입니다.
(2) 밀폐 공간에서 G.Rack을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G.Rack 내부에서 서버나 통신 장비등에 의해 발생된 열이 대기로 방열되지
못하고 외기 인입구로 재 유입되어 항온항습 효율이 낮아집니다.
(3) 밀폐공간에서 G.Rack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시공을 해야 하나?
출입문 또는 벽체에 외기 도입구를 설치하여 외부 공기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G.Rack 상부에 배기후드와 플렉시블 덕트를 설치하여 천장 윗 공간 등을 이용해
밀폐 공간 밖으로 방열을 합니다. (그림 참고)
(4) 일반 사무실은 밀폐 공간인가?
출입문 및 창문의 틈새를 통한 극간풍에 의한 환기가 되므로 밀폐공간을 위한
별도의 시공이 필요 없습니다.
(5) TPS실, EPS실, 방재실등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천장 윗 공간까지 완전 밀폐
되어 있습니다. 이러 경우는 건물 외부 또는 복도쪽으로 외기 토출구를 두어
방열해야 합니다.(그림 참고)
(6) 그 외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 G.Rack을 설치할 경우는?
효율적인 G.Rack의 운영을 위해 ㈜씨엔씨알 영업팀과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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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외 주변 환경을 확인해 주십시오.
(1) A/S시 항온장치의 교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으로 G.Rack 전면의 1.2m
정도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2) 분진이 심한 곳의 설치는 피해 주십시오.
G.Rack이 설치된 주변에 분진이 심할 경우 G.Rack 내부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분진이 열교환기에 고착되어 항온장치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압축기 손상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3) 진동, 침수, 유해가스, 오염지역,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의 설치는 피해 주시고
히 습기가 많고 상온(28℃전후)과 기온차가 심하게 나는 곳은 G.Rack의 전면
유리에 습기가 차거나 전면 유리 바깥쪽이나 벽체에 이슬 맺힘의 원인이 되니
필히 설치를 피해 주십시오.
(4) 그 외 설치 장소의 특이한 점에 대해선 꼭 ㈜씨엔씨알 영업팀에 통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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