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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설명서 온라인 액세스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여러 종류의 Sun 시스템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products-n-solutions/hardware/doc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체 Solaris 설명서 및 여러 기타 책자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http://docs.sun.com

Sun 은 고객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Sun 은 설명서를 개선하기 위한 고객의 의견 및 제안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다
음 전자 우편 주소로 Sun 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docfeedback@sun.com

전자 우편의 제목에 문서 번호 (816-2166-11(v2)) 를 포함하십시오. 

16.캐비닛을 설치할 장소로 옮깁니
다. 캐비닛의 각 코너의 하단에 있
는 4 개의 수평 조절 다리를 완전
히 폅니다. 바닥에 단단히 설치하
려면 1/4 바퀴 더 돌려줍니다.

17.캐비닛을 영구적인 위치에 배치
한 후, 두 개의 킥 플레이트 어셈
블리를 재설치합니다. 킥 플레이
트 장착 브래킷의 안쪽 지지 탭을 
삽입합니다. 캐비닛 프레임의 전
면 장착 구멍에 두 개의 바깥쪽 탭
을 나란히 놓고 브래킷을 안쪽으
로 밀어 넣어, 안쪽 지지 탭과 캐
비닛 아래에 있는 수평 지지 구조
의 장착 구멍(2개)을 일렬로 맞춥
니다. 두 개의 패널 죔쇠로 고정합
니다. 킥 플레이트 장착 브래킷 어
셈블리의 사각 장착 튜브를 다시 
삽입하여 캐비닛과 나란히 되도
록 합니다. 스프링이 달린 잠금 핀
으로 고정합니다.

18.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전면 
핸들 바의 4개의 고정 나사와 후
면 핸들 바의 4개의 고정 나사를 
풉니다. 이 부품을 제거하고 나중
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합니다. 

19.캐비닛의 각 하단 경첩 브래킷의 하단 끼우개에 각 도어를 끼워 전면 및 후면 캐비
닛 도어를 재설치합니다. 각 도어 상단에서 스프링이 달린 핀을 아래로 당긴 후 도
어 끼우개를 캐비닛의 상단 경첩 브래킷에 끼웁니다.

참고 – 운송 재료는 기포의 압축으로 인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료는 고객의 재
량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부피를 줄이고 재활용하십시오. 

20.  Sun Fire 15K/12K 시스템 시스템 하드웨어 설치 및 설치 제거 안내서 및 단계 7의 
기타 고객 서비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운송 도중 운반 용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TIP N TELL 장치 및 모든 포장 용기를 확인하여 거칠게 
다룬 흔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손상된 것이 확실하면 
이를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선하 증권에 기재합니다. 손
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 배상 요구가 무
효화될 수 있습니다. 손상 사실을 기재하면 배상 요구자
는 운송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권리를 갖습니다. 

주의 – 제품의 운반에는 60인치 팰릿 잭 (권장)
을 사용하십시오. 

2. 절단용 펜치 또는 다른 절
단용 도구를 준비하여 운송 
용기 바깥의 플라스틱 끈을 
제거합니다. 캐비닛을 꺼내
려면 최소 5.49m[18ft]의 바
닥 공간이 필요합니다. 캐
비닛은 팰릿의 양쪽 끝 아
무데서나 내릴 수 있습니다. 
램프는 팰릿 양쪽 끝 중의 
하나에 부착합니다. 영구적 
위치를 고려할 때는 운송 
상자 외부에 있는 "RAMPS 
ATTACH THIS END"(램프 
부착 방향) 표시 및 그림에 
유의하십시오. 상자의 운송 
레이블은 제품의 전면을 나
타냅니다.

3. 운송 용기는 가능한 한 최
종 설치 장소와 가까운 곳
에 둡니다. 캐비닛을 팰릿
에서 램프 아래 바닥으로 
옮기려면 최소 5.49m[18ft]의 공간이 필요하며, 캐비닛의 어느 방향에서나 접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바깥의 끈을 자르고 상자의 상단 뚜껑을 제거합니다.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가운데 
플랜지를 압착하여 8개(양면에 4개씩)의 플라스틱 잠금 클립을 제거합니다. 

5. 바깥쪽 상자를 제거합니다. 시스템의 전면 또는 후면에 있는 하드웨어 상자 및 팰릿 
덱 측면에 있는 두 개의 운송 키트 상자를 제거합니다. 하드웨어 상자에서 9/16인치 
스패너를 꺼내고 나중에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도구는 보관합니다.

6. 내부 상단 뚜껑을 제거합니다. 팰릿 덱의 각 측면에서 두 개의 램프를 제거하고 나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옆으로 치워 둡니다. 

7. 운송 키트 상자에서 고객 서비스 설명서를 꺼냅니다. 고객 서비스 설명서는 시스템 
개요, Site Planning Guide, 하드웨어 설치 및 설치 제거 안내서, Service Manual, 추
가 구성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 – 설치 중 손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팰릿에서 장치를 내리기 전에 캐비
닛에서 4개의 도어를 제거하십시오. 캐비닛 프레임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캐
비닛을 움직이십시오. 캐비닛을 이동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보드 핸들을 사
용하지 마십시오.

8. 전면 및 후면 굄대를 제거합니다. 바깥쪽의 비닐 주머니를 제거합니다. 상단의 스프
링이 달린 경첩 핀을 잡아 당긴 다음, 도어를 위로 들어올려 캐비닛의 하단 힌지 브
래킷의 핀에서 도어를 빼내면 캐비닛의 전면 및 후면에서 도어가 제거됩니다. 4개의 
도어를 한쪽으로 치워 둡니다. 

주의 – 킥 플레이트 장착 브래킷 어셈블리의 손상을 막으려면, 꺼내기 전에 
캐비닛의 양쪽 끝에서 킥 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캐비닛은 최대 10도 이상
의 각도로 옮길 수 없습니다.

9. 캐비닛의 전면 및 후면에서 킥 플레이트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스프링이 달린 고
정 잠금 핀을 당겨 돌려서 풀어주고, 킥 플레이트 및 장착 튜브를 장착 브래킷에서 
빼낸 다음 이를 한쪽으로 치워 둡니다. 킥 플레이트 장착 브래킷 어셈블리의 두 개
의 패널 죔쇠를 풉니다. 지지 탭을 장착 구멍에서 빼내려면 지지 탭을 앞쪽으로 당
겨 아래쪽으로 기울여 제거합니다.

10.제품을 내릴 때 사용한 팰릿 끝
에 굄대를 돌려 놓습니다. 

11. 제품을 내릴 때 사용한 팰릿의 
반대쪽에서 9/16인치 스패너를 
사용하여 두 개의 아연판으로 된 
운반용 브래킷에서 4개의 볼트
를 제거합니다. 부품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12.나머지 굄대를 팰릿 덱의 원래 
위치에 둡니다. 

주의 – 계속하기 전에 단계 12를 완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번에는 두 개
의 굄대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13.제품을 내릴 때 사용한 팰릿의 해당 구멍에 램프의 걸쇠를 나란히 맞춥니다. 램프의 
걸쇠 뒷쪽을 누르거나 그 위에 올라서서 램프가 단단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4.램프가 부착되어 있는(제품을 내릴 때 사용한) 팰릿에서 굄대를 제거합니다. 9/16
인치 스패너를 사용하여 두 개의 아연판으로 된 운반용 브래킷에서 4개의 볼트를 
제거합니다. 부품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15.팰릿에서 캐비닛을 내립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은 밀고 다른 두명은 천천
히 램프에 맞춰 캐비닛을 이동해야 합
니다. 캐비닛 프레임의 모서리를 사용
하여 캐비닛을 옮깁니다. 캐비닛을 옮
기기 위해 내부 핸들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주의 – 컴퓨터실이 이중 바닥인 경우, 실내 온도 조절은 Site Planning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끈

상자
상단 뚜껑 잠금

클립

전면

48인치
[1219.2mm]

측면

75.5인치
[1917.7mm]

높이

[2051.1mm]
80.75인치

외부

바깥쪽 상자

운송 키트 상자

상자 뚜껑

플라스틱

하드웨어
상자

주머니

내부
상단 뚜껑

램프

!

!

운반용 볼트 
및 브래킷

굄대

킥 플레이트
어셈블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