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서 이용
Sun 온라인 설명서를 이용하시려면
이 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노트와 기타 제품 설명서의 복사본을 다운로드하려면 

1. 다음 사이트 중 하나에 액세스합니다. 
■ 하드웨어 제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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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http://www.sun.com/products-n-solutions/hardware/docs/
Software/Storage_Software/

2. 제품 또는 제품 범주를 선택합니다.

3. 제품 설명서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타사 온라인 설명서를 이용하시려면
Sun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 웹 사이트에서 추
가적인 제품 설명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Sun 설명서를 이용하시려면
다음 웹 사이트에서 번역된 버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Sun 설명서를 볼 수 있으며 인쇄 또
는 구입도 가능합니다.
http://www.sun.com/documentation

타사 웹 사이트
Sun은 본 설명서에서 언급된 타사 웹 사이트의 가용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나 리소스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 광고, 제품 및 기타 자료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
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사 웹 사이트의 내용, 제품 또는 리소스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또는 주장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un 기술 지원
본 제품과 관련하여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기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un.com/service/contacting

Sun은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Sun은 설명서의 내용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다음 
사이트에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http://www.sun.com/hwdocs/feedback

아래와 같이 설명서의 제목과 부품 번호를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품 번호  819-6926-10, 개정판 A
20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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