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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설명서 액세스

다음을 통해서 Sun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설명서 및 관련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documentation 및 http://docs.sun.com

Sun StorEdge 6000 Family Host 설치 소프트웨어 설명서는 어레이에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
Sun 다운로드 센터에 있습니다.

http://www.sun.com/software/download

제목 설명

torEdge 6120 어레이 릴리스 노트 시스템에 대한 최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torEdge 6120 Array Regulatory and Safety
iance Manual

시스템의 안전 및 준수사항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torEdge 6120 어레이 현장 준비 안내서 어레이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torEdge 6120 어레이 설치 안내서 어레이 설치 절차와 전원을 켜는 방법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torEdge 6020 및 6120 어레이 시스템 설명서 제품 개요, 서비스 절차 및 CLI 관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2.2
 Guide -- Device Edition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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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준비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어레이 하드웨어 설치
어레이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자세한 지침은 Sun StorEdge 6120 어레이 설치 안내서를 참
확장 장치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지침 역시 이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1. 그림과 같이 어레이 구성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어레이의 전원을 켭니다.

작업 제목

이 설명서를 통해 제품 설치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
합니다.

Sun StorEdge 6120 어레이 릴리스 노트

설치 장소를 준비합니다. Sun StorEdge 6120 어레이 현장 준비 안내서

어레이의 포장을 풀고 준비한 장소에 어레이를 놓습니다. Sun StorEdge 6120 어레이 설치 안내서

승인된 호스트 버스 어댑터를 설치하고 어레이 MAC 및 
IP 주소를 구성하여 데이터 호스트를 준비합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Sun StorEdge 6120 어레이 설치 안내서

Sun StorEdge 6000 Family Host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관리 호스트에 대해 확인합니다.

Sun StorEdge 6000 Family Host Installation Softw
Guide의 호스트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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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호스트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CD에 들어 있는 Sun StorEdge 6000 Family Host Installation Software Guide를 참조

어레이 볼륨 구성
StorEdge 구성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어레이에 스토리지 풀과 볼륨을 설정합니다. 자세
툴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호스트 구성 후 새 어레이 볼륨에
액세스 확인
자세한 내용은 Sun StorEdge 6120 어레이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어레이를 서비스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은 http://www.sun.com/service/contacting을 참조하십시오

제목 설명

 StorEdge 6120 어레이 릴리스 노트 어레이 서비스와 관련된 최신 정보가 들어 있습니

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2.2 User's Guide -- 
ice Edition
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2.2
ice Edition Release Notes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소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진단을 수행하는 절차가 수

 StorEdge 6020 및 6120 어레이 시스템 설명서 어레이 CLI 및 하드웨어 교체 절차를 통해 기본적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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