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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Oracle Solaris 11.2 운영 체제 설치 및 설치된 시스템 업데이트에 대한 빠른 시작 설명서
를 제공합니다.

수행할 작업

다음 설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설치” – Oracle Solaris 11.2 운영 체제의 간단한 대화식 설치를 수행합니다.

■ “자동 설치” – 네트워크의 설치 서버를 통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Oracle Solaris
11.2 운영 체제의 "핸즈 프리" 자동 설치를 수행합니다.

■ “소프트웨어 추가 및 업데이트” – 기존 Oracle Solaris 11.2 시스템에서 새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거나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 “추가 정보” – 추가 설치 관련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간단한 설치

설치를 수행할 준비가 완료되면 GUI 설치 프로그램이나 텍스트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설치 프로그램은 모두 간단한 대화식의 사전 설정된 설치 도구입니다.

■ SPARC 시스템을 설치 중인 경우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4 장, “텍스트 설치 프로그램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x86 시스템을 설치 중인 경우

■ GUI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3 장, “라이브
매체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텍스트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4 장, “텍스트
설치 프로그램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비표준 하드웨어에서 설치 중인 경우 또는 추가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 “Oracle Solaris 11.2 시스
템 설치 ”의 2 장, “설치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 해당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1 장, “설치 옵션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설치

자동 설치 프로그램 도구를 사용하면 네트워크의 설치 서버를 통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Oracle Solaris 11.2 운영 체제의 "핸즈 프리" 자동 설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자동 설치
란?”을 참조하십시오.

■ 자동 설치 프로그램이 이미 설정된 경우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설치 서비스 만들
기”를 참조하십시오.

■ 자동 설치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AI 서버 구성”을 참
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추가 및 업데이트

Oracle Solaris 11.2 소프트웨어는 Oracle Solaris 11.2 이미지에 설치되는 IPS(이미지 패키징 시스템)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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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S 소개는 “Oracle Solaris 11.2의 소프트웨어 추가 및 업데이트 ”의 1 장, “이미지 패키징 시스템 소
개”를 참조하십시오.

■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려면 “Oracle Solaris 11.2로 업데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려면 “Oracle Solaris 11.2의 소프트웨어 추가 및 업데이트 ”의 “패
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다음 자료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1 장, “설치 옵션 개요”

■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제II부, “설치 매체를 사용하여 설치”

■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의 “자동 설치란?”

■ “Oracle Solaris 11.2의 소프트웨어 추가 및 업데이트 ”

■ “Oracle Solaris 11.2 부트 환경 만들기 및 관리 ”

■ “사용자 정의 Oracle Solaris 11.2 설치 이미지 만들기 ”

■ “Oracle Solaris 11.2의 시스템 복구 및 복제용 Unified Archive 사용 ”

■ “Oracle Solaris 10 JumpStart에서 Oracle Solaris 11.2 자동 설치 프로그램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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