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스 환경에서 타겟보드 리눅스 구동

1. Windows 환경에서 타겟보드에 Linux 구동
Windows환경에서 타겟보드에 Linux를 구동시키기 위한 설명이다.

1.1. 프로그램 복사
윈도우 탐색기에서 C:\ezcdrom\image라는 폴더를 생성, 제공한 CD에서 \sw\image내
모든 파일을 복사한다.
여러 가지 복사된 파일들 중 다음 2개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zImage.s2410

: 커널이미지

ramdisk-12M.gz

: 램디스크

초기 화면
타겟보드에 Linux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Hyper Terminal을 이용한 기본적인 작업이 완
료 되어 다음의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타겟보드의 전원이 OFF상태이면, ON상태로 바꾸고, 전원이 ON상태이면 타겟보드의
RESET 버튼을 누르면 된다.
[ Qulckly

Autoboot

[ ENTER ]

Goto BOOT-MENU press [

] … ]에서 Autoboot가

되기 전에 스페이스 바를 눌러 주면 된다. 만약 Autoboot로 넘어가면 타겟보드의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이 화면이 갑자기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신 분은
[ 타겟보드 부팅 확인하기[Windows] ]의 설명서를 다시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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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겟보드에 커널이미지[zImag]와 램디스크[ramdisk.gz] 다운로드
Windows에서는 시리얼을 통해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FLASH
FLASH 내용을 지우기 전까지는 저장된 내용을 계속 유지함
 메모리
전원이 꺼지거나,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저장된 내용이 지워짐
위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하면 된다. 하지만 메모리에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전원 OFF시 매번 다시 다운로드를 해 주어야 한다.

1.3.1.

FLASH에 다운로드
 타겟보드에 커널이미지[zImage.s2410] 올리기

EZBOOT에 대한 것은 12장 EZBOOT 매뉴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커널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명령만을 설명하겠다.
[ help ] 명령 : 도움말을 표출한다.
[ zfk ] 명령
z :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f : 플래시
K : 커널이미지를 올린다.
위 화면의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4장. 타겟보드 사용법

윈도우스 환경에서 타겟보드 리눅스 구동

EZBOOT> 상태에서 zfk 라는 명령을 입력한다.

zfk 명령 입력 후 [전송(T)] >> [파일 보내기(S)]를 선택한다.

[파일 보내기]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커널이미지인 [ zImage.s2410 ]를 선
택

하고, [열기(O)] 버튼을 누른다.

[프로토콜(P) ]은 [ Zmodem ]을 선택하고, [ 보내기(S) ] 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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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전송 완료 후

커널이미지[zImage.s2410]를 FLASH에 다운로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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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보드에 램디스크 [ramdisk-12M.gz] 올리기

EZBOOT에 대한 것은 12장 EZBOOT 매뉴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램디스크를 올리기 위한 명령만을 설명하겠다.
[ help ] 명령 : 도움말을 표출한다.
[ zfr ] 명령
z :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f : 플래시
r : 램디스크를 올린다.
위 화면의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EZBOOT> 상태에서 zfr 라는 명령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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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r 명령 입력 후 [전송(T)] >> [파일 보내기(S)]를 선택한다.

[파일 보내기]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램디스크[ramdisk-12M.gz]를 선택
하고, [열기(O)] 버튼을 누른다. [ 프로토콜(P) ]은 [ Zmodem ]을 선택하고, [ 보내기
(S) ]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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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완료 후

램디스크[ramdisk-12M.gz]를 FLASH에 다운로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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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구동
타겟보드에 커널이미지[zImage.s2410]와 램디스크[ramdisk-12M.gz]가 플래시에 정상
적으로 올라 갔는지를 확인하자.
1.

전원을 OFF 에서 ON

2.

RESET 스위치를 누름.

3. 명령어 [ rst ]를 사용한다. [ 주의 : [ gk ]명령은 사용할 수 없다 ]
위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는 [ rst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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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FLASH에 커널이미지와 램디스크가 올라갔다.
이제, 다음을 화면을 통하여 리눅스를 사용하여 보자.
falinux login: root

SDRAM에 커널이미지[zImage.s2410]와 램디스크 [ramdisk-12M.gz]를 올리는 방법은
1.2.1.의 플래시에서 올리는 방법과 동일하다. 단지 아래의 명령만이 다를 뿐이다.
[ 커널이미지 다운로드 명령어 ]
EZBOOT> zmk
[ 램디스크 다운로드 명령어 ]
EZBOOT> zmr
< 주의 >
1.

전원 OFF시 메모리의 내용이 지워짐

2.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메모리의 내용이 지워짐

3.

EZBOOT> gk

4.

플래시에 이미 커널이미지와 램디스크가 올라가 있다면 전원 OFF시 또는

명령 사용 가능

RESET 스위치 누름 시 메모리의 내용은 지워지지만 플래시에 이미 저장되어
있으므로 리눅스가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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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ux 환경에서 타겟보드에 Linux 구동
Linux환경에서 타겟보드에 Linux를 구동시키기 위한 설명이다.
2.1.

프로그램 복사
CD롬을 마운트 시킨다.

제공한 CD에서 /sw/image내 모든 파일을 /tmp/image로 복사한다.

여러 가지 복사된 파일들 중 다음 2개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zImage.s2410

: 커널이미지

ramdisk-12M.gz

: 램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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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기 화면
타겟보드에 Linux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minicom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이
완료되어 다음의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타겟보드의 전원이 OFF상태이면, ON상태로 바꾸고, 전원이 ON상태이면 타겟보드의
RESET 버튼을 누르면 된다. [ 만약, minicom 실행 후 바로 Linux가 구동되면, 타겟보
드의 리셋
[ Qulckly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
Autoboot

[ ENTER ]

Goto BOOT-MENU press [

] … ]에서 Autoboot가

되기 전에 [ 스페이스 바 ]를 눌러 주면 된다.
만약 Autoboot로 넘어가면 타겟보드의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이 화면이 갑자기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신 분은
[ 타겟보드 부팅 확인하기[Linux] ]의 설명서를 다시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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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겟보드에 커널이미지[zImag]와 램디스크[ramdisk.gz] 다운로드
Linux에서는 시리얼 Z-모뎀 프로토콜과 이더넷 tftp 프로토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FLASH
FLASH 내용을 지우기 전까지는 저장된 내용을 계속 유지함
 메모리
전원이 꺼지거나,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저장된 내용이 지워짐
위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하면 된다. 하지만 메모리에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전원 OFF시 매번 다시 다운로드를 해 주어야 한다.

2.3.1. FLASH에 다운로드 [ 시리얼 Z-모뎀 프로토콜 이용 ]
 타겟보드에 커널이미지[zImage] 올리기

EZBOOT에 대한 것은 다른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커널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명령만을 설명하겠다.
[ zfk ] 명령
z :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f : 플래시
K : 커널이미지를 올린다.
4장. 타겟보드 사용법

리눅스 환경에서 타겟보드에 리눅스 구동
위 화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명령 프롬프터에 < zfk >를 입력하고, Enter키를 누른다.
2. < Ctrl + a >, < s > 를 차례로 누른다.
3. < Upload >라는 창이 뜨면, < zmodem >을 선택하고, Enter키를 누른다.
4. < Select one or more files for upload >라는 창이 뜬다.
이 창에서 방향키와 스페이스 바를 이용하여 커널이미지 파일을 찾는다.
[ 디렉토리 이동시 스페이스 바를 두번 누르고, 토글시는 한번 만 누르면 된다.]
5. < 1.1의 프로그램 복사>에서 복사한 /tmp/image로 디렉토리를 이동한다.
6. < zImage >를 선택하고, Enter키를 누른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4

7. 커널이미지가 모두 전송되고 나면 < press any key to contiue… >메시지가 나오면
Enter키를 누른다.
8. 플래시에 커널이미지 전송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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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보드에 램디스크[ramdisk.gz] 올리기

EZBOOT에 대한 것은 다른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램디스크를 올리기 위한 명령만을 설명하겠다.
[ zfr ] 명령
z :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f : 플래시
r : 램디스크를 올린다.

위 화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명령 프롬프터에 < zfr >를 입력하고, Enter키를 누른다.
2. < Ctrl + a >, < s > 를 차례로 누른다.
3. < Upload >라는 창이 뜨면, < zmodem >을 선택하고, Enter키를 누른다.
4. < Select one or more files for upload >라는 창이 뜬다.
이 창에서 방향키와 스페이스 바를 이용하여 커널이미지 파일을 찾는다.
[ 디렉토리 이동시 스페이스 바를 두번 누르고, 토글시는 한번 만 누르면 된다.]
5. < 1.1의 프로그램 복사>에서 복사한 /tmp/image로 디렉토리를 이동한다.
6. < ramdisk.gz >를 선택하고, Enter키를 누른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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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커널이미지가 모두 전송되고 나면 < press any key to contiue… >메시지가 나오면
Enter키를 누른다.
8. 플래시에 램디스크[ramdisk-12M.gz] 전송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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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눅스 구동하기
타겟보드에 커널이미지[zImage]와 램디스크[ramdisk-12M.gz]가 플래시에 정상적으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자.
1.

전원을 OFF 에서 ON

2.

RESET 스위치를 누름.

3.

명령어 [ rst ]를 사용한다. [ 주의 : [ gk ]명령은 사용할 수 없다 ]

위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는 [ rst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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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FLASH에 커널이미지와 램디스크가 올라갔다.
이제, 다음을 화면을 통하여 리눅스를 사용하여 보자.
falinux login: root
Password:

2.3.2. 메모리에 다운로드
타겟보드에 커널이미지[zImage]와 램디스크 [ramdisk.gz]를 올리는 방법은 1.3.1.의
플래시에서 올리는 방법과 동일하다. 단지 아래의 명령만이 다를 뿐이다.
[ 커널이미지 다운로드 명령어 ]
EZBOOT> zmk
[ 램디스크 다운로드 명령어 ]
EZBOOT> zmr
< 주의 >
1.

전원 OFF시 메모리의 내용이 지워짐

2.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메모리의 내용이 지워짐

3.

EZBOOT> gk

4.

플래시에 이미 커널이미지와 램디스크가 올라가 있다면 전원 OFF시 또는

명령 사용 가능

RESET 스위치 누름 시 메모리의 내용은 지워지지만 플래시에 이미 저장되어
있으므로 리눅스가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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