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널 패치파일 제작

1. 커널 설치 및 패치
이 장은 타겟보드용 커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제공된 CD에는 타겟보드에 맞게
모든 패치가 된 커널이 제공이 된다. 따라서 이 장은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단지
학습이나 교육, 보드가 어떻게 패치가 되었는지, 다른 타겟보드를 패치 할 경우 어
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할 경우 따라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타겟보드용 리눅스 커널을 구하여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ARM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작성해야 하므로
둘째, 부트로더인 이지부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셋째, 최종적으로 리눅스 커널을 올리기 위하여
이 문서는 ARM 용 리눅스 커널을 설치하는 법에 대한 것을 기술한다.
타겟보드는 리눅스 커널 2.6.8-rc2로 설치되어 있다.
주의 사항)
1. 타겟보드용 커널을 만들고 컴파일하기 전에 arm용 크로스 컴파일러 환경을
먼저 구축하여야 한다.
2. 이 커널 패치는 아주 기본적이 패치로 사용자의 실수나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
커널패치가 안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공된 보드 패치를 이용하기 바란다.
1.1.

ARM Linux Kernel을 어디서 구하는가?
ARM Linux Kernel은 I386용 ( PC 에서 사용되는 ) Linux와 전혀 다르게 설계되고 코
딩된 것은 아니다. 리눅스 커널 자체가 상당히 이식하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다른 커널을 디자인 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ARM용 리눅스를 만드는 데 공헌을 하였으며 다음은 공식적인 ARM 리눅스 사이
트이다.
http://www.arm.linux.org.uk/
이 사이트를 찾아가보면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사이트는 너무
방대하고 타겟보드를 위한 리눅스 커널을 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어떻게 구하
는 가에 대한 것을 이 문서에서 기술하겠다.
타겟보드를 위한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한다.
첫째, 리눅스 커널을 구한다.
둘째, 타겟보드를 위한 패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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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86 용 리눅스 커널 구하기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은 i386용 리눅스 커널을 구해야 한다. 커널을 구할

때는

ARM용으로 패치 가능한 리눅스 커널을 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커널 패치가 불
가능한 것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ARM용 패치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런 것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 문서를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리눅스 커널을 구할 수 있는 곳은
http://kernel.org/ 이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커널이 있는 정확한 위치는 아래와 같다.
http://www.kernel.org/pub/linux/kernel/v2.6/testing/linux-2.6.8-rc2.tar.bz2
testing으로 받는 이유는 타겟보드를 포팅하는 시점에 linux-2.6.8-rc2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커널은 testing 안에 있다.
해당 커널을 다운로드 한다.
이 문서를 쓰는 시점에 http://kernel.org/ 의 ftp 사이트가 에러가 발생하므로 ftp 사
이트를 방문하는 내용을 싣지 못했다.
제공된 CD에도 동일한 파일이 존재하므로 위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사람은 CD에
서 가져온다. 이하 패치 파일도 마찬 가지다.
커널 2.6 대 부터는 ARM용 패치가 없어졌다. 따라서 보드 패치만 하면 된다.

커널 패치를 위한 파일 및 타겟보드 패치 파일 정리
위 과정을 살펴 보면 결론적으로 2.6.8-rc2 커널 패치에 관련된 파일은 1개이다.
 linux-2.6.8-rc2.tar.bz2
타겟보드용 커널 패치를 위한 파일은 1개이다. 이는 제공한 CD에 있다.
 diff-2.6.8-rc2-ez.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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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커널 설치 및 패치
리눅스 커널을 설치하는 원래 위치는

/usr/src/linux 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리눅스를 설치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여러분의 linux
에 여러 MPU의 개발 환경이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는 /project/ezboard/kernel 디렉토리에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여 설명한다.
mkdir 명령을 이용하여

/project/ezboard/kernel 란 디렉토리를 만든다.

이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 cd

/project/ezboard/kernel

이곳에 구한 파일을 모두 넣거나 제공된 CD에서 파일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커널의 압축을 푼다.
[root@arm6 kernel]# tar -xjf linux-2.6.8-rc2.tar.bz2

설치가 끝나면 linux-2.6.8.rc2 란 디렉토리가 생성된다. 여기서 생성된 디렉토리를
linux로 링크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용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모든 linux 디렉토리는 linux-2.6.8-rc2 디렉토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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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드 패치를 한다.
# gzip -cd ../diff-2.6.8-rc2-ez.gz | patch -p1

아마도 패치에 대부분 성공했을 것이다.
다음의 디렉토리를 심블릭 link 한다. 이것은 해더파일 참조시 이 심블릭 link 파일
을 대부분 참조하기 때문이다.
[root@arm6 linux]# ln -s asm-arm include/asm
[root@arm6 linux]# ln -s arch-s3c2410 include/asm-arm/arch
타겟보드 패치가 완료되었으면 커널을 컴파일 한다.

이렇게 생성된 커널 이미지( arch/arm/boot/zImage)를 타겟보드에 다운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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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겟보드 커널 패치 파일 제작.
패치화일을 보아야하는 이유
자신의 보드를 만든 후에 커널을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지는 매우 막막해진다.
이때 이미 있는 평가보드의 패치 파일을 보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저희 타겟보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제공된 타겟보드의 패치 파일을 보면서 자신의
보드에 맞는 커널을 패치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패치 파일은 두개의 파일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패치파일 문법만 알면
자동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손 쉽게 알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패치 파일에 대한 문법은 표현하지 않겠다.

KLDP.ORG와 같은 사

이트를 방문하면 필요한 문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커널 설치 및 패치를 수행하면서 타겟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널이 만들
어졌다. 이것은 단지 제공한 diff-2.6.8-rc2-ez.gz 패치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만일 이것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의 내용들은 타겟보드에 맞는 패치 커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절에서 보여주는 타겟 보드 커널 패치는 타겟보드가 동작할 수 있을 정도의 패
치를 설명한다. 세밀한 패치는 diff-2.6.8-rc2-ez.gz 패치를 보고 다시 확인 하기 바
란다.

타겟 보드 커널 패치 파일 작성
타겟보드 커널 패치 파일은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만든다. 이미 커널 파일을 구하
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하였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아래의 파일만 구
하면 된다.
 linux-2.6.8-rc2.tar.bz2
http://www.kernel.org/pub/linux/kernel/v2.6/testing/linux-2.6.8-rc2.tar.b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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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받아온 커널의 압축을 풀자.
# tar -xjf linux-2.6.8-rc2.tar.bz2

위
의
명
령
어
를
이
용
하
여
커
널
의
압축을 풀게 되면 linux-2.6.8-rc2 라는 디렉토리가 생기면서 압축이 풀리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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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보드에 맞는 보드 패치
Makefile 수정
커널 메인디렉토리(linux)안에 있는 Makefile에서 버전을 고쳐 주는 것이다.
수정할 내용은 버전에 대한 수정과 크로스 컴파일러의 prefix 문자열을 수정한다.
[ 수정 전 ]

[ 수정 후 ]
EXTRAVERSION = –rc2를 EXTRAVERSION = –rc2-ez-s2410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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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전 ]

[ 수정 후 ]
ARCH

?= $(SUBARCH)

CROSS_COMPILE

?=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ARCH

?= arm

CROSS_COMPILE ?= arm-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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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최적화 옵션이 -O2로 되어 있다. 현재 제공되는 gcc-3.4.3에는 -O2 사용
시 USBHost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 최적화 옵션을 –O1으로 수정한다.
[ 수정 전 ]

[ 수정 후 ]
ifdef CONFIG_CC_OPTIMIZE_FOR_SIZE
CFLAGS
+= -Os
else
CFLAGS
+= -O2
endif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ifdef CONFIG_CC_OPTIMIZE_FOR_SIZE
CFLAGS
+= -Os
else
CFLAGS
+= -O1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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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rm/Makefile 수정
보드관련 Makefile을 수정한다. GCC-3.4 이후 버전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
-mshort-load-bytes 가 -malignment-traps 로 대치되었다. 이후 -mshort-load-bytes관련
에러가 발생하면 -malignment-traps로 수정해 주면 된다.
[수정 전]

[수정 후]
tune-$(CONFIG_CPU_ARM920T)

:=-mtune=arm9tdmi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tune-$(CONFIG_CPU_ARM920T)

:=-mtune=arm9tdmi -Wa,-mcpu=arm920t

CFLAGS

+=-mapcs-32 $(arch-y) $(tune-y) -mshort-load-bytes -msoft-float -Wa,-mno-fpu -Uarm

AFLAGS

+=-mapcs-32 $(arch-y) $(tune-y) -msoft-float -Wa,-mno-fpu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CFLAGS +=-mapcs-32 $(arch-y) $(tune-y) $(call check_gcc,-malignment-traps,-mshort-load-bytes) -msoft-float -Uarm
AFLAGS +=-mapcs-32 $(arch-y) $(tune-y) -msoft-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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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rm/tools/mach-types 수정
./arch/arm/tools/mach-types 파일에서 보드 타입을 추가해 준다.
ez_s2410

ARCH_EZ_S2410

EZ_S2410

552

이 보드 타입은 원래 ARM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의 번호를 할당했다.
이 번호는 부트로드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 번호를 수정하면 부트로드의 SET 명령
을 들어가서 아키텍쳐번호를 수정하여 번호가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

주의)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커널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지라도, 높은 버전
의 커널이라면 이 번호가 할당 되어 있을 수가 있으므로, 또 다른 번호를 하던지,
이 번호의 보드를 덮어 쓰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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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rm/mach-s3c2410/mach-ez-s2410.c 작성
이 파일에서 하는 일은 가상 메모리에 대한 할당 및 처리를 하는 부분과 시리얼에
관련된 부분 등 기본적으로 커널이 돌아 갈수 있는 부분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다.
이 소스의 작성은 ./arch/arm/mach-s3c2410/ 디렉토리안에 있는 다른 보드의 소스
코드를 보고 타겟보드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

다음은 작성해야 할 mach-ez-s2410.c 의 소스 코드이다.
/***********************************************************************
*
* linux/arch/arm/mach-s3c2410/ez_s2410.c
*
* Copyright (C) 2004 by FALINUX.Co.Ltd
* All rights reserved.
*
* @Author: You Youngchang
*
*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
*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
*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 MA 02111-1307 USA
*
* @History:
* derived from linux/arch/arm/mach-s3c2410/mach-bast.c, written by
* Ben Dooks <ben@simtec.co.uk>
***********************************************************************/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linux/kernel.h>
<linux/types.h>
<linux/interrupt.h>
<linux/list.h>
<linux/timer.h>
<linux/init.h>

#include <asm/mach/arch.h>
#include <asm/mach/map.h>
#include <asm/mach/irq.h>
#include <asm/hardwa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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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asm/io.h>
#include <asm/irq.h>
#include <asm/mach-types.h>
#include <asm/arch/regs-serial.h>
#include <asm/arch/regs-gpio.h>
#include <asm/arch/regs-irq.h>
#include "s3c2410.h"

static struct map_desc ez_s2410_iodesc[] __initdata = {
/*
virtual
physical
length
//
{ 0xE0000000, 0x33F00000
, 0x00100000,
//
{ 0xf2000000, 0x08000000
, 0x00100000,
{ 0xf2000000, S3C2410_CS1 +0x000000, 0x00100000,
{ 0xf2200000, S3C2410_CS1 +0x800000, 0x00100000,
{ 0xf2300000, S3C2410_CS1 +0xc00000, 0x00100000,
{
{
{
{

0xf3000000,
0xf4000000,
0xf5000000,
0xf6000000,

S3C2410_CS2
S3C2410_CS3
S3C2410_CS4
S3C2410_CS5

,
,
,
,

0x01000000,
0x01000000,
0x01000000,
0x01000000,

domain
MT_MEMORY
MT_DEVICE
MT_DEVICE
MT_DEVICE
MT_DEVICE

*/
},
},
},
},
},

//
//
//
//
//

LCD VIDEO MEMORY
nCS1 영역 16MByte Area
nCS1 CS8900 -- slow RD/WR
nCS1 REV -- fast RD/WR CPLD.REV1
nCS1 REV -- fast RD/WR CPLD.REV2

MT_DEVICE
MT_DEVICE
MT_DEVICE
MT_DEVICE

},
},
},
},

//
//
//
//

nCS2
nCS3
nCS4
nCS5

};
#define UCON S3C2410_UCON_DEFAULT
#define ULCON S3C2410_LCON_CS8 | S3C2410_LCON_PNONE | S3C2410_LCON_STOPB
#define UFCON S3C2410_UFCON_RXTRIG8 | S3C2410_UFCON_FIFOMODE
/* base baud rate for all our UARTs */
// CPU 클럭 속도를 변경하면 이 부분도 수정해야한다.
static unsigned long ez_s2410_serial_clock = 66500000; // 266MHz/4 = 66.5MHz
static struct s3c2410_uartcfg ez_s2410_uartcfgs[] = {
[0] = {
.hwport
= 0,
.flags
= 0,
.clock
= &ez_s2410_serial_clock,
.ucon
= UCON,
.ulcon
= ULCON,
.ufcon
= UFCON,
},
[1] = {
.hwport
= 1,
.flags
= 0,
.clock
= &ez_s2410_serial_clock,
.ucon
= UCON,
.ulcon
= ULCON,
.ufcon
= UFCON,
},
[2] = {
.hwport
= 2,
.flags
= 0,
.clock
= &ez_s2410_serial_clock,
.ucon
= UCON,
.ulcon
= ULCON,
.ufcon
= UFCON,
}
};
void __init ez_s2410_map_io(void)
{
unsigned long tmp;
s3c2410_map_io(ez_s2410_iodesc, ARRAY_SIZE(ez_s2410_io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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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Byte
16MByte
16MByte
16MByte

Area
Area
Area
Area

s3c2410_uartcfgs = ez_s2410_uartcfgs;
tmp = readl(S3C2410_MISCCR);
tmp |= S3C2410_MISCCR_USBHOST;
writel( tmp, S3C2410_MISCCR );
}
#define REG_V(x) ( *((unsigned long *)(x)))
void __init ez_s2410_init_irq(void)
{
s3c2410_init_irq();
REG_V(S3C2410_GPGCON)
REG_V(S3C2410_EXTINT1)
REG_V(S3C2410_EINTMASK)
REG_V(S3C2410_GPGUP)

=
=
=
=

(REG_V(S3C2410_GPGCON)&~(3<<2))|(2<<2);
(REG_V(S3C2410_EXTINT1)&~(7<<4))|(4<<4);
REG_V(S3C2410_EINTMASK)&~(1<<9);
REG_V(S3C2410_GPGUP)&~(1<<1);

//
//
//
//

EXINT 9
Rising Edge Detect Mode
enable interrupt
internal pull up used

}
void __init ez_s2410_init_time(void)
{
s3c2410_init_time();
}
MACHINE_START(EZ_S2410, "WWW.FALINUX.COM EZ-S2410 for S3C2410 Board")
MAINTAINER("FALINUX Co.,Ltd.")
BOOT_MEM(S3C2410_SDRAM_PA, S3C2410_PA_UART, S3C2410_VA_UART)
BOOT_PARAMS(S3C2410_SDRAM_PA + 0x100)
MAPIO(ez_s2410_map_io)
INITIRQ(ez_s2410_init_irq)
INITTIME(ez_s2410_init_time)
MACHINE_END

이 mach-ez-s2410.c 소스는 제공한 CD의 /sw/kernel-patch/mach-ez-s2410.c 에 있으며,
위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복사하여 사용해도 된다.
물리적 주소를 가상주소와 매핑시켜 놓은 부분이다.
현재 CS8900은 nCS1에 연결되어있다.
static struct map_desc ez_s2410_iodesc[] __initdata = {
/*
//

virtual

physical

{ 0xE0000000, 0x33F00000

length

domain

*/

, 0x00100000, MT_MEMORY }, // LCD VIDEO MEMORY

{ 0xf2000000, S3C2410_CS1 +0x000000, 0x00100000, MT_DEVICE }, // nCS1 CS8900 영역 -- slow RD/WR
{ 0xf2200000, S3C2410_CS1 +0x800000, 0x00100000, MT_DEVICE }, // nCS1 REV -- fast RD/WR CPLD.REV1
{ 0xf2300000, S3C2410_CS1 +0xc00000, 0x00100000, MT_DEVICE }, // nCS1 REV -- fast RD/WR CPLD.REV2

{ 0xf3000000, S3C2410_CS2

, 0x01000000, MT_DEVICE }, // nCS2 영역 16MByte Area

{ 0xf4000000, S3C2410_CS3

, 0x01000000, MT_DEVICE }, // nCS3 영역 16MByte Area

{ 0xf54000000, S3C2410_CS4
{ 0xf6000000, S3C2410_CS5

, 0x01000000, MT_DEVICE }, // nCS4 영역 16MByte Area
, 0x01000000, MT_DEVICE }, // nCS5 영역 16MByte Area

};

현재의 클럭 속도는 266MHz로 동작하고 있다. UART는 이 FCLK를 4분주한 PCLK
을 사용한다. 따라서 만약 클럭 속도 변경이 있을 경우 이 부분도 수정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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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RT 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 base baud rate for all our UARTs */
// CPU 클럭 속도를 변경하면 이 부분도 수정해야 한다.
static unsigned long ez_s2410_serial_clock = 66500000; // 266MHz/4 = 66.5MHz

void __init ez_s2410_init_irq(void) 함수는 GPIO를 초기화 하는 부분이다.
사용자 임의로 추가하고자 하는 GPIO의 초기화 코드를 이 부분에 넣으면 된다.
CS8900 관련 인터럽터를 위해 초기화 되어 있다.
REG_V(S3C2410_GPGCON) = (REG_V(S3C2410_GPGCON)&~(3<<2))|(2<<2);
REG_V(S3C2410_EXTINT1) = (REG_V(S3C2410_EXTINT1)&~(7<<4))|(4<<4);
REG_V(S3C2410_EINTMASK) = REG_V(S3C2410_EINTMASK)&~(1<<9);
REG_V(S3C2410_GPGUP)
= REG_V(S3C2410_GPGU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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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NT 9
// Rising Edge Detect Mode
// enable interrupt
// internal pull up used

./arch/arm/mach-s3c2410/Kconfig
Kconfig 파일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해주어야 configuration시에 타겟보드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으며, 앞으로 CONFIG_ARCH_EZ_S2410을 CONFIG시에 사
용할 수 있다.
[수정 전]

[수정 후]
5번째 라인쯤에 아래와 같이 소스파일에 추가해 준다.
config ARCH_EZ_S2410
bool "FALINUX EZ-S2410 (S3C2410)"
help
Say Y here if you are using the FALINUX EZ-S2410
controller board
Product page: <http://www.falinu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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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rm/mach-s3c2410/Makefile
위에서 작성한 mach-ez-s2410.c 타겟보드용 파일을 컴파일하기 위해서 Makefile을
수정한다.
[수정 전]

[수정 후]
./arch/arm/mach-s3c2410/Makefile 파일 17라인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vi 명령에서 :set nu 하면 라인 번호가 나온다. ]
obj-$(CONFIG_ARCH_EZ_S2410) += mach-ez-s241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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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커널 옵션이 나타난다.

System Type --->
ARM system type (RiscPC) --->
(X) Samsung S3C2410
을 선택하면 다음 같은 화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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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ype --->
S3C2410 Implementations --->
[X] FALINUX EZ-S2410 (S3C2410) (NEW)
를 선택하면 된다.
이 부분에서 ./arch/arm/mach-s3c2410/Kconfig 에 추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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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rm/kernel/setup.c 수정
./arch/arm/kernel/setup.c 파일에서 메모리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해준다.
33 라인에 정의 되어 있다.
타겟보드는 SDRAM이 64M이므로 16을 64로 바꾸어 준다.
#define MEM_SIZE

(16*1024*1024)

위의 것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define MEM_SIZE
[ 수정 전 ]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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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24*1024)

./include/asm-arm/arch-s3c2410/regs-serial.h 수정
타겟보드에 맞게 UART 부분을 수정한다.
타겟보드의 STOP Bit는 One Stop bit per frame 을 사용한다.
68번째 라인의 #define S3C2410_LCON_STOPB
#ifdef CONFIG_ARCH_EZ_S2410
#define S3C2410_LCON_STOPB
#else
#define S3C2410_LCON_STOPB
#endif

(1<<2) 를 수정한다.

(0<<2)
(1<<2)

다음 레지스트를 추가한다.
#define S3C2410_LCON_IRM
[수정 전]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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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nclude/asm-arm/arch-s3c2410/uncompress.h 수정
타겟보드에서 커널 압축 해제 시 표출되는 메세지를 UART로 보내려면
include/asm-arm/arch-pxa/uncompress.h 를 수정하여야 한다.
UART 0번이 디폴트 콘솔로 되어있다. 하지만 타겟보드에서는 UART 2를 콘솔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 준다.
#define uart_base S3C2410_PA_UART 를
#define uart_base S3C2410_PA_UART2 로 수정한다.
static unsigned int uart_base = S3C2410_PA_UART; 를
static unsigned int uart_base = S3C2410_PA_UART2; 로 수정한다.
[수정 전]

[수정 후]

이후에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커널의 기본 콘솔 역시 UART2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커널 커맨드를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커널 커맨드는 커널 옵션을 설
정해서 바꾸거나 이지부트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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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rm/mach-s3c2410/time.c
타이머 설정에 관련된 설정 부분이다. 현재 타겟보드의 타이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타겟보드의 타이머 설정 레지스터를 설정한다.
128라인에 machine_is_ez_s2410() 을 추가한다.
if (machine_is_h1940() || machine_is_smdk2410()) {

을

if (machine_is_h1940() || machine_is_smdk2410() || machine_is_ez_s2410() ) { 로 수정한다.

[수정 전]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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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net/Kconfig 수정
타겟보드에 CS8900A(이더넷 콘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해 Kconfig부분에 다음을 추
가해 준다.
depends on NET_PCI && ISA 를
depends on ( NET_PCI && ISA ) || ARCH_EZ_S2410 로 수정한다.
[수정 전]

./drivers/net/Makefile 수정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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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net/cs89x0.c 파일을 타겟보드에 맞게 수정한다.
타겟보드에서는 DMA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 전]

[수정 후]
100 ~ 104 라인 추가

타겟보드에 물려있는 가상주소와 인터럽트 IRQ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수정 전]

[수정 후]
168 ~ 171 라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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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initdata 에서 표현하고 있는 0xf1000000는 물리적인 주소 0x08000000을 가상주소
로 맵핑한 주소이다.
이 맵핑 정보는 ./arch/arm/mach-s3c2410/ez-s2410.c 에 정의되어 있다.
cs8900_irq_map[] 에는 IRQ_EINT9는 타겟보드의 하드웨어적인 IRQ와 연결되어 있
는 것을 맞추는 부분이다

cs89x0_probe(int unit) 함수에서 unit 값이 0( eth0) 보다 크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
고 함수를 빠지는 루틴을 추가한다.
[수정 전]

[수정 후]
294 ~ 300 라인 추가

다음 부분은 cs89x0_probe1() 함수에서 if (ioaddr & 1) { }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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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addr &= ~3;
outw(PP_ChipID, ioaddr + ADD_PORT);
루틴을 이 함수 밖으로 빼낸다.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의 457 ~458 라인을 아래와 같이 475 ~ 476 라인으로 빼낸다.

다음 부분은 EEPROM 관련 수정이다. 타겟보드에는 EEPROM이 없다.
[수정 전]

8장 커널설치 및 패치

[수정 후]
수정 전의 536 ~ 537 라인을 아래와 같이 552 ~ 565 라인을 수정한다.

타겟보드의 설정한 cs8900_irq_map[] 값을 넘겨준다.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의 668 ~ 667 라인 사이에 아래와 같이 696 ~ 698 라인을 추가하고, 715 라
인에 #ifdef 문에 대한 종료 문( #endif)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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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1163 라인의 소스코드를 타겟보드 선택 시 이 소스 루틴을 사용할 수 있게
수정한다.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1158 ~ 1163 라인을 1190 ~ 1198 라인과 같이 수정한다.

net_interrupt() 함수의 리턴값을 타겟보드에서는 IRQ_HANDLED 로 리턴한다.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의 1502 라인을 아래와 같이 1536 ~1540 라인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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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이미 타겟보드에서 ALLOW_DMA를 0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은 패치 파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
[수정 전]

[수정 후]

IRQ로 등록될 EXTERNAL INTERRUPT GPIO를 초기화 한다.
타겟보드에 사용된 GPIO는 GPG1의 EINT9 이다.
[수정 전]

[수정 후]

cs89x0.c 파일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제공한 CD에서
이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한다. CD의 디렉토리는 /sw/kernel-patch/cs89x0.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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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net/tcp.h 수정
다음을 패치해야 한다. 이 패치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TCP와
관련된 패치인 것 같다.
[수정 전]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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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asm-arm/arch-s3c2410/irqs.h 수정
타겟보드의 Interrupt Offset 레지스트는 0번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수정해
준다.
[수정 전]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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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asm-arm/arch-s3c2410/io.h 수정
__io(addr) 매크로를 정의해야 한다. 타겟보드는 다음과 같이 입력 받은 주소를 그
대로 돌려 준다.
#define
[수정 전]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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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io(a)

(a)

타겟보드의 기본적인 패치는 완료되었다. 이제 커널의 컴파일 옵션을 선택해야 한
다. 이 커널 컴파일 옵션의 선택은 다음 장에 나오는 [커널 컴파일]을 참조하여,
환경 설정을 한다. 만약, 커널 옵션을 잘못 설정하면 자신이 바꾼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커널 컴파일 옵션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기본 패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하기로 한다.
모든 내용을 수정, 추가 하였다면 커널 컴파일 옵션을 설정한다.
# make menuconfig

를 수행한다.
다음은 기본 패치에 대한 커널 컴파일 옵션이다.
Code maturity level options --->
[*] Prompt for development and/or incomplete code/drivers
[*] Select only drivers expected to compile cleanly
[*] Select only drivers that don't need compile-time external firmware
General setup --->
[*] Support for paging of anonymous memory (swap)
[*] System V IPC
[ ] POSIX Message Queues
[ ] BSD Process Accounting
[*] Sysctl support
[ ] Auditing support
(17) Kernel log buffer size (16 => 64KB, 17 => 128KB)
[ ] Support for hot-pluggable devices
[ ] Kernel .config support
[ ] Configure standard kernel features (for small systems) --->
--- Configure standard kernel features (for small systems)
--- Load all symbols for debugging/kksymoops
[]
Include all symbols in kallsyms
[*]
Do an extra kallsyms pass
Loadable module support --->
[*] Enable loadable module support
[*] Module unloading
[]
Forced module unloading
[*] Module versioning support (EXPERIMENTAL)
[*]
Automatic kernel module loading
System Type --->
ARM system type (Samsung S3C2410) --->
( ) PXA2xx-based
( ) RiscPC
( ) SA1100-based
(X) Samsung S3C2410
( ) Shark
( ) Sharp LH7A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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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C2410 Implementations --->
[*] FALINUX EZ-S2410 (S3C2410)
[ ] Simtec Electronics BAST (EB2410ITX)
[ ] IPAQ H1940
[ ] SMDK2410/A9M2410
[ ] Simtec VR1000
--- Processor Type
--- Processor Features
[ ] Support Thumb user binaries
[ ] Disable I-Cache
[ ] Disable D-Cache
[ ] Force write through D-cache
General setup --->
[ ] Compressed boot loader in ROM/flash
(0) Compressed ROM boot loader base address
(0) Compressed ROM boot loader BSS address
PCMCIA/CardBus support --->
< > PCMCIA/CardBus support
--- At least one math emulation must be selected
[*] NWFPE math emulation
[ ] Support extended precision
[ ] FastFPE math emulation (EXPERIMENTAL)
[ ] VFP-format floating point maths
[*] Kernel support for ELF binaries
< > Kernel support for a.out and ECOFF binaries
<*> Kernel support for MISC binaries
Generic Driver Options --->
[*] Prevent firmware from being built
[ ] Driver Core verbose debug messages
[ ] Power Management support
[ ] Preemptible Kernel (EXPERIMENTAL)
< > RISC OS personality
(@mem=64M initrd=0x30800000,4M root=/dev/ram0 ramdisk=12288 console=ttySAC2,115200) Default
kernel command string
Parallel port support --->
< > Parallel port support
Memory Technology Devices (MTD) --->
< > Memory Technology Device (MTD) support
Plug and Play support --->
Block devices --->
< > Normal floppy disk support
<*> Loopback device support
<>
Cryptoloop Support
<*> Network block device support
<*> RAM disk support
(8192) Default RAM disk size (kbytes)
[*] Initial RAM disk (initrd) support
Multi-device support (RAID and LVM) --->
[ ] Multiple devices driver support (RAID and LVM)
Networking support --->
[*] Networking support
Networking options --->
<*> Packet socket
[ ] Packet socket: mmapped IO
< > Netlink device emulation
<*> Unix domain sockets
< > PF_KEY sockets
[*] TCP/IP networking
[ ] IP: multi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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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advanced router
[*] IP: kernel level autoconfiguration
[]
IP: DHCP support
[*]
IP: BOOTP support
[]
IP: RARP support
<>
IP: tunneling
<>
IP: GRE tunnels over IP
[ ] IP: ARP daemon support (EXPERIMENTAL)
[ ] IP: TCP syncookie support (disabled per default)
< > IP: AH transformation
< > IP: ESP transformation
< > IP: IPComp transformation
< > The IPv6 protocol (EXPERIMENTAL)
[ ] Network packet filtering (replaces ipchains) --->
SCTP Configuration (EXPERIMENTAL) --->
< > The SCTP Protocol (EXPERIMENTAL)
< > Asynchronous Transfer Mode (ATM) (EXPERIMENTAL)
< > 802.1d Ethernet Bridging
< > 802.1Q VLAN Support
< > DECnet Support
< > ANSI/IEEE 802.2 LLC type 2 Support
< > The IPX protocol
< > Appletalk protocol support
< > CCITT X.25 Packet Layer (EXPERIMENTAL)
< > LAPB Data Link Driver (EXPERIMENTAL)
[ ] Frame Diverter (EXPERIMENTAL)
< > Acorn Econet/AUN protocols (EXPERIMENTAL)
< > WAN router
[ ] Fast switching (read help!)
[ ] Forwarding between high speed interfaces
QoS and/or fair queueing --->
[ ] QoS and/or fair queueing
Network testing --->
< > Packet Generator (USE WITH CAUTION)
[ ] Amateur Radio support --->
< > IrDA (infrared) subsystem support --->
< > Bluetooth subsystem support --->
[*] Network device support
<*>
Dummy net driver support
<>
Bonding driver support
< > EQL (serial line load balancing) support
<>
Universal TUN/TAP device driver support
Ethernet (10 or 100Mbit) --->
[*] Ethernet (10 or 100Mbit)
<>
Generic Media Independent Interface device support
< > SMC 91C9x/91C1xxx support
<*> CS89x0 support
Ethernet (1000 Mbit) --->
Ethernet (10000 Mbit) --->
Token Ring devices --->
Wireless LAN (non-hamradio) --->
[ ] Wireless LAN drivers (non-hamradio) & Wireless Extensions
PCMCIA network device support --->
[ ] PCMCIA network device support
Wan interfaces --->
[ ] Wan interfaces support
<>
PPP (point-to-point protocol) support
<>
SLIP (serial line) support
< > Traffic Shaper (EXPERIMENTAL)
<>
Network console logging support (EXPERIMENTAL)
ATA/ATAPI/MFM/RLL support --->
< > ATA/ATAPI/MFM/RLL support
SCSI device support --->
< > SCSI devic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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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MPT device support

--->

IEEE 1394 (FireWire) support --->
< > IEEE 1394 (FireWire) support
I2O device support

--->

ISDN subsystem --->
< > ISDN support
Input device support --->
--- Userland interfaces
--- Mouse interface
[ ] Provide legacy /dev/psaux device
(1024) Horizontal screen resolution
(768) Vertical screen resolution
< > Joystick interface
< > Touchscreen interface
< > Event interface
< > Event debugging
--- Input I/O drivers
< > Gameport support
< > Serial i/o support
< > i8042 PC Keyboard controller
--- Input Device Drivers
[ ] Keyboards
[ ] Mice
[ ] Joysticks
[ ] Touchscreens
[ ] Misc
Character devices --->
[ ] Non-standard serial port support
Serial drivers --->
< > 8250/16550 and compatible serial support
--- Non-8250 serial port support
<*> Samsung S3C2410 Serial port support
[*] Support for console on S3C2410 serial port
[*] Legacy (BSD) PTY support
(256) Maximum number of legacy PTY in use
< > QIC-02 tape support
IPMI --->
< > IPMI top-level message handler
Watchdog Cards --->
[ ] Watchdog Timer Support
< > /dev/nvram support
< > Enhanced Real Time Clock Support
< > Generic /dev/rtc emulation
< > Double Talk PC internal speech card support
< > Siemens R3964 line discipline
< > Applicom intelligent fieldbus card support
Ftape, the floppy tape device driver --->
< > Ftape (QIC-80/Travan) support
< > /dev/agpgart (AGP Support)
[ ] Direct Rendering Manager (XFree86 4.1.0 and higher DRI support)
PCMCIA character devices --->
< > SyncLink PC Card support
< > RAW driver (/dev/raw/rawN) (OBSOLETE)
I2C support --->
< > I2C support
Multimedia devices --->
< > Video For Linux
Digital Video Broadcasting Devices --->
[ ] DVB For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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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systems --->
<*> Second extended fs support
[*] Ext2 extended attributes
[]
Ext2 POSIX Access Control Lists
[]
Ext2 Security Labels
<*> Ext3 journalling file system support
[*] Ext3 extended attributes
[]
Ext3 POSIX Access Control Lists
[]
Ext3 Security Labels
[ ] JBD (ext3) debugging support
< > Reiserfs support
< > JFS filesystem support
< > XFS filesystem support
< > Minix fs support
< > ROM file system support
[ ] Quota support
< > Kernel automounter support
< > Kernel automounter version 4 support (also supports v3)
CD-ROM/DVD Filesystems --->
< > ISO 9660 CDROM file system support
< > UDF file system support
DOS/FAT/NT Filesystems --->
<*> MSDOS fs support
<*> VFAT (Windows-95) fs support
(437) Default codepage for FAT
(iso8859-1) Default iocharset for FAT
< > NTFS file system support
Pseudo filesystems --->
[*] /proc file system support
[ ] /dev file system support (OBSOLETE)
[ ] /dev/pts Extended Attributes
[ ] Virtual memory file system support (former shm fs)
Miscellaneous filesystems --->
< > ADFS file system support (EXPERIMENTAL)
< > Amiga FFS file system support (EXPERIMENTAL)
< > Apple Macintosh file system support (EXPERIMENTAL)
< > Apple Extended HFS file system support
< > BeOS file system (BeFS) support (read only) (EXPERIMENTAL)
< > BFS file system support (EXPERIMENTAL)
< > EFS file system support (read only) (EXPERIMENTAL)
[ ] Advanced compression options for JFFS2
< > Compressed ROM file system support
< > FreeVxFS file system support (VERITAS VxFS(TM) compatible)
< > OS/2 HPFS file system support
< > QNX4 file system support (read only)
< > System V/Xenix/V7/Coherent file system support
< > UFS file system support (read only)
Network File Systems --->
<*> NFS file system support
[*] Provide NFSv3 client support
[*] Provide NFSv4 client support (EXPERIMENTAL)
[]
Allow direct I/O on NFS files (EXPERIMENTAL)
< > NFS server support
[*] Root file system on NFS
--- Secure RPC: Kerberos V mechanism (EXPERIMENTAL)
< > SMB file system support (to mount Windows shares etc.)
< > CIFS support (advanced network filesystem for Samba, Window and other CIFS compliant
servers)
< > NCP file system support (to mount NetWare volumes)
< > Coda file system support (advanced network fs)
< > Andrew File System support (AFS) (Experimental)
Partition Types --->
[*] Advanced partition selection
[]
Acorn partition support
[]
Alpha OSF partition support
[]
Amiga partition tabl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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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ri partition table support
[ ] Macintosh partition map support
[*] PC BIOS (MSDOS partition tables) support
[]
BSD disklabel (FreeBSD partition tables) support
[]
Minix subpartition support
[]
Solaris (x86) partition table support
[]
Unixware slices support
[]
Windows Logical Disk Manager (Dynamic Disk) support
[ ] SGI partition support
[ ] Ultrix partition table support
[ ] Sun partition tables support
[ ] EFI GUID Partition support
Native Language Support --->
--- Base native language support
(iso8859-1) Default NLS Option
<*>
Codepage 437 (United States, Canada)
<>
Codepage 737 (Greek)
<>
Codepage 775 (Baltic Rim)
<>
Codepage 850 (Europe)
<>
Codepage 852 (Central/Eastern Europe)
<>
Codepage 855 (Cyrillic)
<>
Codepage 857 (Turkish)
<>
Codepage 860 (Portuguese)
<>
Codepage 861 (Icelandic)
<>
Codepage 862 (Hebrew)
<>
Codepage 863 (Canadian French)
<>
Codepage 864 (Arabic)
<>
Codepage 865 (Norwegian, Danish)
<>
Codepage 866 (Cyrillic/Russian)
<>
Codepage 869 (Greek)
<>
Simplified Chinese charset (CP936, GB2312)
<>
Traditional Chinese charset (Big5)
<>
Japanese charsets (Shift-JIS, EUC-JP)
<*>
Korean charset (CP949, EUC-KR)
<>
Thai charset (CP874, TIS-620)
<>
Hebrew charsets (ISO-8859-8, CP1255)
<>
Windows CP1250 (Slavic/Central European Languages)
<>
Windows CP1251 (Bulgarian, Belarusian)
<>
ASCII (United States)
<*>
NLS ISO 8859-1 (Latin 1; Western European Languages)
<>
NLS ISO 8859-2 (Latin 2; Slavic/Central European Languages)
<>
NLS ISO 8859-3 (Latin 3; Esperanto, Galician, Maltese, Turkish)
< > NLS ISO 8859-4 (Latin 4; old Baltic charset)
< > NLS ISO 8859-5 (Cyrillic)
<>
NLS ISO 8859-6 (Arabic)
<>
NLS ISO 8859-7 (Modern Greek)
<>
NLS ISO 8859-9 (Latin 5; Turkish)
<>
NLS ISO 8859-13 (Latin 7; Baltic)
<>
NLS ISO 8859-14 (Latin 8; Celtic)
<>
NLS ISO 8859-15 (Latin 9; Western European Languages with Euro)
<>
NLS KOI8-R (Russian)
<>
NLS KOI8-U/RU (Ukrainian, Belarusian)
<>
NLS UTF8
Profiling support --->
[ ] Profiling support (EXPERIMENTAL)
Graphics support --->
[ ] Support for frame buffer devices
Console display driver support --->
[ ] VGA text console
< > MDA text console (dual-headed) (EXPERIMENTAL)
Sound --->
< > Sound card support
Misc de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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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support --->
USB Gadget Support --->
< > Support for USB Gadgets
Kernel hacking --->
[*] Verbose user fault messages
[ ] Include GDB debugging information in kernel binary
[ ] Kernel debugging

[참고]
커널 컴파일 옵션 중 다음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서 커널 부팅 시 에러가 발생하
는 경우가 있다.

두번째 General Setup 에서 ()Default 에
@mem=64M initrd=0x30800000,4M root=/dev/ram0 ramdisk=12288 console=ttySAC2,115200

를 반드시 써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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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설정은 다음의 파일을 생성한다.
# ls –al
명령으로 보면 .config 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커널을 컴파일 한다.
# make clean
# make zImage
모든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arch/arm/boot/zImage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커널 이미지 파일을 타겟보드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주의]

타겟보드에 맞는 보드 커널 패치 부분은 사용자의 조그만 실수에도 컴파일시
에러를 발생할 수 있으며, 보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보드패치를 위한 초기작업으로 위와 같은 부분을 패치하여 타겟보드를 동작시
킨다는 것만을 파악하기 바란다. 제공된 커널 패치로 완전한 커널을 사용하든
지 아니면 제공된 정상적인 커널을 그냥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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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타겟보드 패치 파일을 만드는 방법과 모듈작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타겟보드 패치파일 만들기
diff 명령을 사용하여 타겟보드용 패치 파일을 만든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패치 파일을 만들기 위해 복사해둔 원본 커널로 들어간다.
[root@arm6 kernel]# cd linux-2.6.8-rc2
[root@arm6 kernel]# make distclean

패치 커널 디렉토리로 들어간다.
[root@arm6 kernel]# cd linux-2.6.8-rc2-s2410-v01
[root@arm6 kernel]# mv .config ez-s2410
[root@arm6 kernel]# make distclean
[root@arm6 kernel]# mv ez-s2410 .config

이제 패치파일을 만들자.
[root@arm6 kernel]# diff -urN linux-2.6.8-rc2 linux-2.6.8-rc2-s2410-v01 > diff-2.6.8-rc2-ez
[root@arm6 kernel]# gzip diff-2.6.8-rc2-ez

이렇게 생성된 diff-2.6.8-rc2-ez 파일을 압축하여 diff-2.6.8-rc2-ez.gz 라는 보드 패치
파일이 생성된다. ( 압축을 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

모듈작성
커널 옵션에서 모듈(M)로 선택한 것을 컴파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한
다. 이 모듈은 램디스크의 /lib/modules에 들어갈 내용이다. 따라서 이 모듈작성 부
분은 제 8장의 램디스크 이미지 만들기에서 /lib/modules에 복사를 하면 된다. 하지
만 타겟보드는 대부분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커널에 직접 포함을 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 make modules
# INSTALL_MOD_PATH=<자신이 만든 램디스크 디렉토리> make modules_install

<예>

# INSTALL_MOD_PATH=/ez/ramdisk/ make modules_install

이렇게 해주면 자신이 만든 커널 모듈을 램디스크에 넣을 수 있다.

8장 커널설치 및 패치

정상적인 보드의 커널 패치를 위해 수정해야 할 파일 목록이다.
./Makefile
./arch/arm/Makefile
./arch/arm/boot/bootp/bootp.lds
./arch/arm/kernel/calls.S
./arch/arm/kernel/io.c
./arch/arm/kernel/setup.c
./arch/arm/mach-s3c2410/Kconfig
./arch/arm/mach-s3c2410/Makefile
./arch/arm/mach-s3c2410/clock.c
./arch/arm/mach-s3c2410/clock.h
./arch/arm/mach-s3c2410/mach-ez-s2410.c
./arch/arm/mach-s3c2410/irq.c
./arch/arm/mach-s3c2410/s3c2410.c
./arch/arm/mach-s3c2410/s3c2410.h
./arch/arm/mach-s3c2410/time.c
./arch/arm/tools/mach-types
./drivers/char/Kconfig
./drivers/char/Makefile
./drivers/char/dtlk.c
./drivers/char/s3c2410_rtc.c
./drivers/char/watchdog/Kconfig
./drivers/char/watchdog/Makefile
./drivers/char/watchdog/s3c2410_wdt.c
./drivers/i2c/algos/Kconfig
./drivers/i2c/algos/Makefile
./drivers/i2c/algos/i2c-algo-s3c2410.c
./drivers/i2c/busses/Kconfig
./drivers/i2c/busses/Makefile
./drivers/i2c/busses/i2c-s3c2410.c
./drivers/i2c/busses/i2c-s3c2410.h
./drivers/input/Kconfig
./drivers/input/touchscreen/Kconfig
./drivers/input/touchscreen/Makefile
./drivers/input/touchscreen/ez_s2410_ts.c
./drivers/input/touchscreen/s3c2410_t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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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media/Kconfig
./drivers/media/Makefile
./drivers/media/mmc/Kconfig
./drivers/media/mmc/Makefile
./drivers/media/mmc/mmc.c
./drivers/media/mmc/mmc.h
./drivers/media/mmc/mmc_block.c
./drivers/media/mmc/mmc_queue.c
./drivers/media/mmc/mmc_queue.h
./drivers/media/mmc/mmc_sysfs.c
./drivers/media/mmc/mmci.c
./drivers/media/mmc/mmci.h
./drivers/media/mmc/pxamci.c
./drivers/media/mmc/pxamci.h
./drivers/mtd/nand/Kconfig
./drivers/mtd/nand/Makefile
./drivers/mtd/nand/ez_s2410.c
./drivers/mtd/nand/nand_base.c
./drivers/net/Kconfig
./drivers/net/cs89x0.c
./drivers/serial/s3c2410.c
./drivers/usb/Kconfig
./drivers/usb/core/hub.c
./drivers/usb/gadget/.#serial.c.1.2
./drivers/usb/gadget/Kconfig
./drivers/usb/gadget/Makefile
./drivers/usb/gadget/gadget_chips.h
./drivers/usb/gadget/s3c2410_ctl.c
./drivers/usb/gadget/s3c2410_ep0.c
./drivers/usb/gadget/s3c2410_udc.c
./drivers/usb/gadget/s3c2410_udc.h
./drivers/usb/gadget/serial.c
./drivers/usb/gadget/zero.c
./drivers/usb/host/Kconfig
./drivers/usb/host/Makefile
./drivers/usb/host/ohci-hcd.c
./drivers/usb/host/ohci-s3c24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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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video/Kconfig
./drivers/video/Makefile
./drivers/video/console/Kconfig
./drivers/video/console/Makefile
./drivers/video/console/font_clean_4x6.c
./drivers/video/console/font_clean_5x8.c
./drivers/video/console/fonts.c
./drivers/video/fbmem.c
./drivers/video/s3c2410fb.c
./drivers/video/s3c2410fb.h
./fs/Kconfig
./fs/Makefile
./fs/yaffs/Makefile
./fs/yaffs/devextras.h
./fs/yaffs/yaffs_ecc.c
./fs/yaffs/yaffs_ecc.h
./fs/yaffs/yaffs_fs.c
./fs/yaffs/yaffs_guts.c
./fs/yaffs/yaffs_guts.h
./fs/yaffs/yaffs_mtdif.c
./fs/yaffs/yaffs_mtdif.h
./fs/yaffs/yaffsinterface.h
./fs/yaffs/yportenv.h
./include/asm-arm/arch-s3c2410/io.h
./include/asm-arm/arch-s3c2410/irqs.h
./include/asm-arm/arch-s3c2410/regs-adc.h
./include/asm-arm/arch-s3c2410/regs-clock.h
./include/asm-arm/arch-s3c2410/regs-lcd.h
./include/asm-arm/arch-s3c2410/regs-rtc.h
./include/asm-arm/arch-s3c2410/regs-serial.h
./include/asm-arm/arch-s3c2410/regs-timer.h
./include/asm-arm/arch-s3c2410/regs-ts.h
./include/asm-arm/arch-s3c2410/regs-usb.h
./include/asm-arm/arch-s3c2410/regs-watchdog.h
./include/asm-arm/arch-s3c2410/system.h
./include/asm-arm/arch-s3c2410/uncompress.h
./include/linux/f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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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linux/i2c-algo-s3c2410.h
./include/linux/mmc/card.h
./include/linux/mmc/host.h
./include/linux/mmc/mmc.h
./include/linux/mmc/protocol.h
./include/linux/timex.h
./include/net/tcp.h
./init/main.c
./kernel/Makefile
./kernel/mhelper.c
./kernel/mhelper.h
./kernel/timer.c
./sound/arm/Kconfig
./sound/i2c/Makefile
./sound/i2c/uda13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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