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에서 TFTP를 사용하여 WAN 스위치 소프트웨
어 및 펌웨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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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PC에서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여 Cisco StrataCom 소프트웨
어 및 펌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TFT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TFTP를 사용하여 PC에서 디바이스로 소프트웨어 이미지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는 Cisco TFTP Server 애플리케이션의 출력을 사용하여 작성되었
습니다.Cisco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중단했으며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TFTP 서버가 없는
경우 다른 소스에서 서드파티 TFTP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옵니다.참고: Weighd Solutions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TFTP MGX AXIS Shelf Controller(ASC) 부트코드를 생성하는 동안 문
제가 보고되었습니다.

●

dnld.fw 및 dnld.sw 템플릿 파일이 문서의 예비 설정 섹션의 단계는 이러한 파일을 만드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템플릿의 기본 형식은 UNIX이지만 메모패드나 워드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S 및 UNIX 텍스트 형식으로 쉽게 변환하려면 shareware 편집기 DwEdit를 다운로드합니다
.

●

TFTP를 지원하는 스위치 소프트웨어 8.4 이상●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예비 설정

이 섹션에서는 샘플 디렉토리 레이아웃 및 프로그램 설정을 제공합니다.또한 dnld 파일의 경로 이름
설정에 대한 팁도 포함됩니다.이러한 예는 Cisco TFTP 서버 및 Weighd Solutions TFTP 클라이언
트를 참조하지만 다른 벤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원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TFTP 클라이언트 및
서버가 이미 설치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로드할 디렉토리를 하나 이상 생성합니다.이 예에서는
c:\images\ipxbpx 및 c:\images\mgx 디렉토리를 사용합니다.이러한 디렉토리는 svplus 이미지
디렉토리를 약간 미러링하지만 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Cisco TFTP 서버를 실행합니다.Options(옵션) > Server Root Directory(서버 루트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c:\images directory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dnld 파일의 경로 이름이 참조되는 디렉
토리입니다.c:\images\ipxbpx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dnld 파일의 PathName은 슬래
시(/) 또는 마침표(.)입니다.참고: 대부분의 사용자는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디렉토리
로 서버 루트를 설정하고 PathName으로 슬래시(/) 또는 마침표(.)를 사용합니다.이 예제와 에
서 PathName이 서버 루트에 대한 상대 경로임을 설명하기 위해 서버 루트는 c:\images
directory and the firmware and software is in the c:\images\ipxbpx directory으로 설정됩니다.

2.

dnld 파일을 포맷합니다.UNIX 또는 DOS/Window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UNIX에서 dnld 파일
을 생성합니다.vi/textedit/dtpad를 사용하여 UNIX 시스템에서 dnld.fw 및/또는 dnld.sw 파일을
만들거나 DwEdit와 같은 UNIX 지원 편집기로 생성합니다. 이 표에는 파일 형식이 설명되어 있
습니다.이러한 파일은 UNIX 텍스트 형식이며, 이는 줄 종결자가 새 줄/줄 바꿈(0A) 문자임을
의미합니다.DOS 및 Windows 텍스트 파일은 캐리지 리턴, 줄 바꿈 쌍(0D0A)을 사용합니다.
현재 WAN 스위치는 DOS 또는 Windows 라인 종료자가 있는 dnld 파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FTP는 UNIX 시스템에서 PC로 파일을 전송합니다.전송이 이진 모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DwEdit를 사용한 경우 Edit > Conversions > Windows > UNIX를 선택합니다. 각 행은 검정색
블록이 있는 한 줄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파일을 PC에서 편집할 경우 WordPad로 편집해야 합
니다.WordPad는 파일을 읽을 때 로드되었던 원래 줄 종료자를 유지합니다.그러나 DOS 스타
일 파일을 읽고 UNIX 스타일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메모장은 항상
DOS/Windows 스타일로 기록됩니다.파일 스타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메모장에서
파일을 로드하는 것입니다(메모장+가 아니라 원래 Windows 버전). 필드가 정상으로 표시되면
파일은 DOS/Windows 스타일입니다.필드가 모두 한 줄에 있고 그 사이에 블록이 있는 경우 파
일은 UNIX 스타일입니다.저장하지 않고 메모장을 종료합니다.파일이 DOS/Windows 스타일
로 변환되면 FTP에서 다시 파일을 편집하고 DwEdit와 같은 유틸리티로 변환합니다.UNIX 형
식의 dnld 파일의 예DOS/Windows에서 dnld 파일을 만듭니다.UNIX dnld 파일 또는 UNIX 스
타일 편집기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메모장과 같은 일반 Windows 편집기로 dnld 파
일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새 줄/줄 바꿈 문제를 방지하려면 모든 필드가 공백으
로 구분된 단일 줄에 있어야 합니다.DOS/Windows 형식의 dnld 파일 예DOS/Windows 형식의
dnld 파일 예참고: Filename 항목 뒤에 공백을 입력하지 마십시오.이렇게 하면 파일이 다운로
드되지 않습니다.텍스트 줄 끝에 공백을 삽입합니다.이렇게 하면 디바이스에서 줄 끝을 인식
할 수 있습니다.\Windows\SendTo directory to easily choose Windows editors폴더에 있는 다
양한 편집기의 바로 가기를 만듭니다.파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보내기를
선택한 다음 편집기를 선택합니다.또는 Shift 키를 누른 채 파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3.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c:\images 디렉토리에 생성/FTP로 작성된 dnld 파일을 저장합니다.WordPad에 파일을 저장할
때는 텍스트 문서를 파일 형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편집기(Windows 편집기)에서 파일 이름
에 .txt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파일 이름을 따옴표(")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름으
로 저장 대화 상자의 파일 이름 필드에 저장할 때 "dnld.sw"를 입력합니다.이러한 파일은 "마스
터" 템플릿 파일이 됩니다. UNIX 형식 파일로 작업하다가 실수로 DOS, Word 또는 RTF 형식
으로 저장하면 마스터 복사본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템
플릿 파일의 복사본을 c:\images 디렉토리에서 c:\images\ipxbpx 디렉토리로 만듭니다.이러한
파일은 "작업" 파일이 됩니다.

4.

c:\images\ipxbpx 디렉토리에서 "working" dnld.fw 및/또는 dnld.sw 파일을 편집합니다.UNIX
템플릿 파일을 앞에서 자세히 사용하는 경우 워드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해당 필드에 이 정
보를 입력합니다.

5.

파일을 저장합니다. WordPad에 파일을 저장할 때는 텍스트 문서를 파일 형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편집기(Windows 편집기)에서 파일 이름에 .txt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파일 이름
을 따옴표(")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의 파일 이름 필드에 저장할
때 "dnld.sw"를 입력합니다.

6.

원하는 대상 노드에 로그인하고 cnfwswinit 명령 뒤에 PC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DHCP를 사
용하는 경우 winipcfg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IP 주소를 찾습니다).참고: 네트워크에서 WAN
Manager/SV+를 사용하는 경우 IP 주소를 WAN Manager/SV+ 워크스테이션 IP 주소로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워크스테이션에서 TFTP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TFTP 시작

이 섹션에서는 모든 예비 설정 단계를 완료한 후 전송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상한 솔루션 TFTP 클라이언트를 실행합니다.1.
옵션 단추를 Put 및 Binary로 설정합니다(ASCII가 작동하지 않음).2.
Source file(소스 파일) 필드에 c:\images\ipxbpx\dnld.fw 또는 c:\images\ipxbpx\dnld.sw를 입력
합니다(이 예제에서 사용하는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3.

Destination file(대상 파일) 필드에 dnld.fw 또는 dnld.sw를 입력합니다.4.
Remote host(원격 호스트) 필드에 스위치의 Name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이름을 사용하
는 경우 D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Name-to-IP 주소 매핑이
\Windows\hosts file폴더에 있어야 합니다.\Windows\hosts file may or may not exist on the
PC.필요한 경우 생성합니다(lmhosts 또는 hosts.sam(샘플) 파일을 사용하지 않음). Windows
NT의 경우 호스트 파일은 \Winnt\system32\drivers\etc directory폴더에 있습니다.

5.

Blocksize(차단 크기) 및 Timeout(시간 제한) 필드에 항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기본값은 각각
512와 3입니다.

6.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경우 Cisco TFTP 서버를 실행합니다.옵션, 서버 루트 디렉토리를 선택한
다음 c:\images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7.

Put 버튼을 클릭합니다.전송이 오류 없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시간 초과가 수신되면 Remote
Host(원격 호스트) 필드에 입력한 Name 또는 IP 주소를 ping하여 노드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
인합니다.오류가 수신되면 공통 오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8.

TFTP 서버 상태 창 또는 노드 dspdnld 및 dspfwrev 화면을 보거나 둘 다 표시합니다.짧은 지연
후에 파일이 전송되기 시작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PC의 IP 주소가 노드로 전송된 dnld
파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9.



공통 오류

이 섹션에서는 TF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오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류 설명

잘못된
문자열

dnld 파일이 DOS/Windows 형식이거나 필드 이름
을 잘못 입력했습니다.Preparential Setup(예비 설
정) 섹션의 3단계를 참조하십시오.

파일이
너무
큽니다
.

dnld 파일이 Word, RTF 형식 또는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Preparential Setup(예비 설정) 섹션의
3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서버
오류
:잘못
된
TFTP
작업

TFTP Put은 ASCII 모드입니다.이진 모드로 전환
합니다.

서버
오류
:SV+
가
FW/S
W 딜
런을
시작할
권한이
없음

Cnffwwinit IP 주소가 노드의 PC IP 주소로 설정되
지 않았습니다.

사용
가능한
다운로
드 공
간 없
음

컨피그레이션 이미지(savecnf에서) 있음(savecnf
clear 명령을 사용하여 지우기)

파일을
찾을
수 없
음

Server Root(서버 루트) 및 PathName 컨피그레이
션을 확인합니다.또한 이미지 파일에 소문자 확장
자(.IMG 대신 .img)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드가
대문자 및 소문자 파일 이름을 찾지만 확장자는
소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또한 파일 이름 뒤에
추가 공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dnld 파일에 입력
한 PC의 IP 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소프트
웨어
수정
변경
진행
중

SWSW 다운로드가 진행 중입니다.

잘못된
수정
번호

수정 버전이 카드 유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카드
유형

dnld.fw의 CardName 필드에 지정된 카드가 잘못
되었습니다.

카드가
FW 다
운로드
를 지
원하지
않음

SWSW의 이전 릴리스에서는 일부 카드(ASI, BNI,
HDM, LDM)가 지원되지 않으며 오류 코드 78이
나타납니다.Cisco 버그 ID CSCdj35089(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TFTP 프로그램 참고 사항

이 섹션에서는 다른 버전의 TFTP 클라이언트/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몇 가지 추가 주의 사
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TeleSystems TFTP 서버

파일 이름 매핑은 Cisco가 아닌 Default로 설정해야 합니다.●

서버 루트를 지정하려면 슬래시(/) 대신 마침표(.)를 사용합니다.●

서버 루트 디렉터리에서 제한 없음 또는 읽기 허용을 설정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IPX, IGX 및 BPX 노드에서 컨피그레이션 저장 및 복원●

StrataView Plus에서 savecnf 및 loadcnf 명령 사용●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 가이드●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cgi-bin/Support/Bugtool/onebug.pl?bugid=CSCdj35089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ps2346/ps9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19e.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ps2346/ps9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199.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d2.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Redirect.x?mdfid=274259371&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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