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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FTP를 사용하여 Cisco 340 Series Ethernet Bridge 및 340 Series Workgroup
Bridge에서 실행되는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려면 로드하는 이미지를 배치할 FTP 서버가 필요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340 Series Ethernet Bridge 및 340 Series Workgroup Bridge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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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절차

Cisco 340 Bridge 및 340 Workgroup Bridge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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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Xmodem1.
CRC(Cyclic Redundancy Check) Xmodem2.
FTP3.

처음 두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LAN 포트를 통한 10Mbps 네트워크 연결이나 브리지의 무선 포트를 통한 11Mbps 연결보다
Xmodem을 통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Xmodem이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려면 브리지의 콘솔 포트에 액세스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원격 업
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Cisco 340 Series 브리지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FTP를 사
용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지침

FTP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Wireless Software Center에서 원하는 펌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1.
실행 파일(예: BR340v8652.exe)을 실행하여 파일에 포함된 이미지의 압축을 해제합니다.2.
압축되지 않은 이미지(이 예에서 BR340V865_2.450)를 FTP 서버의 디렉토리로 복사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 절차의 뒷부분에서 검색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 디렉토리(일반적으로
/home/username)를 UNIX 디렉토리에서 사용합니다.

3.

업그레이드할 Cisco Aironet 340 Bridge의 IP 주소에 텔넷으로 연결합니다.이미지를 배치한
FTP 서버에 대한 IP 연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연결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메인 메뉴로 이동합니다.5 - Diagnostics(진단)를 선택합니다.1 - Network를 선택합니다.3 -
Ping을 선택합니다.FTP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주 메뉴로 돌아가려면 =키를 누릅니다.5 - Diagnostics(진단)를 선택합니다.7 - Load를 선택합
니다.3 - Ftp를 선택합니다.다음과 같이 Telnet 창이 나타납니다.그림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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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매개변수를 구성합니다.FTP 서버의 IP 주소FTP 서버의 사용자 이름FTP 서버의 비밀번
호(필요한 경우)FTP 서버에 저장된 새 이미지 파일 이름그림 2의 예에서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FTP 서버의 IP 주소는 192.168.1.11입니다.FTP 사용자 이름은 testuser입니다.새 이
미지 파일 이름은 BR340v865_2.450입니다. 이 파일은 다운로드한 확장 실행 파일입니다.참
고: 일부 FTP 서버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이미지의 파일 이름에 올바른 대/소문자를 사용
해야 합니다.FTP 설정을 구성하면 이 창이 나타납니다.그림 2

6.

FTP 전송을 시작하려면 메뉴에서 1 - Get 옵션을 선택합니다.이미지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7.



   

됩니다(그림 3 참조). 유닛이 새 이미지로 다시 로드되고 이전 컨피그레이션을 유지합니다.그
림 3

대체 업그레이드 방법

Cisco 340 Series Bridges의 또 다른 유사한 업그레이드 방법은 소프트웨어 버전을 이미 실행하고
플래시 메모리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유닛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차이로 단계별 지침을 완료합니다.

IP 주소는 업데이트할 원격 브리지의 IP 주소여야 합니다.1.
사용자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필드를 비워두지 마십시오).2.
모든 파일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필드를 비워두지 마십시오).3.
메뉴에서 1 - Get 옵션 대신 2 - Put 옵션을 사용합니다.4.

원격 Cisco Aironet 340 Series Bridge가 새 코드를 깜박이며 즉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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