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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웨어 다운로드 방법 
EZL-200F는 펌웨어를 이더넷(랜) 또는 시리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으로 다운로드 하려면 tel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ZL-200F의 

console으로 로그인 하여 EZL-200F를 펌웨어 다운로드상태로 변경한 후, 

TFTP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리얼로 다운로드 하려면 ISP 모드

에서 바이너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시리얼 터미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1.1. 이더넷을 통한 펌웨어 다운로드 
이더넷을 통하여 펌웨어를 다운로드 하려면 당사에서 제공하는 TFTP 클라

이언트인 hotflash.exe 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다음은 다운로드 과정입니다. 

 

1.1.1. IP 주소 설정 

이 방법은 이더넷을 통한 다운로드 방법이므로, EZL-200F 가 설치된 환경에 

맞게 IP 주소관련 항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해야 할 IP 주소 항목은 

[LOCAL IP ADDRESS], [SUBNET MASK], [GATEWAY IP ADDRESS]입니

다. 

PC와 EZL-200F의 IP 주소가 다음과 같다는 가정하에 설명하겠습니다. 

 PC EZL-200F 

Local IP Address 10.1.0.2 10.1.0.1 

Subnet Mask 255.0.0.0 255.0.0.0 

Gateway IP Address 10.1.0.254 10.1.0.254 

 

당사에서 제공하는 ezConfig를 이용하면 IP 주소를 편리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1.2. telnet으로 로그인 

윈도우즈 [시작]메뉴에서 [실행] 누르시고 ‘cmd’ 또는 ‘command’를 입력하

면 도스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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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창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telnet으로 로그인 합니다. 

‘telnet [LOCAL IP ADDRESS]’ 
[LOCAL IP ADDRESS]는 1.1.1에서 설정한 EZL-200F 의 IP 주소입니다. 

 

예) telnet 10.1.0.1 

 

아래 그림은 로그인에 성공한 그림입니다. 

 

 

1.1.3. 펌웨어 다운로드 명령어 입력 

telnet 으로 로그인이 성공하면 펌웨어 다운로드 명령어인 ‘pf’ 명령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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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합니다. ‘pf’명령어를 입력하면 펌웨어 다운로드 개시 유무를 묻는 질의가 

나오면 ‘y’를 입력합니다. ‘n’을 입력하면 명령이 취소됩니다. 

 

 

1.1.4. hotflash 실행 및 펌웨어 다운로드 

1.1.3 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면 hotflash를 실행합니다. Hotflash에 EZL-

200F 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다운로드 할 펌웨어를 [FILE]메뉴에서 선택한 

후 [SEND]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합니다.  

 

 

hotflash에서 전송이 완료된 후 플레쉬 메모리에 저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y’를 누르면 펌웨어가 EZL-200F의 플레쉬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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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리부팅 

모든 것이 완료되면 EZL-200F의 전원을 제거하고 다시 입력합니다. 이로써 

펌웨어 다운로드가 끝납니다. 

 

 ezConfig에서 [현상태보기] 버튼을 누르면 펌웨어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의 업데이트가 실패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1.2. 시리얼을 이용한 펌웨어 다운로드(ISP 모드)  
EZL-200F 는 ISP 모드에서 시리얼 포트로 펌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SP 모드에서 시리얼을 이용한 펌웨어 다운로드 하는 과정입니다. 

 

1.2.1. 준비 

당사에서 제공하는 시리얼 케이블로 EZL-200F와 PC를 연결한 다음, Teraterm Pro

와 같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 

행시킨 후 시리얼포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Baudrate 115200 bps 

Data bits 8 bit 

Stop bit 1 

Parity No parity 

Flow control No flowcontrol 

 

 

1.2.2. ISP 모드 진입 

EZL-200F의 RJ45 커넥터 옆에 있는 홀안의 버튼을 적당한 도구를 이용해

서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 창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나타나면 EZL-200F가 ISP 모드로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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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펌웨어 다운로드 

1.2.2 과정으로 EZL-200F를 ISP 모드로 변경한 다음에 ‘p’ 명령을 입력합

니다. 화면에 출력된 ‘200 ready. send 256K code block.’ 메시지를 확인한 

후 당사에서 제공하는 EZL-200F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펌웨어는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바이너리 파일을 전송하면 펌웨어가 램에 다운로드 되는 상황이 실시간적으

로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 창에 나타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CRC 체

크를 하고 CRC 가 정상이면 플레쉬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플레쉬 메모리에 펌웨어의 저장이 끝나면 정확히 저장되었는지 확인하고 모

든 것이 정상이면 ‘101 programming OK.’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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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리부팅 

모든 것이 완료되면 EZL-200F의 전원을 제거하고 다시 입력합니다. 이로써 

펌웨어 다운로드가 끝납니다. 

 

 ezConfig에서 [현상태보기] 버튼을 누르면 펌웨어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의 업데이트가 실패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