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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 및 root 파일 시스템 포팅, device driver, 
web 서버, Qt/E, Qtopia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환경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은 Linux PC에서 개발: C/C++ 컴
파일 환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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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rossCross--Compiler Compiler 소개소개
타겟보드(ARM7 core) 와 개발용 Linux 
PC(Pentium 4) 간에 CPU가 다름

Cross-compiler
호스트 컴퓨터와 타겟보드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서(CPU)가
다를 때 타겟보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 주는 컴파일러

Tool Chains
gcc : gnu C compiler

as: gnu assembler

ld: linker

binutils : binary utilities 구성(assembler, loader)

glibc : C library (cross-compiler library)



Cross-compiler Software

binutils
Assembler 및 Loader, 기타 tools

glibc
Cross-compiler 구축을 위한 Library및 General 
Library

gcc
C-compiler on Linux system

linux kernel
Linux kernel



2. Cross2. Cross--compiler compiler 설치설치(1)(1)

Pre-compiled tool chain 사용 방법
pre-compiled tool chain을 압축하여 제공하므로 압축 파일
을 해제하고, PATH 설정만으로 사용 가능

생성된 컴파일러에 아래와 같이 PATH(~/.profile)를 지정하여 사용

$ cd /mnt/cdrom/tools/toolchain/
$ cp cross-tools.tgz /usr
$ cd /usr
$ tar xvfz cross-tools.tgz

$ export PATH=/usr/cross-tools/bin:$PATH



CrossCross--compiler Filescompiler Files

생성된 tool chains 확인:  /usr/cross-tools/bin
Tool Name Tool Description

arm-linux-gcc gcc compiler
arm-linux-c++ C++ compiler
arm-linux-as GNU assembler

arm-linux-gasp GNU assembler preprocessor

arm-linux-ld GNU linker

arm-linux-ar Handles archives, librarian

arm-linux-objdump Display object information

arm-linux-nm List symbols from object files

arm-linux-strip Discard symbols from object files

arm-linux-objcopy Copy and translate object files

arm-linux-ranlib Generate index to archive

arm-linux-size List section sizes and total size

arm-linux-strings Print the strings of printable characters in file

arm-linux-addr2line
Convert address into file name & line 
numbers



2. Cross2. Cross--compiler compiler 설치설치(2)(2)

Cross-compiler source를 직접 Linux PC에 설치
하는 방법

GNU Cross-compiler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Linux 
PC에서 compile하여 Tool chains 환경을 구축

Linux PC에 C compiler 설치되어야 함.

소스 설치 순서

1) binutils, 2) glib, 3) gcc, 4) linux kernel

Sources
ftp://sources.redhat.com/pub/binutilis/releases/binutils-2.11.2.yar.bz

ftp://ftp.gnu.org/gnu/glibc/glibc-2.2.3.tar.gz

ftp://ftp.gnu.org/gnu/glibc/glibc-linuxthreads-2.2.3.tar.gz

ftp://ftp.gnu.org/gnu/gcc/gcc-2.95.3/gcc-core-2.95.3.tar.gz

ftp://ftp.gnu.org/gnu/gcc/gcc-2.95.3/gcc-g++-2.95.3.tar.gz

Linux-2.4.19-rmk4-pxa2-empx1.tar.bz2



CrossCross--compiler Test (1)compiler Test (1)
Test program coding : hello.c

Cross-compile
표준 gcc 컴파일 방식과 동일 하며 컴파일러를 ARM용으로 변환

Program Execusion
타겟보드에 다운로딩 한 후,  실행
file 명령어를 이용하여 어떤 파일 확인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printf(“Hello Embedded World!\n”);
return 0;  

}

# gcc –o hello-x86 hello.c

# arm-linux-gcc –o hello-arm hello.c

# file hello-arm
Hello: ELF 32-bit LSB executable, Advanced RISK Machines ARM, version 1…….

# ./hello-arm



CrossCross--compiler Test(2)compiler Test(2)

Experiment 
“hello-arm” 코드를 Linux PC에서 수행한 후에 오류 메
시지를 확인

타켓보드와 Linux PC 간에 NFS를 설정하고, “hello-
arm” 코드를 타겟 보드에서 수행한 후, 수행결과를 확인



3. JTAG Interface3. JTAG Interface

JTAG
ARM 코어의 상태와 관계 없이 디바이스의 모든 외부 핀을 쓰
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JTAG 기능
회로의 배선과 소자의 전기적 연결 상태 테스트
디바이스간의 연결 상태 테스트

Flash 메모리에 데이터 저장: 커널 이미지(zImage)와
RAMdisk를 flash ROM에 저장

Jflash-Xscale 실행
EMPOS II CD에 있는 Jflash-Xscale 프로그램을 PATH가 설
정된 디렉토리로 복사한 후 사용

# cp /mnt/cdrom/Tools/jtag/Jflash-Xscale /usr/local/bin
# Jflash-Xscale empos_boot



JATG Interface Cable

Connector & cable

Printer cable

Dongle cable



1. JTAG Signals
입력 4개와 출력 1개로 총 5개로 구성: TAP(Test Access Port)
TDI(Test Data Input) 

테스트 데이터를 디바이스로 shift 입력 신호로서 데이터 입력은 TCK가 Rising 
Edge때 수행

TDO(Test Data Output) 
테스트 데이터 또는 내부 데이터를 디바이스 외부로 출력하는 신호로 데이터 출
력은 TCK가 Falling Edge때 수행

TMS(Test Mode Select) 
테스트 모드를 선택하는 신호, TCK가 Rising Edge와 동기되어 입력된다. 이 핀을
사용해서 JTAG의 상태 천이(State Machine)를 제어

TCK(Test Clock Input) 

테스트 클럭신호 입력 핀

nTRST(Test Reset)

TCK에 동기되는 JTAG Reset 신호로 Active Low 신호



LAB 4. 개발환경 구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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