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부트

1. EZBOOT 매뉴얼
1.1. 부트로더(Bootloader)란?
부트로더(Bootloader)는 알기 쉽게 말하면 인텔 관련 보드(x86)에서 말하는 BIOS와
LILO

(LInux LOader)를 결합한 것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부트로더에서 하드웨어대한 초기화( cpu speed, 메모리, 인터럽트, UART(시리얼 관련)
를 해주게 되며, 또한 리눅스를 부팅 할 수 있게 해주는 부트로더의 기능이 있다. 이
에 추가하여, Kernel 이미지나 Root 이미지를 다운로딩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

한

다.
호스트상에서 컴파일된 커널이나 Root이미지를 시리얼을 이용하여 SDRAM에 다운로
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플래쉬 디스크에 쓸 수 있어야 한다. 왜
냐하면, SDRAM에 존재하는 것은 전원을 껏다 키게 되면, 다운로드한 이미지는

날

아가 버린다. 즉 다시 또 다운로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부트로더에는 SDRAM에 있
는 이미지를 플래쉬 디스크에 쓸 수 있는 기능이 필수 적이다.

1.2. 이지부트 [EZBOOT]


도움말 기능



메모리 읽고 쓰기



특정 번지로 이동



커널 로드 및 부팅



ZMODEM을 이용한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



TFTP를 이용한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



플래쉬 기록 및 읽기



기본 환경 설정



커널 전달 파라메터 설정



명령어 히스토리 기능

[ 참 고 ]
타겟보드에 있는 랜의 MAC어드레스는 할당 받은 값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구매 본사에 문의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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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지 부트 메모리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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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지부트 명령어
명령어의 특징
명령어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는다.
이지부트 명령어는 매우 게으른 프로그래머를 위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부트로더와 다르게 약어를 사용한다.

실제 부트로더를 쓰게 되면 같은 명령어를 계

속 입력하여야 하는데 처음에는 긴 명령어가 유리하지만 나중에는 매우 귀찮게 된다.
이를 위하여 이지부트는 3글자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간략한 명령어를 위해 따로 환경파일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필요한 파일이름과 IP 등
을 수정, 저장하여 사용한다.
현재 이 문서가 쓰여지는 시점에서 타겟보드의 최신 버전은 ver1.1 이다.
명령어 히스토리 기능
이지 부트는 16개까지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기억한다.
터미널의 특징상 화살표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전 히스토리로 이동은

CTRL-Z 키로

이후 히스토리로 이동은

CTRL-X 키로

할당하였다.
명령어 설명
설명의 편의를 위해 명령은 대문자로 표시한다.
[/

/ ]로 표현한 것은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다.

명령뒤에 주는 수치는 기본적으로 10진수 이며 접두사로 0x 를 붙이면 16진수를 의
미한다.
예 )

12345
0x12345

: 십진수
: 16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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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or ?
도움말을 표출한다.

HELP
HELP rst

위에 보이는 것은 명령어 목록이며 자세한 도움말을 보려면 아래의 형식으로 입력한
다.
EZBOOT> HELP [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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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start-address] [count]
메모리나 플래시의 내용을 읽어 표출한다.
MD

: 16 DWORD 읽고 주소를 16증가 시킨다.

MD start-addr

: 16 DWORD 읽고 넘겨진 주소를 16증가 시킨다.

MD start-addr count

: count 만큼 읽고 넘겨진 주소를 count 만큼 증가 시킨다.



MWB [address] [value]



MWW [address] [value]



MWL [address] [value]
메모리에 값을 쓴다.
[B/W/L]

: Byte/Word/Long

MWL 0xA0100000 0x88 : 주소 0xA0100000에 Long 0x88을 쓴다.
MWB 0xA0120000 10


: 주소 0xA0120000에 Byte 0x0A를 쓴다.

RST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리셋한다.



GK
커널을 실행한다.
이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램의 커널영역에 커널이미지가 존재하여야 한다.



GO

[sdram-addr]

주어진 주소로 프로그램카운트가 이동한다.
TM, ZM 명령으로 특정주소로 필요한 이미지를 받은 후 이 명령을 실행하여 테스트
한다.


PING [ddd.ddd.ddd.ddd]
ping 명령을 실행한다.



ARP
Host 의 MAC 주소를 얻는다.
환경설정에서 필요한 Host IP 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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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K
압축된 커널이 위치하는 예약된 플래시의 공간에서 예약된 메모리의 커널 공간으로
복사한다.



FMR
압축된 램디스크가 위치하는 예약된 플래시의 공간에서 예약된 램디스크의 커널
공간으로 복사한다.



MFK
압축된 커널이 위치하는 예약된 메모리의 공간에서 예약된 플래시의 커널 공간으로
복사한다.



MFR
압축된 램디스크가 위치하는 예약된 램디스크의 공간에서 예약된 플래시의 커널
공간으로 복사한다.



ZFB
부트로더를 받을 때 사용한다.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플래시의 0x0000 번지에 데이터
를 저장한다.



ZFK
커널 이미지를 받을 때 사용한다.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플래시의 예약된 주소에 데이터
를 저장한다.



ZFR
램디스크 이미지를 받을 때 사용한다.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플래시의 예약된 주소에 데이터
를 저장한다.



ZF

[flash-addr]

이 기능은 NOR 플래시 사용 시 제작된 옵션으로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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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K
커널 이미지를 받을 때 사용한다.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메모리의 예약된 주소에 데이터
를 저장한다.



ZMR
램디스크 이미지를 받을 때 사용한다.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메모리의 예약된 주소에 데이터
를 저장한다.



ZM [sdram-addr]
씨리얼 Z-모뎀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메모리의 특정주소에 원하는
파일을 저장한다.



TFB
부트로더를 받을 때 사용한다.
이더넷 tftp 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플래시의 예약된 주소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환경변수에 저장된 [boot loader file name] 을 참고하여 받아온다.



TFK
커널 이미지를 받을 때 사용한다.
이더넷 tftp 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플래시의 예약된 주소에 데이터
를 저장한다.
환경변수에 저장된 [zImage file name] 을 참고하여 받아온다.



TFR
램디스크 이미지를 받을 때 사용한다.
이더넷 tftp 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플래시의 예약된 주소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환경변수에 저장된 [ramdisk file name] 을 참고하여 받아온다.



TF

[flash-addr] [file]

이 기능은 NOR 플래시 사용 시 제작된 옵션으로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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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K
커널 이미지를 받을 때 사용한다.
이더넷 tftp 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메모리의 예약된 주소에 데이터
를 저장한다.
환경변수에 저장된 [zImage file name] 을 참고하여 받아온다.



TMR
램디스크 이미지를 받을 때 사용한다.
이더넷 tftp 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메모리의 예약된 주소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환경변수에 저장된 [ramdisk file name] 을 참고하여 받아온다.



TM [sdram-addr] [file]
이더넷 tftp 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메모리의 특정주소에 원하는
파일을 저장한다.



NEK
Nand-Flash 의 예약된 커널 파티션을 지운다.
배드블럭의 누적된 개수가 많이 발생하면 다음 옵션으로 파티션을 지운다.
EZBOOT> nek e



NER
Nand-Flash 의 예약된 램디스크 파티션을 지운다.
배드블럭의 누적된 개수가 많이 발생하면 다음 옵션으로 파티션을 지운다.
EZBOOT> ner e



NEA
Nand-Flash 의 예약된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을 지운다.
배드블럭의 누적된 개수가 많이 발생하면 다음 옵션으로 파티션을 지운다.
EZBOOT> nea e



SET
환경설정모드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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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zboot 실행하기
타겟보드에 전원을 인가 한 후 리눅스 상에 미니컴을 실행 시킨 상태에서 초기화면은 다
음과 같다.
[ 이지부트 초기화면 ]

위 메시지에서 NAND Flash 64-Mbyte 이며, 이더넷 칩이 초기화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부트메뉴로 들어간다.
만일 엔터키를 누르거나 설정된 시간(기본3초)이 지나면 리눅스 커널을 실행하게 된다.
현재의 부트로더 버전은 1.1 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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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zboot 환경 변수 값 설정
이지부트 프롬프트 상태에서 SET 을 입력하여 환경설정메뉴를 실행한다..
EZBOOT> SET



1. MAC Address [00:a2:55:f2:26:35]
타겟보드의 MAC Address를 설정한다. 현재의 값은 임의로 만든 값이므로 유일한 값
이 아니다. 외부로 보여진다면 이 값을 유일한 값으로 설정한다.
같은 로컬 랜에서도 이 값은 유일해야 하므로 만일 보드를 여러 장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보드마다 다른 값으로 설정한다.



2. LOCAL IP

[192.168.10.135]

타겟보드가 사용할 IP를 설정한다. 디폴트로 192.168.10.135 가 설정되어 있다.


3. HOST IP

[0.0.0.0]

타겟보드가 접속할 서버의 IP를 설정한다. tftp 명령 시 접속할 서버의 I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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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st tftp directory

[]

서버가 tftp를 지원한다면 서버가 허가하는 tftp의 디렉토리를 설정해주어야 하지만
커널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설정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공백으로 처리해 주어야 한
다.


5. zImage file name

[zImage.s2410]

tftp에서 사용되며 커널 이미지의 파일이름을 설정한다.


6. ram disk file name

[ramdisk.s2410.gz]

tftp에서 사용되며 램디스크 이미지의 파일이름을 설정한다.


7. boot loader file name

[ezboot.s2410]

tftp에서 사용되며 부트로더의 파일이름을 설정한다.


A. Autoboot wait seconds

[3]

리셋 시 위의 시간이 흐를 때 까지 ‘Boot Menu Key’가 입력되지 않으면 커널을 로
딩 한다.


B. Boot Menu Key

[]

리셋시 부트로더 메뉴로 들어가는 키 값 [기본값 스페이스바]


C. Copy Ramdisk [Y/N]

[Y ]

커널을 실행시키기 위해 메모리에 복사한 후 램디스크도 메모리에 복사하는가에 대
한 유무를 설정한다.
커널 진입 시 root 를 플래시로 설정하였다면 [N] 을 입력하여 좀더 빠른 커널실행을
구현할 수 있다.


D. Architecture Number

[552]

커널에 전달될 아키텍쳐 번호이다. EZ-X5 보드는 303 을 사용하며 이 값은 아직 인
증되지 않은 값이다.


E. Console Serial Number

[2]

타겟보드에서 지원하는 3개의 시리얼 포트 중 이지부트에서 사용하는 콘솔 포트를
설정한다. 만약 이 값을 바꾸면 커널 부팅 시 메시지를 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타겟보드에서는 UART-2 를 사용한다.
UART-0 : 0, UART-1 : 1, UART-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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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NAND-Partition MByte

(kernel:ramdisk:app) [2:5:57]

타겟보드의 NAND 파티션을 수정한다. 이 명령은 커널에 적용이 되므로 커널에서
NAND 파티션 부분 소스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겟보드의 NAND 용량은 64Mbyte 이다.


W. Watchdog (sec, off=0) [0]
타겟보드의 Watchdog 시간을 설정한다. 기본설정은 와치독을 OFF 한 상태이다.



Kernel Command Line


K. Kernel CMD 1st [initrd=0x30800000,5M root=/dev/ram0 ramdisk=12288]
커널을 실행할 때 인자로 넘어가는 명령어 라인이다.
initrd=0x30800000,5M
램디스크 이미지의 시작번지와 크기이다.
root=/dev/ram0 ramdisk=12288
커널의 root는 램디스크를 마운트하여 사용함을 나타낸다. 램디스크의 사이즈
는 12Mbyte 이다.



M. Kernel CMD 2nd [console=ttySAC2,115200]
커널을 실행할 때 인자로 넘어가는 명령어 라인이다.
console=ttySAC2,115200
커널의 콘솔은 UART-2를 사용하며,



baudrate가 115200의 속도임을 나타낸다.

N. Kernel CMD 3rd []
커널을 실행할 때 인자로 넘어가는 명령어 라인이다.



L. Load Default
현재의 환경 값들을 기본값으로 초기화 한다.



P. Apply & Exit
플래시에 저장하지 않고 현재 환경에만 적용한 후 환경설정 메뉴로 나간다.



S. Save
현재 값을 환경에 적용하며 플래시에도 저장한다.



0. Exit
환경설정 메뉴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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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zboot 를 이용한 다운로드
이지부트를 이용하여 이지부트, 커널, 램디스크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Z-모뎀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이지보드에 리눅스 구동하기]에서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tftp를 이용하여 플래시에 이지부트, 커널, 램디스크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과 램
에 이지부트, 커널, 램디스크를 다운로드 하는 것을 화면으로 나타내었다.
먼저 호스트의 IP와 타겟보드의 IP를 네트웍환경에 맞게 설정한다.



플래시[flash]에 다운로드
[TFB] 이지부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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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K] 커널 이미지 다운로드

[TFR] 램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

* tftp 서버의 Time Overflow 로 인한 다운로드가 중간에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windows용 tftp 서버를 구동하여 다운로드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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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SDRAM] 에 다운로드
[TMK] 커널 이미지 다운로드

[TMR] 램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

[주의]
TMK, TMR, ZMK, ZMR 의 명령은 메모리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셋이
된 후에는 데이터가 소실된다.
데이터의 소실을 막으려면 TFK, TFR, TFK, TFR 을 사용하여 플래시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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