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p인증파일 edat 파일에 리빌더한 후 rap인증없이 실행가능하게 하기

1. PSN에서 DLC를 다운받습니다.(테스트하실려면 무료로 주는거 받아보심이...) 

         

2. PSN에서 해당 DLC를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해당 아이디코드에 다운받은 edat 파일이 들어갑니다.
(스샷의 빨간 네모칸 위치!! 다운받을 게임아이디코드를 알아야겠죠? 너무 많은 각 게임인스톨데이터나 기타 홈
브류유틸들이 많이 설치되어있으면 본인은 어떤걸 받았는지 못찾을 수 있답니다)



      

3, 2번과 마찬가지로 PSN게임을 받든 DLC를 다운받든 home 폴더 프로필계정 exdata폴더안에 해당받은 게임
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인증구매파일 rif파일과 act.dat 파일이 생성되죠

4. FTP나 파일매니저를 이용 해당 edat 파일 rif 파일 act.dat 파일을 컴퓨터로 또는 usb로 빼옵니다
※DLC 파일의 경우 파일만 빼지마시고 해당코드폴더 통째로 빼오세요 그래야 PKG를 만들 수 있답니다

5. edat리빌더를 해주기 위해서는 rif파일을 rap으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변환시키위해선 R2R(rif2rap) 유틸을 사용하시거나 알도툴의 ps3tools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 해당 툴은 ps3tools 설치하시면 ps3tools > tools > scetool 에 있습니다

      



  알도툴을 이용해서 rap변환시키기 위해선 data폴더에 아까 빼내신 act.dat파일을 넣으시고 본인 기기정보인 
idps를 넣으셔야합니다 ps3tools > tools > scetool  > data

위 스샷은 제 플삼이를 찍은겁니다

idps는 아이리스계열백업매니저에도 보여지고 PSN 패치 또는 SEN enabler 툴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idps번호를 핵스에디터를 이용 그대로 숫자만 적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신후 뒤에 확장자는 빼버리고 idps만 적으시면 됩니다
쉽게 하실려면 무료 핵스에디터는 많이 있으시니 구글링 해 설치하시고 위에 스샷에 보면 idps {put your idps 
file} 저걸 설치하신 핵스에디터로 여세요 그럼 공란일겁니다 그 공란에 그대로 숫자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장후 뒤에 { } 이 부분은 지워주세요



act 파일과 idps파일을 data폴더에 넣으신 후 보이는 스샷처럼 rif파일을 scetool 폴더에 넣으신후 위 스샷과 
같이 드래그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받은 rif파일에 마우스로 우클릭하시면 저렇게 간단히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6. 다른방법으로는 R2R (RIF2RAP v1.02) 유틸을 통해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data 폴더에 act.dat파일과 idps파일을 넣습니다
rif 파일은 R2R폴더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R2R.exe 클릭



창이 뜨면 첫 번째질문에 n을 눌러줍니다 (Y를 누르면 edat파일을 생성합니다 이건 데모게임류를 정식으로 둔
갑시켜주는 파일을 생성해주는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Y를 누르시면 스샷과 같이 rap으로 변환됩니다 많은 rif파일을 만들때는 한꺼번에 좌르륵되니 
편하겠죠?

Y를 누르면 변환되고 창이 닫힙니다......확인해보도록 하죠~

       

R2R 폴더안에 raps 폴더안에 변환된 rap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raps폴더 밑의 temp폴더안에 원본 rif이 보관되어지는데 생성이 안되는경우도 있으니 무시하세요

이렇게 해서 rif 파일을 rap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들 가시죠?

자 이제 변환된 rap파일을 다운받은 DLC edat 파일에 입히는 과정을 배워보겠습니다



※ TrueAncestor_EDAT_Rebuilder_v1.45c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7. 다운받은 edat 파일은 해당 edat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위에 rap으로 변환한 rap파일은 rap폴더에 넣
어주시면 됩니다.

   

                



8. edat를 리빌더 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edat 키라이센스 번호를 알아야합니다
번호를 알기위한 툴은
알도툴의 ps3tools > tools > scetool 에 있습니다 
위의 스샷의 빨간 네모칸부분을 클릭하여 실행시키면 됩니다

9. 8번에서 키라이센스.exe를 실행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빼낸 edat 파일을 키라이센스창에 드레그하시면 위와 같이 키라이센스 번호가 보일겁니다 
창은 닫지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10. edat리빌더(rebuilder-c.exe) 를 실행하면 위와 같이 창이 뜹니다
여기서 3번을 눌러주시고 엔터키를 입력하세요

11. 3번을 눌러주면 위와같이 창이 바뀝니다
맨위에는 edat 폴더에 넣어준 edat파일 목록이 보여집니다
10개를 넣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목록이 보일겁니다
위에서처럼 바뀐 창에 처음에 바꿀 해당 edat 번호를 넣어줍니다 (1개씩 해야합니다) 



지금 보이는 스샷은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을 눌렀습니다
1번을 누르면 위와같이 0000000000000000000000 이라는 숫자가 써지고 그 밑에 라이센스번호를 입력하라는 
빈 공란이 생깁니다
이 전에 작업해놓은 키라이센스 창을 여시고 앞에 숫자들을 드레그하셔서 복사하신 후 edat리빌더 창 그 빈 공
란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붙여넣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12. 엔터를 누르면 위와 같은 성공했다는 문구가 뜹니다
그럼 이제 끝난겁니다 rap 인증파일을 해당 DLC edat파일에 크랙을 만들어놓은겁니다
rap인증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당 DLC edat 파일을 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변환 후 edat폴더에 변환된 edat파일이 들어있고 temp폴더엔 원본 edat파일이 들어있습니다
temp 폴더에 만약 금방 작업한 edat 파일이 없다면 이건 실패한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전에 실패했다면 12번 스샷처럼 뜨는 문구가 안보일겁니다 실패라고 뜰겁니다

14. 마지막으로 변환한 edat 파일을 DLC 폴더에 다시 넣으신 후 pkg로 다시 만들면 모든 작업 끝입니다
pkg만들때는 제어판 > 국가및언어 > 로켈계정 영어로 바꾼 후 재부팅하고 만드셔야 합니다 



※DLC edat파일이라던가 PSN(pkg) 게임안에 들어있는 edat파일을 이처럼 rap파일만 있다면 별도로 인증하지아
니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PKG게임류에도 edat파일은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구하신 rap파일이 있어야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고수님들이 작성하신 정보들을 읽고 저도 배워서 한것뿐입니다
딱히 어려운게 없습니다 ㅎㅎ
좀 더 알기 쉽게 작성하느라 쓰긴했는데 이해들 되셨나모르겠네요

이상 그넘이그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