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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를 굽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식은 이미 ATS에 OS가 한번 설치된 이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http://file.autobase.biz/Autobase/ATS_linux/UpdateManual.pdf 을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OS를 최초로 설치하거나 Logo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소 복잡하니 

꼭 필요한 경우만 보시기 바랍니다. 

 

1. FWDN 다운로드 및 실행  

Window OS에서 FWDN(http://file.autobase.biz/Autobase/ATS_linux/FWND_V7.zip) 다운받아 압축

을 풀어 생성된 폴더에서 FWDN_V7_v2.30.exe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http://file.autobase.biz/Autobase/ATS_linux/UpdateManu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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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age 다운로드 및 적용  

Image(http://file.autobase.biz/Autobase/ATS_linux/AtsforLinuxImage.zip)를 다운받아 적당한 위치

(여기서는 D:\AtsforLinuxImage 폴더)에압축을 풀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lk.rom 파일과 NAND Data.fai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FWDN 프로그램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ATS for Linux 이미지 굽는 방법 

 

 

5 

3. Image 굽기 

ATS와 USB로 연결하고 상단의 딥스위치 1번을 내린 후(ON 시킴) 재부팅을 하면 다음과 같이 화

면이 바뀝니다. 

만약 우측의 NAND Data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합니다. 

1. FWDN 다운로드 및 실행 에서 다운받아 압축을 푼 위치에서 vtcdrv\x64 폴더로 이동하면 다

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VTC Driver Installer v5.0.0.5 for x64.EXE 를 실행하면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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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를 설치한 후 USB를 뽑았다가 꽂거나, ATS를 재 부팅하면 NAND Data 버튼이 활성화됩

니다. 

 

Start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며 다운로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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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go 바꾸기 

1) Logo Image 만들기 

Linux OS(Ubuntu)에서 Splash tool(http://file.autobase.biz/Autobase/ATS_linux/splash_tool.tar.gz)을 

다운받아 적당한 위치(여기서는 내 폴더)에 압축을 풀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만약 Linux OS(Ubuntu)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http://file.autobase.biz/Autobase/ATS_linux/DeveloperManual.pdf 를 참고하여 사전 지식을 습득한 

후 이 매뉴얼을 보셔야 합니다. 

 

Logo로 만들 Bitmap 파일을 480 X 272 크기, 24Bit 칼라로 bmp(bootlogo.bmp) 파일을 만들어 같

은 위치에 복사합니다. 

Terminal을 실행하여 아래 명령어로 ImageMagick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1회만 수행). 

sudo apt-get install ImageMagick 

http://file.autobase.biz/Autobase/ATS_linux/splash_tool.tar.gz
http://file.autobase.biz/Autobase/ATS_linux/DeveloperManu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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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ash_tool 폴더로 이동하고 mksplashimg.sh를 이용하여 image파일(bootlogo.img)을 생성합니다. 

cd splash_tool 

./mksplashimg.sh 512 16 1 bootlogo.bmp bootlogo.img 

 

생성된 bootlogo.img를 복사하여 2. Image 다운로드 및 적용에서 다운받아 압축을 푼 폴더

(D:\AtsforLinuxImage)에 덮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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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age 굽기 

Windows OS에서 FWDN을 실행하여 ATS와 USB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NAND Data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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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artition을 8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뀝니다. 

 

다음은 8개의 Partion에 설정을 완료한 화면입니다. 

 

빨간 사각 부분이 수정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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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artion 1 

- Partion Size : 22000 

- Type : Image, 0x00 

- Image File Path : D:\AtsforLinuxImage\TCC893X_boot.img 

Partion 2 

- Partion Size : 22000 

- Type : Image, 0x00 

- Image File Path : D:\AtsforLinuxImage\TCC893X_boot.img 

Partion 3 

- Partion Size : 5000000 

- Type : Image, Linux native(ex2/3/4, JFS…) 

- Image File Path : D:\AtsforLinuxImage\TCC8930EVM.ext3 

Partion 4 

- Partion Size : 1024 

- Type : Image, 0x00 

Partion 5 

- Partion Size : 1024 

- Type : Image, Linux native(ex2/3/4, JFS…) 

Partion 6 

- Partion Size : 1024 

- Type : Image, 0x00 

Partion 7 

- Partion Size : 4096 

- Type : Image, 0x00 

- Image File Path : D:\AtsforLinuxImage\bootlogo.img 

Partion 8 

- Partion Size : 자동으로 크기에 맞추어 변경됨 

- Type : FAT, 0x00 



ATS for Linux 이미지 굽는 방법 

 

 

12 

 

Create Image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생성되며 Image File Path에 설정한 폴더에 

NAND Data.fai 파일이 새로 만들어 집니다. 

 

이제 수정된 Logo가 NAND Data.fai에 적용되었으므로 3. Image 굽기를 따라 Image를 구우면 

Logo가 적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