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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MMC/SD Drive™는 MSX용 디스크 드라이브의 한 종류입니다. 

모든 HW/SW는 서영만이 설계/개발한 것 입니다. 

보통의 디스크 드라이브처럼 동작하지만, FDD에 비해 컴팩트하고 빠릅니다.. 

코나미 롬팩 사이즈이며 MSX 슬롯에 바로 접속하는 형태입니다.. 

MSX1/2/2+/turboR에서 동작 확인되었습니다.. 

 

하드웨어는 SCC, 플래시롬과 MMC/SD 카드용 SPI로 이루어집니다. 

코나미 SCC칩은 메가롬 매퍼 및 사운드 출력으로 쓰입니다. 

MSX 슬롯의 5V 전원으로 구동되며, 별도의 커넥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BDOS 커널, MMC/SD BIOS, 플래시디스크 및 멀티롬으로 이루어집니다. 

BDOS 커널은 MSX-DOS1과 MSX-DOS2.20이 들어있습니다. 

MMC/SD BIOS는 로레벨 디스크 드라이버, FDD 에뮬레이터와 플래시롬 저장루틴으로 이루어집니

다. 

플래시디스크에는 MMC/SD 시스템 인스톨러와 각종 디스크툴이 들어있습니다. 

 

 

MMC/SD Drive™ 기능들: 

 

 

 

 

 

 

 

 

 

 

 

 

 

 

 

 

 

  

MMC/SD Drive™ 

DOS 1 / DOS 2.20 

MMC/SD 카드 인터페이스 

FDD 에뮬레이션 

쓰기가능한 플래시디스크 

코나미 SCC 사운드 

2MBit SCC 메가플래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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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구 사항. 

최소: 메인램 64KB의 MSX1. 

권장: 메인램 128KB이상의 MSX2 및 FDD. 

 

아래 사항 주의하세요. 

BIOS 셀프업데이트 기능은 BIOS v4.x 이후부터 지원됩니다. 

그 외의 경우, 다운로드를 위해 부가적인 디스크 드라이브와 도스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1.2. 특징 

MMC/SD Drive™는 일반 FDD에 비해,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BDOS: 

16KB DOS1과 64KB DOS2.20 롬이 포함되었습니다. 

DOS2는 메인램 128KB이상의 MSX2에서 동작합니다. 

 

플래시디스크: 

플래시디스크는 플래시롬의 일부분을 사용하며, 최대 384KB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통상 드라이브 B:로 설정되며, FAT16 메모리카드 사용시 드라이브 A:로도 설정됩니다. 

일반 디스크처럼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멀티롬 기능 사용시, 플래시디스크의 크기가 48KB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남은 336KB는 게임롬 이미지 저장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MMC/SD 카드 인터페이스: 

SPI 컨트롤러가 들어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대용량 디스크로 사용합니다. 

두 개의 카드 슬롯을 쓸 수 있습니다. 

슬롯1은 주로 드라이브 A: B: C:로 설정됩니다. 

슬롯2는 드라이브 D:로만 쓰입니다. 

MBR은 지원되지 않으며, MMC/SD 파티션 정보는 특정 위치에 저장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DD 에뮬레이션: 

드라이브 A:를 FDD 에뮬레이션으로 사용합니다. 

최대 9개의 2DD 디스크를 지원합니다. 

게임 실행 중, 디스크 교체가 가능합니다. 

쓰기방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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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 

MMC/SD Drive는 일반 FDD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특정 게임은 이런 빠른 로딩으로 인해, 제대로 동작이 안됩니다. 

이런 게임은 느린 FDD기준으로 설계되어, VDP Busy 상태를 정상적으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 때 부가적인 딜레이 타임이 요구되는데, 

MMC/SD BIOS에서 속도를 130KB/S에서 40KB/S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FDD의 속도는 약 10KB/S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대부분 VDP 커맨드 에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ONE-드라이브: 

ONE-드라이브는 부트옵션 중 하나입니다. 

일반 FDD 부팅 시, CTRL키를 누르고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 기능이 설정되면, MMC/SD BIOS는 롬초기화시 드라이브 A: 한 개만 할당 후, 바로 부팅합니다. 

따라서 MMC/SD Drive보다 높은 번호 슬롯의 롬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Sony/Panasonic의 MSX의 내장 FDD를 끌 수 있게 됩니다. 

DOS1용 코에이 게임 실행 시, 아주 유용합니다. 

 

롬 뱅킹 보호: 

MMC/SD Drive는 메가롬 매퍼로 코나미 SCC칩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뱅킹 주소에 값을 쓰게 되면 시스템 행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게임의 경우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SCC의 뱅킹 주소를 보호하므로써, 일반 16KB/32KB 롬 게임의 호환성을 높여줍니다. 

이 때, 뱅킹 보호 On/Off 용 주소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 THEXDER는 의미 없는 데이터를 롬 영역에 주기적으로 씁니다. 따라서 패치되지 않는 원본 

THEXDER롬은 램으로 복사하거나 일반 플래시팩으로 옮길 경우 제대로 실행이 안됩니다. 

 

멀티롬: 

이 기능은 일반 16KB/32KB롬 및 메가롬팩을 에뮬레이션합니다. 

총 336KB를 롬 이미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MMC/SD BIOS롬, 16KB롬 한개, 32KB롬 두개와 1MBit롬 두개 (또는 2MBit롬 한 개) 저장됩니다. 

MMC/SD Drive 구동 시, 디스크롬 또는 게임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가롬 게임을 위해, FLASHMAN 프로그램으로 매퍼 패치 및 롬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FlashMAN은 아래 네가지 메가롬 매퍼를 지원합니다. 

(KONAMI 8K SCC, KONAMI 8K, ASCII 8K and ASCII 16K.) 

이제 MMC/SD BIOS를 그대로 두고, SCC 사운드의 SPACE MANBOW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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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S 드라이버: 

SymbOS용 디스크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드라이버 파일명은 ‘–FDMMCSD.DRV’ 입니다. 

최대 2GB 드라이브까지 지원됩니다. 

확장 슬롯을 쓸 수 있습니다. 

각종 슬롯 옵션에 관해서는 SymbOS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아래는 CPC 및 MSX SymbOS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symbos.de/ 

 

동영상/음악 플레이어: 

MMC/SD BIOS에서 스트림 플레이 루틴이 지원됩니다. 

아래 네 종류의 미디어를 지원합니다. 

음악: 44KHz 8BIT PCM 

음악: 22KHz 8BIT PCM 

동영상: 112x68 12FPS 비디오 및 13KHz 8BIT PCM 오디오 

동영상: 168x104 8FPS 비디오 및 20KHz 8BIT PCM 오디오 

 

SCC 사운드: 

MMC/SD Drive는 메가롬 매퍼로 SCC 칩을 쓰고 있습니다. 

SCC 칩은 메가롬 매퍼뿐만 아니라 사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멀티롬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SCC 메가롬팩을 즐길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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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설명 

 

2.1. MMC/SD 시스템 인스톨 

 

2.1.1. MMC/SD BIOS 다운로드 

MMC/SD BIOS는 512KB 크기의 롬입니다. 

일반 EEPROM 프로그래머로 다운로드 하거나, 

MSX-DOS에서 ATLOAD.COM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특별히 BIOS v4.xx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FLASHMAN.COM을 쓸 수도 있습니다. 

 

플래시롬 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ATLOAD와 FLASHMAN입니다. 

아래 사항 주의하세요. 

ATLOAD는 현재 사용중인 롬을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작중인 MMC/SD Drive가 아닌 다른 드라이브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FLASHMAN은 현재 동작중인 롬만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툴의 동작 모습입니다. 

 
 

2.1.2. MMC/SD 카드 초기화 

MMC/SD Drive는 16MB부터 2GB까지의 메모리 카드를 지원합니다. 

MMC/SD FDD 에뮬레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시스템 인스톨이 필수입니다. 

만약 FAT16으로 포맷해서 쓰고싶다면, 먼저 MBR을 지운 후 다시 FAT16으로 포맷 후 사용해야합

니다.. 

 

INSTALL.COM을 실행하면 인스톨이 진행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MMC/SD BIOS ROM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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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의 MMC/SD BIOS 롬이 있습니다. (MMCDISK1.ROM, MMCDISK2.ROM, MMCDISK3.ROM) 

 

MMCDISK1.ROM: 

MSX-DOS1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내장 플래시디스크가 DOS1 부팅디스크로 포맷되어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 인스톨 파일 및 기타 디스크툴이 들어있습니다. 

안타깝게도 DOS1의 디스크기기는 두개의 드라이브만 지원합니다. (A: and B:) 

만약 두개의 카드 슬롯이 있는 MMC/SD Drive를 사용하더라도, 슬롯2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

다. 

오직 슬롯1 카드만 드라이브 A: 및 B:로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메인램이 64KB이거나 MSX1 사용자는 이 롬을 써야합니다. 

 

MMCDISK2.ROM: 

MMC/SD Drive HW v2.1를 사용하는 MSX-DOS2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내장 플래시디스크는 DOS2 부팅디스크로 포맷되어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 인스톨 파일 및 기타 디스크툴이 들어있습니다. 

슬롯2 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슬롯1 카드만 드라이브 A:, B: 및 C:로 설정됩니다. 

 

MMCDISK3.ROM: 

MMCDISK2.ROM와 비슷합니다. 

단지 슬롯2 카드를 드라이브 D:로 설정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MMC/SD Drive HW v2.2 사용자를 위한 롬입니다. 

 

초기화 과정: 

-메모리 카드 슬롯을 비워둡니다. 

-MMC/SD Drive를 MSX 슬롯에 꽂습니다. 

 BIOS v4.xx부터는 기본 슬롯 및 확장 슬롯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이전 버전 v3.xx는 확장슬롯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MSX를 켜고 MSX-DOS로 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INSTALL.BAT를 실행합니다 (‘INSTALL [리턴]을 입력하면 됩니다’) 

-새로운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1에 넣고 인스톨러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시스템 디스크 A는 윈도 PC의 카드 리더에서 액세스 가능합니다. 

 PC와 MSX간의 파일 전송은 시스템 디스크 A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스템 디스크 B는 메모리 카드 대신, 내장 플래시디스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롬을 쓰고 싶다면, 메모리 카드에 시스템 디스크 B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MMC/SD Drive™ for MSX 

 

 
9 

 

인스톨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MMCDISK1.ROM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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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CDISK2.ROM 또는 MMCDISK3.ROM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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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스크 파티션 관리 

MMC/SD Drive는 일반적인 MBR을 쓰지 않고 자체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MMC/SD 시스템 인스톨러가 초기화 중에, 파티션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첫 파티션은 시스템 디스크 A로 불립니다. 

이것은 FAT12 드라이브이며, 물리 섹터 번호 0부터 시작됩니다. 

시스템 디스크 A는 윈도 PC의 메모리 카드 리더에서도 액세스 가능합니다. 

다라서, PC와 MSX간의 파일 전송은 시스템 디스크 A를 쓰면 가능합니다. 

 

DISKMAN은 MMC/SD Drive에서 가장 중요한 툴입니다. 

파티션 생성, 교환, 디스크 이미지 복사 및 디스크 실행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DISKMAN안에서, 파티션 폴더 및 파티션/디스크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SKMAN을 실행하려면 DOS상에서 ‘DISKMAN [리턴]’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BIOS롬으로 MMCDISK1.ROM을 사용한다면, ‘B:DISKMAN [리턴]’을 입력하세요. 

 

DISKMAN은 디스크 익스포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장된 파티션을 DSK 이미지 파일 혹은 플로피 디스크로 복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하지만 2DD 720KB 파티션의 경우, COPY720 등의 툴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COPY720은 B:\UTILS 디렉토리에 들어있습니다. 

(COPY720은 JAM Soft 제작입니다.) 

 

아래 사항 주의하세요. 

MMC/SD BIOS v4.xx은 파티션 관리 기능이 완전히 새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BIOS에서 쓰던 파티션 정보 ‘DISKMAN.DAT’ 파일은 더 이상 BIOS v4.xx과 호환되

지 않습니다. 

만약 BIOS v3.xx에서 v4.xx으로 업그레이드한다면, 미리 필요한 파일은 MMC/SD 카드에서 백업하

시기 바랍니다. 

그 후, 새로운 BIOS로 MMC/SD 시스템을 재인스톨하면 됩니다. 

기존 메모리 카드를 재포맷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새 BIOS의 2GB 메모리 카드 지원과 FLASHMAN으로 실행되는 MegaFlashROM의 기능으로 충분

히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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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파티션 폴더 

폴더는 루트에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DISKMAN은 최대 64개의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폴더는 여러 개의 파티션 파일들을 그룹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폴더 내용을 몽땅 복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는 동작중인 모습입니다. 

처음 MMC/SD 시스템 인스톨하면, [Root System] 폴더와 세개의 파티션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

니다. 아래는 [Game] 폴더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화면 제일 우측에는 각 폴더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P’ 는 삭제 불가능한 보호되는 폴더를 의미합니다. [Root System] 폴더는 삭제 불가능합니다. 

‘E’ 는 빈 폴더를 의미합니다. DEL 키를 눌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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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파티션 파일 

파일은 실제 저장되는 디스크 파티션의 이름을 대표합니다. 

DISKMAN에서 한 폴더 내에 최대 256개의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또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6개의 속성을 가집니다. 

‘P’ 는 보호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DISKMAN에서 삭제 불가능합니다. 

‘O’ 는 ONE-드라이브가 설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B’ 는 롬뱅킹 보호 기능이 설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V’ 는 속도저하 기능이 설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BIOS는 HW V1 드라이버로 동작됩니다.) 

‘T’ 는 터보모드가 설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E’ 는 비어있는 파일을 의미합니다. DEL 키를 눌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3. 디스크 실행’ 항목을 참조하세요. 

 

2.2.3. 디스크 테이블 

파일 내에 디스크가 추가될 때, 실제 사용될 섹터가 할당됩니다. 

첫 디스크가 생성될 때에는 디스크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DISKMAN은 네가지 FAT12 디스크 (1DD 360KB, 2DD 720KB, HD 23MB 및 HD 32MB (DOS2 전용) ) 

및 64MB 동영상/음악 디스크를 지원합니다. 

4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P’ 는 보호되는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DISKMAN에서 삭제 불가능합니다. 

‘R’ 은 읽기전용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플로피디스크의 쓰기방지 탭 사용과 같은 효과입니다) 

‘U’ 는 유저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D’ 는 디폴트 부트디스크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3. 디스크 실행’ 항목을 참조하세요. 

 

아래는 YS I 파일을 만들고 2DD 디스크를 할당하여 FDD 로 내용을 전송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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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디스크 임포트 

DISKMAN은 두가지 임포트 메뉴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FDD를 이용하여 섹터를 읽어들입니다. 

둘쨰, 드라이브 내의 DSK 이미지 파일로부터 내용을 복사합니다. 

 

Import from FDD: 

DISKMAN은 섹터를 읽기 위해 BDOS의 시스템 콜을 사용합니다. 

이때, 드라이브 문자를 주의하세요. 

MSX-DOS2 환경에서, MMC/SD Drive가 A:부터 D:까지를 쓰므로, 내장 FDD는 E: / F:가 됩니다. 

MSX-DOS1 환경에서, MMC/SD Drive가 A: / B:를 쓰므로, 내장 FDD는 C: / D:가 됩니다. 

만약 MSX-DOS2 환경에서 두대의 MMC/SD Drive를 사용한다면, MSX의 드라이브 A:부터 H:까지 

모든 드라이브가 할당됩니다. 

이 경우, 내장 FDD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데, 이것은 MSX-DOS1/2의 한계입니다. 

실제 동작 모습은 ‘2.2.3. 디스크 테이블’ 항목의 스냅샷을 참고하세요. 

 

Import from *.DSK: 

한 개의 720KB DSK 이미지 파일은 하나의 2DD 디스크 영역으로 복사될 수 있습니다. 

동작 순서는 FDD에서 임포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플로피디스크가 아닌, DSK 파일을 선택합니다. 

DISKMAN은 루트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DSK 파일 목록을 보여줄 것입니다. 

목록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면 복사가 진행됩니다. 

MSX-DOS1 동작 호환을 위해, 파일 선택시 서브디렉토리는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멀티 DSK 이미지(병합된 파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다음 디스크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아래는 멀티 DSK 이미지(FIREHAWK.DSK)를 임포트하는 모습입니다. 

 
 



MMC/SD Drive™ for MSX 

 

 
16 

 

 
 

 
 

 
 



MMC/SD Drive™ for MSX 

 

 
17 

 

 
 

 
 

 
 

  



MMC/SD Drive™ for MSX 

 

 
18 

 

2.2.5. 파티션 교체 

MMC/SD 카드는 MSX의 드라이브 A:부터 D:까지 설정됩니다. 

하지만 파티션 교체는 드라이브 A:만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B:의 경우 내장 플래시디스크와 시스템 디스크 B간의 교환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XCHGDRVB.COM를 사용하면 됩니다. 

 

DISKMAN의 Run 메뉴에서 드라이브 A: 파티션을 바꿉니다. 

파티션 설정이 바뀌면, 드라이브 A: 설정 상태가 메모리카드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MSX 껏다가 다시 켜더라도 파티션 상태가 보존됩니다. 

시스템 디스크 A로 다시 부팅하려면, 부팅시 DEL 키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A의 파티션이 시스템 디스크 A로 설정/저장 됩니다. 

 

아래는 FIREHAWK 파티션을 드라이브 A:로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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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스크 실행 

사실 MMC/SD Drive에서 디스크전용 게임을 실행하는 것은 FDD 사용법보다 어렵습니다. 

FDD의 경우, 단지 1번 디스크를 넣고 부팅되기만을 기다리면 되지요. 

대부분 MSX용 디스크전용 게임은 DOS1의 싱글 드라이브 환경에서 동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용량 디스크를 DOS2와 함께 쓰길 원합니다. 

MMC/SD Drive는 두가지 실행 모드와 세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첫 부트용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디스크는 파티션 파일내의 어떤 디스크라도 선택가능합니다. 

디스크 속성 ‘D’ 가 디폴트-디스크를 의미합니다. 

 

ONE-드라이브: 

이 모드는 DOS1의 고전적인 싱글 드라이브 환경과 비슷합니다. 

FDD 사용시, CTRL 키를 누른채로 부팅하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MMC/SD Drive에서는 부팅시 SHIFT 키를 눌러서 ONE-드라이브 모드로 진입합니다. 

물론 DISKMAN에서 ONE-드라이브 옵션으로 항상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DISKMAN에서 속성 메뉴는 TAB 키로 토글합니다. 

 

아래 동작 모습을 확인하세요. 

YS I 과 Fire Hawk 파일이 ONE-드라이브 모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모드는 MSX 리셋 후 다시 켤 때에 활성화 됩니다. 부트시 관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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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MAN에서 직접 실행: 

만약 DISKMAN을 DOS2 환경에서 사용중이라면, 게임을 바로 부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했을 때, 많은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DOS1보다 DOS2가 더 많은 TPA 메모리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래 사항 주의하세요. 

이 방법을 쓰더라도 드라이브 A:는 해당 파티션으로 교체됩니다. 

MSX를 다시 켤 때 시스템 디스크 A로 부팅하려면, DEL 키를 눌러서 파티션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Run 메뉴에서 동작시키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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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모드: 

CPU의 터보 클럭 모드를 강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anasonic’s WX/WSX 류의 5.37MHz 클럭 모드도 같이 동작합니다. 

MSXturboR의 경우 R800 터보 모드로 실행됩니다. 

이 옵션은 디스크 부트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트시 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아래 사항 주의하세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터보 모드가 켜져 있으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롬뱅킹 보호: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SCC 뱅킹 어드레스가 보호됩니다. 

오직 보호 스위치 용 어드레스만 액세스 가능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SCC 사운드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카피프로텍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디스크 부트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트시 TAB 키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속도 줄이기: 

MMC/SD Drive는 일반 FDD에 비해 10배 더 빨리 읽기/쓰기를 수행합니다. 

이 빠른 속도로 인해, 일부 디스크 전용 게임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당 게임이 느린 FDD에서 구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VDP 동작 상태(Busy)를 제때에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CPU/VDP를 위한, 부가적인 딜레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MMC/SD BIOS 는 HW v1.0 드라이버로 구동됩니다. 

HW v1.0 드라이버는 v2.x보다 동작 속도가 느립니다. 

이 때, 속도는 130KB/S에서 40KB/S로 느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 FDD의 전송은 약 10KB/S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대부분 VDP 커맨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 주의하세요. 

모든 핫키는 KEYMAN에서 재설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 소프트웨어 Software 설명’ 항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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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AT16 사용 

원래 MSX-DOS1/2에서는 FAT16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OS2에서 Okei 씨의 FAT16 드라이버를 인스톨하면, FAT16 드라이브를 쓸 수 있습니다. 

MMC/SD Drive는 Okei 씨의 변형된 DISKIO 콜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최대 2GB의 FAT16 메모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kei씨의 드라이버가 있더라도, MSX-DOS2는 FAT12 디스크로만 부팅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MMC/SD Drive는 약간 변형된 드라이브 설정을 제공합니다. 

슬롯1 카드가 FAT16 포맷인 경우, MMC/SD Drive는 플래시디스크를 드라이브 A: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MSX-DOS2는 내장 플래시디스크로 부팅이 가능해집니다. 

슬롯1 카드는 드라이브 C:로 설정되며, 슬롯2 카드는 여전히 드라이브 D:입니다. 

이제 Okei 씨의 FAT16 드라이버를 실행하면, C: D: 모두 FAT16 드라이브로 사용가능해집니다. 

 

아래는 128MB의 FAT16 드라이브를 드라이브 C: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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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플래시롬 관리 

MMC/SD Drive는 롬데이터와 플래시디스크를 위해, 내부 4MBit 플래시롬을 사용합니다. 

두가지 플래시롬 툴이 있습니다: ATLOAD과 FLASHMAN입니다. 

아래 두종류의 플래시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MEL AT29C040A과 WINBOND W29C040 

(사실 이들은 같은 플래싱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단지 칩ID와 제조사ID만 다를 뿐이지요.) 

 

MMC/SD BIOS v4.xx부터 총 336KB 롬영역을 멀티롬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두가지 플래시롬 레이아웃입니다: 

 

       기본 롬 상태:                                  멀티롬 사용 중: 

 

 

 

 

 

 

 

 

 

 

 

 

 

 

 

 

 

 

 

ATLOAD: 

MSX-DOS1/2를 지원하는 단순 플래시 다운로더입니다. 

메가롬 메퍼 패치 등의 특수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롬은 코나미 SCC 8K 매퍼만 사용 가능합니다. 

MMC/SD BIOS 롬이나 ‘Metal Gear 2’ 등의 SCC 메가롬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 모습은 ‘2.1.1. MMC/SD BIOS 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세요. 

  

BDOS & MMC/SD BIOS 128KB 

플래시디스크 384KB 

(부트파일 및 디스크툴) 

BDOS & MMC/SD BIOS 128KB 

플래시디스크 48KB (부트전용) 

롬 블럭1 (16KB) 

롬 블럭2 (32KB) 

롬 블럭3 (32KB) 

롬 블럭4 (128KB) 

롬 블럭5 (1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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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MAN: 

FLASHMAN은 MMC/SD BIOS 내부루틴을 사용하여, 플래시롬을 처리합니다. 

MMC/SD BIOS 또는 일반 게임 롬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멀티롬 기능이 꺼져있으며 플래시디스크가 384KB 공간을 모두 사용합니다. 

멀티롬을 사용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고려하세요. 

메모리카드에 MMC/SD 시스템 인스톨을 하려면, 풀버전의 플래시디스크가 필요합니다. 

멀티롬이 활성화되면, 플래시디스크 크기를 줄이기 위해 부트파일 외에는 모두 제거합니다. 

이 경우, MMC/SD BIOS를 다시 다운로드 해야만, MMC/SD 시스템 인스톨이 가능해집니다. 

 

FLASHROM은 실행 후, BIOS를 체크해서 Multi-ROM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멀티롬 이미지를 위해 아래 5개의 롬블럭을 사용합니다. 

블럭 0은 MMC/SD BIOS를 위한 것이므로, 다른 롬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블럭 1은 16KB 롬을 넣을 수 있습니다. 

블럭 2와 3은 두개의 32KB 롬을 넣을 수 있습니다. 

블럭 4와 5는 두개의 128KB 메가롬 또는 한 개의 256KB 메가롬을 넣을 수 있습니다. 

FLASHMAN은 다운로드 중에 메가롬 매퍼를 수정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에 쓰일 롬파일은 패치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가지 메가롬 매퍼를 지원합니다: KONAMI 8K SCC, KONAMI 8K, ASCII 8K and ASCII 16K. 

FLASHMAN의 패치 루틴은 ‘LD xxxx,A’ 명령을 찾아 수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게임도 있습니다. 

 

16KB/32KB 게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멀티롬은 MMC/SD Drive의 뱅킹 보호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특정 카피 프로텍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THEXDER, 등) 

코나미 SCC 메가롬을 다운로드 하면, SCC 사운드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FLASHMAN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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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롬을 구동하려면, 부팅시 SPACE 키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멀티롬 리스트가 확인되면, 위의 스냅샷 처럼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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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ymbOS 사용 

SymbOS는 CPC 및 MSX에서 구동되는 멀티태스킹 OS입니다. 

MMC/SD Drive는 SymbOS의 대용량 디스크 기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크 드라이버는 기본 슬롯 및 확장 슬롯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슬롯 설정 예입니다. 

SLOT1 일때: SYMBOS F0 D01 –FDMMCSD.DRV 

SLOT2-1 일때: SYMBOS F0 D021 –FDMMCSD.DRV 

SymbOS에서 MMC/SD Drive는 두개의 드라이브를 할당합니다. 

드라이브 A:는 슬롯1 카드의 시스템 디스크 A 또는 FAT16 디스크가 연결됩니다. 

드라이브 B:는 슬롯2 카드의 디스크(FAT12 또는 FAT16)가 연결됩니다. 

저는 SymbOS용으로 아래와 같은 세팅을 권장합니다. 

모든 SymbOS 시스템 파일들은 슬롯1 카드의 시스템 디스크 A에 넣습니다. 그 외 멀티미디어 데

이터 등의 파일은 슬롯2 카드의 FAT16 디스크에 넣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아래는 MMC/SD Drive에서 동작하고 있는 SymbOS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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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동영상/음악 플레이어 

MMC/SD BIOS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림 플레이 루틴을 지원합니다. 

전송 속도 때문에 HW v1.0은 플레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HW v2.x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네가지 미디어를 지원합니다. 

음악: 44KHz 8BIT PCM 

음악: 22KHz 8BIT PCM 

동영상: 112x68 12FPS 비디오 및 13KHz 8BIT PCM 오디오 

동영상: 168x104 8FPS 비디오 및 20KHz 8BIT PCM 오디오 

 

비디오 출력은 MSX의 SCREEN 12 모드를 사용합니다. 

오디오 출력은 MSXturboR의 PCM을 사용합니다. 

만약 Covox류의 8BIT DAC HW를 구현한다면, 일반 MSX에서도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OUT 어드레스는 A4H가 되어야합니다. 

 

음악 파일은 헤더가 없는 RAW 8BIT PCM이 되어야 합니다. 

동영상/음악 디스크 이미지는 최대 64MB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를 만들려면, MMC/SD Drive용 미디어 인코더 및 파일 머져가 필요합니다. 

생성된 디스크는 도스 부트파일 및 미디어플레이어(MPLAY.COM)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 YouTube 비디오을 참조하세요. (MPLAY는 약간 다른 형태이지만, 미디어 출력은 똑같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6r43HhrtbFY 

http://www.youtube.com/watch?v=1NytCAW1Dws 

http://www.youtube.com/watch?v=qTfmwQugPZM 

아래는 MPLAY가 동작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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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핫키 사용 

핫키는 MMC/SD BIOS에서 유저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키입력은 MSX 키보드 I/O를 직접 액세스해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키코드는 유저의 HW에 의존하지만. KEYMAN으로 키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MMC/SD BIOS는 두가지 키 테이블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핫키 목록입니다. (기본 키코드) 및 KEYMAN 스냅샷입니다. 

디스크 교체  (RUN, STOP)  – 디스크 R/W 중에만 동작함. 

디스크 0   (NUM0, 0) 

디스크 1   (NUM1, 1) 

디스크 2   (NUM2, 2) 

디스크 3   (NUM3, 3) 

디스크 4   (NUM4, 4) 

디스크 5   (NUM5, 5) 

디스크 6  (NUM6, 6) 

디스크 7   (NUM7, 7) 

디스크 8   (NUM8, 8) 

디스크 9   (NUM9, 9) 

디스크 유저   (NUM/, U)  – 디스크 0부터 유저 키는 디스크 교체 중에만 사용. 

멀티롬    (SPACE)   – 부트 중에만 동작. 

DOS2 끄기   (INS)  – 부트 중에만 동작. 

롬뱅킹 끄기   (TAB)   – 부트 중에만 동작. 

HW v1 드라이버사용  (Z)   – 부트 중에만 동작. 

ONE-드라이브   (SHIFT)   – 부트 중에만 동작. 

드라이브 A: 설정 초기화 (DEL)   – 부트 중에만 동작. 

터보 켜기   (T)   – 부트 중에만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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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 예 

 

3.1. MMC/SD 카드 없이 플래시디스크만 사용 

MMC/SD Drive는 내장 플래시디스크를 읽고 쓸수 있습니다. 

내장된 DOS1/2 롬은 일반 디스크롬처럼 구동됩니다. 

만약 MMC/SD Drive의 플래시롬 파트만 제작하더라도, 멋진 플래시디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메인램 16KB 또는 32KB의 MSX1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디스크 베이직은 플래시디스크를 완벽히 읽고 쓸수 있습니다. 

 

3.2. FDD 에뮬레이션과 슬롯2 카드 

MMC/SD BIOS는 슬롯1 카드만 FDD 에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슬롯2 카드는 첫 파티션만 액세스 가능합니다. 

슬롯2 카드로 FAT16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방법은 2DD 전용 게임을 위한 FDD 에뮬레이션과 대용량 디스크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3. FDD 에뮬레이션 없이 FAT16 디스크만 사용 

어떤 유저는 FDD 에뮬레이션을 쓰지 않고 FAT16 디스크만 쓰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MMC/SD 시스템 인스톨러를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MMC/SD BIOS는 정상적으로 FAT16 디스크를 인식합니다. (부팅시 짧은 메시지로 표시해줍니다.) 

하지만 FAT16 드라이버 자체는 MMC/SD BIOS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FAT16 디스크 사용을 위해, 항상 Okei 씨의 FAT16 드라이버를 실행해야 합니다. 

슬롯1 카드로 FAT16 포맷의 카드가 들어있으면, 플래시디스크가 드라이브 A:로 설정됩니다. 

이때, FAT16.COM 실행을 위해, A:\AUTOEXEC.BAT 파일을 수정해도 좋습니다. 

만약 플래시디스크 공간을 좀 더 확보하려면, 아래 파일은 지워도 됩니다. 

COPYA2B.BAT, COPYSYS1.BAT, COPYSYS2.BAT, AUTOEXE2.BAT, 

INSTALL.COM, DISKMAN.COM, XCHGDRVB.COM, COPY720.COM 

 

3.4. DOS 및 게임에서 디스크 교체 

MMC/SD Drive는 하나의 파티션 파일에서 9개의 디스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교체는 디스크가 R/W 동작 중일때 가능합니다. 

DOS에서: 

[실행] 또는 [STOP]키를 누른 채로, “DIR A: [Return]” 을 입력합니다. 

DOS는 드라이브 A: 읽기를 시도하는데, 

이때 MMC/SD BIOS가 동작이 멈추며, 유저 키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키입력을 기다리는 동안, MSX의 CAPS 램프가 흐리게 켜지게 됩니다. 

디스크 번호 키를 눌러서 원하는 디스크로 전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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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에서: 

게임에서 다른 디스크를 요청할 경우, “Insert Disk-B and Press Space key” 등의 메시지를 보여줍

니다. 

이때, [실행] 또는 [STOP]키를 누른채, [SPACE]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MMC/SD BIOS가 동작이 멈추며, 유저 키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키입력을 기다리는 동안, MSX의 CAPS 램프가 흐리게 켜지게 됩니다. 

디스크 번호 키를 눌러서 원하는 디스크로 전환하면 됩니다. 

 

3.5. 여러 개의 멀티롬 사용 

하나 이상의 MMC/SD Drive를 쓰고 있다면, 각각의 MMC/SD Drive의 멀티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개의 MMC/SD Drive에 각각 2MB 메가롬을 아래처럼 저장되어 있다면: 

MMC/SD Drive #1 은 ‘Space Manbow’. 

MMC/SD Drive #2 는 ‘Aleste’. 

그 다음에는 각 MMC/SD Drive의 핫키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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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드웨어 설명 

 

4.1. 회로도 v1.0 

전송 속도는 일반 3.58MHz Z80에서 40KB/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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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로도 v2.2 

전송 속도는 일반 3.58MHz Z80에서 130KB/S입니다. 

R800 DRAM 터보 모드에서는 145KB/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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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드웨어 제작 

한가지 방법은 코나미 SCC 메가롬팩을 개조하여, TTL 등의 부가 HW 를 넣는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만든 MMC/SD Drive 의 모습입니다. 

 

 
 

다른 방법은 CPLD 또는 FPGA 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CPLD 로 SCC 사운드 구현은 힘듭니다.) 

아래는 제가 만든 CPLD 버전의 MMC/SD Drive 입니다. 

(메가롬 매퍼, 확장 슬롯과 512KB 메모리 매퍼로 이루어집니다. SCC 사운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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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설명 

모든 MMC/SD 관련 소프트웨어는 MSX-DOS1과 MSX-DOS2에서 사용됩니다. 

새 버전의 SW는 구 버전 BIOS에서 제대로 동작이 안될 수 있습니다. 

새 버전의 BIOS를 업그레이드 한 뒤에는, 항상 SW도 업데이트 해주세요. 

 

INSTALL.COM 

- MMC/SD 시스템을 인스톨합니다. 

- 파티션 테이블을 초기화 하고, 시스템 디스크 A/B를 포맷합니다. 

 

DISKMAN.COM 

- 파티션을 관리합니다. 

- FDD 또는 DSK 이미지 파일로부터 디스크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 A:의 파티션을 교환합니다. 

- 드라이브 A: 디스크를 실행합니다. 

 

XCHGMMC.COM 

- 슬롯1,2의 카드를 교체할 때 사용합니다. 

- 카드 교환 후, 디스크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XCHGDRVB.COM 

- 드라이브 B: 선택을, 내장 플래시디스크와 메모리카드의 시스템 디스크 B와 서로 토글합니다. 

 

KEYMAN.COM 

- BIOS에서 쓰이는 핫키를 재설정합니다. 

- 핫키는 두개의 테이블을 지원합니다. 

 

FLASHMAN.COM 

- 플래시롬을 관리합니다. (현재 MMC/SD BIOS가 실행 중일 때에만, 동작합니다.) 

- 멀티롬 사용을 위해, MMC/SD BIOS 롬 또는 일반 게임롬을 다운로드합니다. 

- 패치해서 네가지 메가롬 매퍼를 지원합니다. (Konami SCC 8K, Konami 8K, ASCII 8K, ASCII 16K) 

 

ATLOAD.COM 

- 플래시롬에 SCC 매퍼용 롬을 다운로드합니다. 

 

ROMDUMP.COM 

- 플래시롬 내용(512KB)을 디스크로 저장합니다. (일반 SCC롬팩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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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IR.COM 

- 긴 파일 또는 디렉토리 이름을 표시해줍니다. 

- 원본 LDIR은 Tatsuhiko Syoji씨가 MEGA-SCSI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MMC/SD Drive에서 동작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아래는 소프트웨어들이 동작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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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 

 

경고: 

제가 만든 MMC/SD Drive™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동작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점을 유의하세요. 

 

의견: 

사용 중 문의, 제안, 요청 등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harksym@hitel.net 

 

감사의 말: 

모든 ‘MSX 의 천국’ 동호회 회원 여러분과 MMC/SD Drive™를 테스트하고 버그-리포팅 해주신 

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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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히스토리 

 

2009.10.18 

새로 설계된 정식 BIOS 릴리즈. 

새로운 디스크툴 릴리즈. 

FLASHMAN은 플래시롬 관리 및 롬 다운로드/패치 지원. 

윈도용 DISKMAN은 아직 미완성. 

 

2009.07.29 

파티션 관리를 재설계. 

최대 2GB 메모리카드 지원. 

기존 파티션 테이블은 새 버전 BIOS와 호환 안됨. 

 

2008.06.11 

MSX-DOS2 v2.20 커널 BIOS에 포함. 

BIOS 크기가 128KB로 늘어남. 

 

2008.04.10 

하드웨어 v2.2로 업그레이드. 

두개의 MMC/SD 카드 지원. 

두번째 카드는 드라이브 D:로 설정됨. 

 

2008.03.28 

플래시디스크 쓰기 지원. 

 

2008.03.14 

Okei 씨의 FAT16 드라이버를 지원. (FAT16 디스크 사용가능) 

 

2008.03.07 

하드웨어 v2.1로 업그레이드. 

롬뱅킹 보호기능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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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하드웨어 v2.0으로 업그레이드. 

SPI 클럭 제네레이터 추가됨. 

전송 속도는 122KB/S. 

 

2007.04.19 

SymbOS용 디스크 드라이버 릴리즈. 

전송 속도는 40KB/S. 

 

2007.03.04 

윈도용 DISKMAN 릴리즈. 

윈도용 DISKMAN는 MMC/SD 카드의 물리섹터를 직접 액세스함. 

 

2005-2006 

몇 차례의 BIOS 및 SW 툴의 버그수정판 릴리즈 

 

2004.10.28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SPI Read시, 시리얼 to 패럴랠 쉬프터 추가됨. 

전송 속도는 31KB/S. 

HW v1.0 과 SW 패키지 정식 릴리즈. 

 

2004.07.29 

MMC/SD Drive 첫 테스트 버전 개발. 

모든 SPI I/O는 CPU의 bit I/O로 구현됨. (HW v0.5) 

전송 속도는 8KB/S. FDD보다 약간 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