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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MMC/SD Drive™ V3 는 microSD 카드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MSX 용 디스크 기기입니다. 

본 문서는 MMC/SD Drive™ V3 사용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설명서입니다. 

 

1.1. 저작권 정책 및 면책공지 

 

[ 저작권 정책 ] 

MMC/SD Drive™ V3의 H/W, S/W 및 문서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서영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 사용: 모든 H/W, S/W, 문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저작물이 포함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포: S/W,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 변경 금지: 저작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면책공지 ] 

모든 저작물은 "있는 그대로"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 없이 제공됩니다. 기술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정확성 또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데이트할 책임이 없으며 해당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이용자가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저작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MMC/SD Drive™ V3 for MSX 

 

 

4 

 

1.2. 요구 사항 

최소 사양: MSX2, Primary 메모리 매퍼 256KB, microSDSC 128MB 

권장 사양: MSX2, Primary 메모리 매퍼 512KB, microSDHC 8GB 

 

[ 주의 ] 

본체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최소 256KB 사이즈의 메모리 매퍼 카트리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사용 가능: 본체 램 64KB + 메모리 매퍼 카트리지 256KB 

     사용 불가: 본체 램 128KB + 메모리 매퍼 카트리지 128KB 

microSDSC 및 microSDHC 카드를 지원합니다. microSDXC 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MMC/SD Drive™ V3의 BIOS 롬 및 SD 카드는, 구 버전 기기인 MMC/SD Drive™ V1 및 V2와 호환

되지 않습니다. 

 

1.3. 특징 

MMC/SD Drive™ V3는 일반 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BIOS: 

메인 BIOS는 MMC/SD Drive™ V3 전용의 BIOS v5.xx 롬입니다. 

BDOS는 MSX-DOS1 및 MSX-DOS2 v2.20 롬으로 구성되며, KANJI 롬 포함되어있습니다. 

 

롬디스크: 

카트리지에 내장된 720KB 용량의 읽기 전용 디스크입니다. 

SD 카드 초기화(파티션 설정 및 포맷) 시 사용됩니다. 

부트 메뉴에서 롬디스크 부트를 선택하면, 롬디스크가 드라이브 A:에 연결되고 SD 카드는 드라이

브 B: C: ... 순으로 연결됩니다. 

 

microSD: 

SD 카드의 MBR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기본 파티션 및 확장 파티션을 지원합니다. 

파일 시스템 최대 사이즈는 FAT12 32MBytes, FAT16 2GBytes 입니다. 

 

FDD 에뮬레이션: 

SD 카드에 저장된 2DD 이미지 파일(*.DSK)을 드라이브 A:로 연결하여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게임 이미지(최대 10장) 및 유저 디스크 이미지(1장)을 사용합니다. 

 

ONE-Drive: 

본체 내장된 FDD의 초기화를 무시하고, MMC/SD Drive™ V3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코에이 게임에서 메모리 확보를 위해, CTRL 키를 눌러서 부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FDD 에뮬레이션 모드에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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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램: 

메가램은 각종 롬팩(최대 512KBytes)을 에뮬레이션 하는 기능입니다. 

램으로 구동되므로, 전원 OFF하면 내용이 사라집니다. 

 

GameRunner: 

게임롬 구동 시, 여러가지 특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예: 게임 세이브/로드 등) 

대부분의 MSX1 게임 및 일부 MSX2 게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SUB-ROM: 

최대 1MBytes 크기의 롬이미지를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 공간입니다. 

플래쉬롬에 저장되므로, 본체 전원을 끄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외부 SCC 사운드: 

SCC 사운드 카트리지를 외부 슬롯에 장착하면, 코나미 SCC 게임롬 구동 시 SCC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메가램 및 GameRunner 모드에서 사용) 

 

FAT16: 

MMC/SD Drive™ V3는 Okei 씨의 FAT16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Okei 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ucatv.ne.jp/~kmizuo/ 

 

 

  

http://www.ucatv.ne.jp/~kmiz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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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기 

 

2.1. 롬디스크 부팅 

MMC/SD Drive™ V3 내부 플래쉬롬에는 MMC/SD BIOS 및 롬디스크가 탑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SD 카드 없이 카트리지만 꽂더라도 MSX-DOS2로 부팅이 가능합니다. 

아래처럼 부팅 후, M 파일 매니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롬디스크에는 CHKDSK, FAT16 등의 기본 유틸이 들어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SD 카드 초기화 외에는 자주 쓰일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SHIFT + ESC 키를 누르면, M 파일 매니저를 종료하고 MSX-DOS2 프롬프트로 나갈 수 있

습니다. 그 외 도움말은 F1 키를 눌러서 #HELP를 실행하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 주의 ] 

롬디스크로 부팅하면, FAT16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만약 플로피 디스크 등의 다른 디스크를 포맷해야 하는 경우는, 먼저 FAT16 /R 명령으로 FAT16 

드라이버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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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D 카드 초기화 

MSX-DOS2는 FAT12 파일 시스템만 부팅 가능합니다. 

새로 구입한 SD 카드는 FAT16 또는 FAT32 등으로 포맷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SD 카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MMC/SD Drive™ V3 카트리지 구매 시, SD 카드(SanDisk microSDHC 8GB) 한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SD 카드는 파티션 6개로 설정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다시 초기화 할 필요 없습니다. 

 

2.1.1. 기본 파티션 설정 

- MSX 전원 OFF 상태에서, 새 SD 카드를 MMC/SD Drive™ V3에 장착 후, MSX 슬롯에 꽂습니다.  

-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MSX 전원을 ON 합니다. 

- [ BOOT MENU ] 가 표시되면, 스페이스 키를 뗍니다. 

- 1 키를 눌러 "1. Boot from ROM-Disk" 항목을 선택합니다. 

 

 

- M 파일 매니저가 실행되면, 아래처럼 INSTALL.COM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파일 선택은 커서 키를 사용하고, 실행은 RETURN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MMC/SD Drive™ V3 for MSX 

 

 

8 

 

- INSTALL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아래처럼 RETURN 키를 눌러 진행합니다. 

- 먼저 기존 SD 카드의 파티션 정보가 표시되며, 새로 구성할 파티션 조합을 선택하면 됩니다. 

  32MB 사이즈의 기본 파티션을 최대 3개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은 FAT12 MSX-DOS2로 포맷됩니다. 별도의 포맷 명령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2번 항목으로 파티션 2개를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 파티션 설정 및 포맷이 완료되면 파일 쓰기/읽기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MSX-DOS2 부팅을 위해서는 시스템 파일 복사가 필요합니다. 

  쉬운 셋업을 위해 "2.1.2. 시스템 파일 복사" 항목을 참고하세요. 

  만약 현 상태에서 본체를 리셋 하면, DISK-BASIC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2.1.2. 시스템 파일 복사 

- MSX-DOS2 시스템 파일과 유용한 유틸들을 쉽게 복사할 수 있도록 COPYSYS.BAT 배치파일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아래처럼 COPYSYS.BAT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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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 해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래처럼 작업이 완료되면, MSX 본체를 리셋해주세요. 

 

 

- 부팅이 끝나면, 아래처럼 M 파일 매니저가 실행된 상태가 됩니다. 

 "2.1.1. 기본 파티션 생성" 시, 설정했던 파티션이 드라이브로 활성화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SX-DOS2 용 필수 프로그램들은 TOOLS 및 UTILS 디렉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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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FAT16 파티션 

INSTALL.COM 프로그램에서는 FAT16 파티션 설정 및 포맷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SD 카드의 여유 공간에 FAT16 파티션을 추가하려면, MS윈도, 리눅스 등의 PC OS가 필요합

니다. 

파티션 추가는 해당 OS 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는 윈도 용 파티션 관리 프로그램인 "MiniTool Partition Wizard Free 9.1" 사용한 모습입니다. 

  8GB SD 카드에 FAT16 파티션 4개가 추가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MSX-DOS2에서는 최대 8개의 드라이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B: C: ... H:) 

만약 FDD 등 다른 디스크 기기 또는 램디스크(H: )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브 개수를 적절

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MC/SD Drive™ V3 for MSX 

 

 

11 

 

2.3. 부트 메뉴 

부팅 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으면, MMC/SD Drive™ V3 부트 메뉴로 진입합니다. 

아래처럼 4개의 항목이 있으며, 숫자 키를 눌러 해당 항목을 실행합니다. 

 

 

- 각 항목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0. Disable MMC/SD Drive 

  MMC/SD Drive™ V3를 구동하지 않고 부팅합니다. 

  카트리지를 뽑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본체 내장된 FDD를 부팅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 Boot from ROM-Disk 

  카트리지에 내장된 롬디스크가 드라이브 A:로 연결되어 부팅됩니다. 

  만약 SD 카드가 장착된 상태라면, SD 카드는 드라이브 B: C: ... 순으로 연결됩니다. 

2. Execute SUB-ROM 

  SUB-ROM으로 전환합니다. MMC/SD BIOS는 기능이 정지되며 SUB-ROM의 프로그램만 구동됩

니다. 

3. Recover MMC/SD BIOS 

  초기 BIOS v5.00 롬으로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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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W 툴 

MMC/SD Drive™ V3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MMCSD.COM, MMCSD.OVL 두개 파일로 구성되어있으며, SD 카드 초기화 시 UTILS 디렉토리에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사용자 핫키 설정이 추가되면 MMCSD.KEY 파일로 저장됩니다. 

 

아래는 MMCSD.COM 프로그램을 실행한 모습입니다. 

 

 

만약 MMCSD.COM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후 SD 카드

에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http://sharksym.egloos.com/category/MMC%2FSD%20Drive 

 

 

  

http://sharksym.egloos.com/category/MMC%2FSD%20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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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롬 이미지 실행 

 

3.1. 메가램 

메가램은 MMC/SD Drive™ V3 내부에 통합된 메가롬팩 에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카트리지에 내장된 SRAM을 이용하므로 빠른 속도로 로딩이 가능합니다. 

메가램 모드 동작 중 본체 리셋하면, 원래의 MMC/SD BIOS로 부팅됩니다. 

 

- 실행방법: MMCSD.COM 롬파일 

  M 파일 매니저에서 롬파일을 선택하면 쉽게 구동이 됩니다. 

 

- 실행 가능한 롬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8KB ~ 64KB 롬 

  롬매퍼 쓰는 32KB, 64KB 롬 

  BASIC 롬 및 Page 0를 사용하는 롬 

  메가롬매퍼 쓰는 128KB ~ 512KB 롬 

 

- 지원되는 롬매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용 매퍼: KONAMI 8K, KONAMI SCC, ASCII 8K, ASCII 16K 

  특수 매퍼: Cross Blaim, Super Lode Runner, Dinosaur Dooly 

 

- 만약 별도의 SCC 사운드 카트리지가 있다면, SCC 롬이미지 실행 시 SCC 사운드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3.4. 외부 SCC 사운드" 항목을 참고하세요. 

 

[ 주의 ] 

메가램은 최대 512KB까지 구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24KB 사이즈의 롬이미지를 실행하려면, "3.3. SUB-ROM" 항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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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ameRunner 

GameRunner는 MMC/SD Drive™ V3 에서 게임롬 이미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MSX1 용 메가롬도 구동 가능하지만, BASIC 및 MSX2 용 롬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실행방법: MMCSD.COM 롬파일 /G 

  M 파일 매니저에서 롬파일을 선택하면 쉽게 구동이 됩니다. 

 

- 실행 가능한 롬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8KB, 16KB, 32KB 롬 

  롬매퍼 쓰는 32KB, 64KB 롬 

  메가롬매퍼 쓰는 128KB ~ 512KB 롬 

 

- 지원되는 롬매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용 매퍼: KONAMI 8K, KONAMI SCC, ASCII 8K, ASCII 16K 

  특수 매퍼: Cross Blaim 

 

- 만약 별도의 SCC 사운드 카트리지가 있다면, SCC 롬이미지 실행 시 SCC 사운드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3.4. 외부 SCC 사운드" 항목을 참고하세요. 

 

- 부가적으로 아래의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DOS2 복귀: ESC 키를 눌러 게임을 중단하고 DOS2로 돌아옵니다. 

 속도 조절: 숫자 키 1~5 및 0번으로 게임 정지 또는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이브/로드: F4 키는 세이브, F5 키는 로드입니다. 게임 세이브는 *.SAV 파일로 저장됩니다. 

 치트 코드: blueMSX의 치트 코드인 *.MCF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제 문자셋 및 R800 고속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GRADIUS2를 GameRunner 모드로 구동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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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UB-ROM 

카트리지에는 사용자를 위한 플래쉬롬 1024K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SUB-ROM이라고 부르며, 플래쉬롬이므로 본체 전원 OFF하더라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8K 매퍼 방식의 메가플래쉬롬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MC/SD Drive™ V3 부트 메뉴에서 2번 항목으로 SUB-ROM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SUB-ROM이 구동되면, 통상의 MMC/SD BIOS는 구동되지 않습니다. 

 

- 실행방법: MMCSD.COM 롬파일 /S 

메가롬 이미지파일의 경우, KONAMI 8K, KONAMI SCC, ASCII 8K 3종류의 롬매퍼를 지원합니다. 

 

[ 주의 ] 

SUB-ROM 구동 시, 외부 SCC 사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4. 외부 SCC 사운드 

구 버전 MMC/SD Drive™ V1, V2 기기에서는 SCC칩이 내장되어 SCC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MMC/SD Drive™ V3는 SCC 칩이 없으므로, 그대로는 SCC 사운드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SCC 사운드 카트리지가 있다면, 메가램 및 GameRunner 모드에서 SCC 사운드를 들

을 수 있습니다. 

빈 슬롯에 SCC 사운드 카트리지를 꽂아두면, MMCSD.COM 구동 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아래는 지원 가능한 SCC 카트리지 종류입니다. 

- 스내처 사운드 카트리지, SD 스내처 사운드 카트리지 

  슬롯에 꽂아두면 됩니다. 부가적인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 일반 SCC 게임팩 (그라디우스2, 사라만다 등) 

  롬을 뽑거나 확장슬롯의 스위치 등을 이용하여, 롬팩의 게임이 실행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MMC/SD Drive™ V1, V2 카트리지 

  ATLOAD.COM를 이용하여 MMC/SD BIOS를 삭제하거나, 부팅 시 카트리지의 스위치 OFF로 

MMC/SD BIOS가 구동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 주의 ] 

만약 외부 SCC 연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MMCSD.COM /DS 옵션을 사용하면 외부 SCC 

지원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SUB-ROM으로 실행하거나 "패넌트레이스1, 2"의 경우, 외부 SCC 사운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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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크 이미지 실행 

 

4.1. DSK 파일 

DSK 파일은 MSX에서 사용되는 플로피 디스크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1DD 이미지는 360KB 용량이며, 2DD 이미지는 720KB 용량을 갖습니다. 

 

MMC/SD Drive™ V3는 SD 카드에 저장된 DSK 파일을 FDD 처럼 구동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DD 및 2DD 디스크를 자동인식합니다. 

만약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게임 디스크를 실행하려면, CONCAT /B 명령으로 하나의 파일로 합치면 

됩니다. 최대 10장의 디스크를 지원합니다. 

 

- 아래는 CONCAT /B 명령으로 알레스트2 DSK 파일을 합치는 모습입니다. 

 

 

- 디스크를 쓰기 금지(Write protected) 모드로 설정하려면, 해당 DSK 파일 속성의 Readonly 항목

을 설정하면 됩니다. 

아래처럼 YS2.DSK 파일이 Readonly로 설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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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SR 파일 

USR 파일은 게임에서 세이브/로드 시 사용되는 유저 디스크의 이미지파일입니다. 

한장으로 된 DSK 파일과 구조는 동일하며, 파일 확장자만 USR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 YS2 디스크 이미지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YS2.DSK -> 게임 디스크 

   YS2.USR -> 유저 디스크 

 

- 실행방법: MMCSD.COM DSK파일명 명령으로 실행하면, 동일한 이름의 *.USR 파일을 유저 디스

크로 설정해줍니다. USR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만 설정됩니다. 

 

4.3. 실행 및 옵션 

- 실행방법: MMCSD.COM DSK파일명 [옵션] 

  FDD로 구동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ONE-Drive 모드를 사용합니다. 

  본체 내장된 FDD (슬롯3)가 있더라도 사용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 게임 동작 중 디스크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R/W 중 STOP 키 또는 실행 키를 누르면, 디스크 동작이 멈추고 CAPS LED가 빠르게 

깜빡이게 됩니다. 

  이 때 숫자 키(1, 2, ... 9, 0)를 눌러 원하는 번호의 디스크로 전환합니다. 

  유저 디스크는 U 키를 누르면 됩니다. 

 

- 아래는 MMCSD.COM 프로그램에서 설정 가능한 디스크 옵션입니다. 

/DO: ONE-Drive 모드를 쓰지 않습니다. 

     프레이, 가젤의 탑 등 turboR 지원 게임 구동 시 사용합니다. 

     참고로, 옵션 설정하지 않으면, ONE-Drive 모드 ON 상태입니다. 

 

/Bn: 부트 디스크 번호를 선택합니다. 

     n은 디스크 번호입니다. (예: /B2, /B3, 등) 

     알레스트2 처럼 게임디스크가 2번인 경우, /B2를 설정하면 됩니다. 

 

/1D: 1DD 모드로 강제 설정합니다. 

     1DD 자동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용하세요. 

 

/2D: 2DD 모드로 강제 설정합니다. 

     2DD 자동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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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알레스트2 디스크(2DD 3장)를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 아래는 이스2 디스크(2DD 2장 + 유저디스크)를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WP]는 Write Protected, 쓰기 금지 표시입니다. 

  

 

- 아래는 인베이더스 디스크(1DD 1장)를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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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핫키 변경 

디스크 전환에 쓰이는 핫키는 사용자가 원하는 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실행방법: MMCSD.COM /K 

 설정된 키 값은 MMCSD.KEY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파일은 MMCSD.COM 과 같은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만약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MMCSD.KEY 파일을 삭제하면 됩니다. 

 

아래는 핫키 설정을 변경하는 모습입니다. 

디스크 전환 용 키는 두개 설정, 그 외는 하나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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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IOS 업데이트 

MMC/SD BIOS 롬은 128KB 크기의 롬으로 구성됩니다. 

MMC/SD Drive™ V3 초기 상태의 BIOS 는 v5.00 롬이 들어있습니다. 

 

5.1. 업그레이드 

BIOS 롬 업데이트는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 인터넷으로 새로운 BIOS 롬을 다운 받아, SD 카드에 복사합니다. 

  아래의 저작자 블로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harksym.egloos.com/category/MMC%2FSD%20Drive 

  BIOS 롬 파일은 MMCSD510.ROM 처럼 파일명에 버전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BIOS 롬 v5.10 입니다. 

 

- 실행방법: MMCSD.COM BIOS파일명 

  아래처럼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Y 키를 눌러서 플래쉬롬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 BIOS 업데이트가 끝나면, RETURN 키를 눌러 재부팅합니다. 

 

- 만약 잘못된 BIOS 롬이 다운로드 된 경우, 초기 BIOS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2. 복구" 항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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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복구 

MMC/SD Drive™ V3는 초기 BIOS v5.00 롬이 별도 공간에 저장되어있습니다. 

사용중인 BIOS 롬이 손상되거나 잘못된 BIOS 롬을 다운로드 한 경우, 원래의  BIOS 롬으로 복구

할 수 있습니다. 

 

- BIOS 업데이트 도중 전원 OFF 등의 상황으로, 사용중인 BIOS 롬이 손상되는 경우. 

  본체 전원을 다시 켜면 아래처럼 자동으로 복구 모드가 동작합니다. 

  초기 상태인 BIOS v5.00 으로 돌아갑니다. 

 

 

- 잘못된 BIOS 롬을 다운로드 한 경우. 

  부트 메뉴의 "3. Recover MMC/SD BIOS" 항목으로 복구 모드를 실행합니다. 

  초기 상태인 BIOS v5.00 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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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능 

MMC/SD Drive™ V3 는 일반 MSX2 Z80 3.58MHz 부터 MSXturboR R800 DRAM 고속모드까지 

모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chipMSX 도 지원됩니다. 

 

아래는 DOSSC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된 디스크 읽기 속도입니다. 

MSXturboR 의 경우, 디스크 동작 중 Z80 모드 전환을 막기 위해 R800-DR.CO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CPU Mode DOSSCAN Result Speed Ratio 

Normal Z80 3.58MHz 155KB/sec x1.00 

A1WSX Z80 5.37MHz 207KB/sec x1.34 

1chipMSX 8.06MHz 354KB/sec x2.28 

A1GT R800 DRAM 544KB/sec x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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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 

MMC/SD Drive™ V3 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중 버그 문의, 제안 요청 등은 아래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mailto:sharksym@hitel.net 

 

최신 정보는 아래의 저작자 블로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harksym.egloos.com/category/MMC%2FSD%20Drive 

 

MMC/SD Drive™ V3 의 케이스와 레이블을 제작해주신 맛탱이님, ASTERiS 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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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히스토리 

 

2016.02 

- 사용자 매뉴얼 

- MMC/SD BIOS v5.10 

- MMC/SD Tool v1.10 

 

2015.12 

- MMC/SD Drive™ V3 (H/W v3.1) 

- MMC/SD BIOS v5.00 

- MMC/SD Tool v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