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 DISK][ Emulator V2.44 

 

 

SD DISK][ Emulator의 소개 

SD DISK][ Emulator는 APPLE2(][및 //e)용의 가상 DISK장치로 SD메모리카드 이용하여 2대의 

DISK][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버 또는 2대의 최대 32MB의 하드디스크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가상의 디

스크 장치입니다. 실물의 디스크 드라이브나 디스켓이 필요 없이 이미지 파일을 SD메모리 카드에 복사하여 넣

음으로써 실제의 디스켓의 역할을 하며 APPLE2(][, //e)에서 게임/유틸리티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SD DISK][ Emulator만의 간편하고 직관적인 파일선택기인 회전식 다이얼과 최적화된 버튼으로 간

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 사용자를 위한 콘솔모드를 지원하여 파일의 복잡한 관리, 사용 등이 가능

합니다. 게다가, Bluetooth(옵션)를 지원하여 Smart phone이나 지원하는 Notebook등에서 무선으로 연결

하여 콘솔모드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존 최다 기능을 갖추고 있는 APPLE2를 위한 한국형 가상 디스크 장치 

입니다.  



SD DISK][ Emulator는 

· 2 대의 플로피 디스크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개의 최대 32MB 하드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lock device장치인 800KB 디스켓 이미지나 2MB등의 디스켓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 실물의 디스켓의 백업 및 보관을 위해 SD 메모리 카드로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기 쉬운 외부 다이얼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 APPLE2 의 표준 35 트랙의 제한을 넘어 39 트랙까지 Read/Write 를 지원합니다. 

· 타 Emulator 는 지원하지 못하는 Half track 을 지원합니다. 

· 총 512KB 용량의 Read/Write back Cache 가 채용되어, Emulator 의 속도와 SD 메모리카드의 

수명을 향상시켰습니다. 

· 다수의 SD DISK][ Emulator 보드를 APPLE2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디스크 교환을 BASIC+ASM프로그램 상에서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 Serial port 와 Bluetooth(옵션)지원으로 유/무선으로 관리 조작이 가능합니다  

· DOS3.3 과 PRODOS모드에서의Auto Boot 를 지원합니다. 

외부 연결 포트 

SD Disk][ Emulator는 2가지의 외부 연결방식을 현재 지원합니다. 

하나는 RS232c로 불리는 연결방식으로 USB용 Serial케이블로 연결하여 PC에 연결하는 방법과  

Bluetooth 옵션보드를 장착하여 무선으로 PC나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SB용 Serial과 Bluetooth의 연결 위치 

 

 

 

 

 

 

 

 

 

 

 

 

 

 

 

USB시리얼 

연결 단자 

콘트롤다이얼  

연결 단자 

블루투스 

연결 단자 

EXTBIOS 

ON/OFF 

 



USB Serial과 Bluetooth 그리고 컨트롤 다이얼 연결 방법 

먼저, APPLE2가 꺼진 상태에서 단자를 정리하여 연결하십시오. 

1. USB Serial케이블은 붉은색 쪽을 사진처럼 위쪽 방향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2. Control Dial은 왼쪽이 붉은표시선이 위치하도록 연결하면 됩니다. 

 

 

 

 

  

 

 

 

 

 

 

Bluetooth 옵션보드는 아래와 같이 꽂고, 아래의 4핀이 절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장착합니다. 

(어긋나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Control 다이얼 

연결단자 

 

 

USB시리얼 케이블은 빨간색을  

위쪽으로 하여 잘 꽂습니다. 

콘트롤 다이얼은 붉은색선을 왼쪽으로 하여 

잘  잘 꽂습니다. 



콘트롤 다이얼에 대하여 

 

 

 

콘트롤 다이얼은 좌우로 돌릴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습니다. 버튼은 Exit, Reset 그리고 DRV1/2가 있습니

다. 이 다이얼과 버튼을 이용하여 SD메모리 상에서 image파일을 선택하거나 디렉토리 이동 등을 합니다. 

  

1. 파일선택 기능 

2. 디렉터리 이동 

3. DRV1/DRV2의 드라이브 선택 

4. Emulator보드의 Reset 

5. 신규 Image파일의 생성 

6. Emulation 모드선택 (FDD모드/HDD모드)  

이 가능합니다. 

 

버튼의 기능 

 

 

 

 

 

 

 

 

 

 

 

 

 

 (Reset)버튼 ; Emulator를 초기화 합니다. 

Exit/Cancel/No버튼; 대체로 나가기나 부정적인 ‘No’ 명령을 담당합니다. 

DRV1/2)선택 버튼; DRV1이나 DRV2에 디스크를 넣기 전에 맞춰놓습니다. 해당 표시위치로 디스크가 들어

갑니다. 

회전식Dial과 내장된(OK)버튼;  Yes나 확인 명령과 유사한 ‘예’ 입니다. 



이미지 파일의 선택 

SD DISK][ Emulator는 쉬운 파일 선택과 간편한 디렉토리 이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전식다이얼을 사용

합니다.  

사용법은 직관적으로 ‘골라서 쏘세요’ 라는 개념으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돌린 후 눌러서 선택합니다. 

 

  

 

 

 

 

 

 

컨트롤 보드의 `을 좌우로 돌리면 맨 아래 줄에서 현재의 디렉터리 나 파일명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명 상태에서 다이얼 을 누르면 해당 파일이 선택 로딩됩니다.(하드디스크상에

서는 선택만 됩니다)  

 디렉토리가 선택되었다면 해당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루트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이 선택되면 자동으로 다음에 APPLE2를 켤 때 사용될 Booting파일로 지정됩니다. 

이 기능은 SD 메모리의 Label이름이 정해져야 동작합니다. 

  

 

 

 *참고 사항 

DRV LED는 현재 선택된 DRV1/2버튼의 Drive번호를 표시합니다. 

 

Busy LED는 SD DISK][ 가 동작 중일 때 켜집니다.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였고 Emulator가 준비가 되면 Ready라고 표시됩니다 

DRV1 DRV2 



디렉터리로 들어가기 및 나오기 

콘트롤 다이얼로 선택된 것이 파일이 아니라 디렉토리인 경우 에는 해당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디렉토리명은 이름 앞에  \가 붙어서        처럼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해당 디렉토리의 이미지 파일이 나타납니

다. 

 

 

 

 

현재 디렉토리에서 나갈 때는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거나,       위치에서 다이얼을 눌러

도 됩니다 

  

 

Exit을 한번 누를 때 마다 바로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공 디스켓의 생성(NIB only) 

공 디스켓 파일의 생성은 가상으로 디스켓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급하게 몇 장 디스켓으로부터 복사 받거나 COPY II PLUS등으로 바로 포맷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요긴 합니

다.  사용 전에 임시 이름을 적당히 REN으로 변경하시고 Loading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가상 디스켓은 벌크(?)디스켓 이라서 실기 처럼 포맷 해야 합니다. 

  

 

 

  

 

 

 

 

 

 

 

 

 

 

 

방법은 Dial 버튼(OK)을 먼저 누른 상태에서 EXIT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순서에 주의하세요) 

  

 

+              + 

 

그러면     간단한 내용이 뜨고..   

다이얼을 돌려 파일번호를 적당히 선택해 준 후에 다이얼 버튼을 누르면 생성됩니다.  

99장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 터미널 명령의 Newdisk 명령 참조 

 

 



HDD 모드 <-> FDD 모드 변경 

SD DISK][ Emulator가 FDD모드나 HDD모드로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FDD모드는 통상적인 35섹터 APPLE2 DOS3.3이나 3.2를 지원하는것이며, HDD모드는 32MB까지의 하드

디스크 이미지를 지원하도록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드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파일이 달라집니다. 

FDD모드는 NIB확장자의 파일만 표시되고 HDD모드의 경우에는 HDV확장자의 파일만 나타납니다. 

HDV파일이외에 Smartport지원하는 3.5” FDD파일인 800K포맷된 *.PO나 *.2MG등의 파일도 HDD모드에

서 사용가능합니다. 단, 파일이 터미널에서 표시되지 않으므로 DIR *.PO 나 DIR *.2MG로 확인후 로딩하시

거나 미리 해당 파일의 확장자를 HDV로 바꾸시면 앞으로도 해당 파일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사용 전에 적당한 모드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정 후에는 재 설정 전까지 기억됩니다. 

모드 변경 후에는 APPLE2를 PR#n하여 재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DD 모드는 PROD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인 32MB

까지 하드디스크를 지원하는 모드입니다. 

 

DOS3.3 FDD 모드는 DISK][인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버 모드 입

니다. 

 

 

 

 

   

 

Exit/Cancel/No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른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DOS3.3 NIB모드라면 Prodos HDD 모드로 가겠냐고 묻습니다. 

 
만약, 현재 상태가 Prodos모드이면 DOS3.3 FDD모드로 변경하겠냐고 묻습니다. 

 

다이얼을 누르면 Yes, Exit을 누르면 No 입니다. 

모드가 변경된 후에는 사용할 이미지파일을 선택한 후에 APPLE2를 OFF/ON하거나 PR#(슬롯번호) 명령어로 

재 부팅하면 됩니다. 

 

* 터미널 명령읜 MODE 명령 참조 

 

 



 APPLE2와 같이 사용해 보기 

· USB 시리얼케이블을 PC에 연결합니다. OS에 따라 드라이버 필요 없

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 만약 오류가 있다면 수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의 터미널 프로그램을 해당 COM#에 맞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Port번호, 속도(115200bps), 1stopbit, 8 data bit 입니다. 

· 잘 설정 후에 APPLE2를 켜시면  

· 아래와 같이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나온다면 정상입니다. 

· 초기  Firmware Version과 내용은 SD메모리카드와 보드 제조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는 이야기 멀티의 화면입니다. 

 

 

 

 

 

 

 

 

 

 

 

 

 

 

 

 

 

 

 

 



 

Bluetooth 나 USB시리얼 터미널의 화면  

 

Speed; 115200bps 

Stop bit: 1 

Data bit; 8 

Parity; None 

 

Mode: 는 DOS3.3의 FDD모드와 PRODOS의 HDD모드가 있

으며 현재 모드가 표시됩니다. 즉 디스켓 사용 모드인지 하드디

스크 사용모드인지가 나타납니다. 

 

아래는 DOS화면과 유사하게 디렉토리명이 먼저 나오고 날짜와 

파일 크기 그리고 파일명이 나옵니다. 왼쪽의 번호는 다이얼용 

참조용 번호입니다. 

 

D1:  

D2:  현재 Loading 되어 있는 image파일 

 

 

도움말을 보시려면 ‘?’ (엔터) 또는 한글로 ‘도움’ 이라고 입력 하시면 됩니다. 

 

편의를 위하면 꽤 많은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파일을 보는 DIR명령과 화면을 지우는 HOME명령 그리고 애플

명령과 유사한 LOCK명령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령어 혼동이 있을 수도 있어 APPLE DOS의 명령어로도 

실행될 수 있도록 배려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DIR 대신 CAT을 CD대신 PREFIX를 입력해도 같은 결과가 나

옵니다. 

 

 

 

 

 

 

 

 



터미널 명령 사용 방법   

먼저 도움말은?Enter 치시면 됩니다. 

 

 

 

 

*명령어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 명령 은 같이 입력해도 됩니다. 

 [ ] 안의 명령은 입력하실 때 의 형태입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에 따라 한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Version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터미널 명령어  

 

*기본적인 Drive1의 파일선택이나 디렉토리 선택은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Firmware version에 따라 명령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R(=CAT); 파일 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Emulation 에 맞는 파일만 나옵니다. 뒤에 *.*를 치시면 모든 파

일이 보여지며 *.TXT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HOME(=CLS); 화면 지워주는 명령으로 VT100을 지원해야 화면이 지워집니다. 

CD(=PREFIX); 디렉터리 이동 명령입니다. 상위 디렉터리로 갈 때는 CD.. 하시면 됩니다. 

RD; 디렉터리 삭제입니다. 파일 있으면 삭제 안됩니다. 

MD; 디렉터리 만들기 입니다. 

DEL(=DELETE): 파일 삭제 명령으로 확장자 까지 모두 적어줘야 합니다. 

LOAD; image파일의 로딩, 확장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뒤에 드라이브 번호명 이 없으면 

DRV1에 넣습니다. Drive1에 넣으려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맨 앞의 번호를 입력하실것을 권합니다. 

UNLOAD(=EJECT); image파일의 unloading 및 memory clear 함, 버퍼 memory를 클리어 하고 싶지 

않다면 다이얼의 Reset을 눌러서 초기화 하는 편법도 가능 

MODE; 현재 Emulation모드를 변경 

REN; 파일명 변경, 확장자 이름을 넣어야 함. 바로 만든 이미지 파일명을 변경하여 맞춰줄 수 있음. 

NEWDISK; 새로운 image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함, 파일명을 지정할 수 있음, 필요 시 Format을 하시기 바랍

니다. 

COPY: NIB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느려서 사용 권장은 하지 않음. 

  Image디스크의 복사는 Load 와 Save를 조합해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LOCK; 해당 파일을 Read only로 만듦, 사용중인 image 파일에도 바로 적용 가능하며, 하드디스크에서는 무

시됨 

UNLCOK; 해당 파일을 Read Write가능하게 만듦, 사용중인 파일에 바로 적용 가능 

STAT(=STATUS): 디스크에 연결된 image 파일명을 표시 

SAVE; 현재의 Buffer로 부터 image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는 게임 중간에 디스크를 통째로 다른 이름의 이

미지파일로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image파일을 복사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SET; Emulator를 새로 시작합니다. 콘트롤 다이얼의 Reset과 동등한 효과를 냅니다. 

RAMTEST; Emulator내부의 RAM을 Test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RAMTEST후에는 자동으로 재부팅 합니다. 

BLUESET; 블루투스의 이름을 바꾸거나 페어링 암호를 바꿀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요는 없으며,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CHO; 시리얼터미널에 입력 문자를 Echo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합니다.  

참고로 Blueterm에서는 Echo off가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ON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재 설정 하기전

까지 계속 유지 됩니다. 

 



FDD 디스크 작동 시에 표시 사항 

 

 + ;헤드이동 중 ; D#드라이브번호, TR#트랙번호  

 *;  Write 프로텍트 된 자료에 가상으로 Write중 

 ; >> FDD로 Write중  

;√ 해당 image파일로의 Write완료 체크표시 

 

HDD모드 시 표시사항 

  Drive number, Read/Write Block #, WB cache usage 

D1 RB#   WB#1  

 

SD DISK][ Emulator의 LED의 의미 

맨 왼쪽 붉은색; SD 메모리의 Access ; SD Memory를 Access 시 ON 

☞ 동작 중에 SD메모리를 빼시면 메모리카드의 자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청색; DISK의 Data Write; DISK에 Write기능이 수행 중 켜짐 

노란색; Drive ON; FDD나 HDD가 동작 중 켜짐 

 

 

 

 

 



기타 hardware 내용 

 

SD DISK][ Emulator 사양 

MPU Atmega128-16Mhz 

SRAM cache 684000-70ns 4Mbits(512KBytes) 

SD Memory  SD/SDHC support, Max 32GB, FAT16/32 only  

 

USB Serial 연결 단자 

위로부터  

5V 

GND 

TX 

RX 

신호 Level은 TTL호환 

 

 



블루투스 단자 

 

 

 

 

 

 

 

 

 

 

 

 

 

 

EXT BIOS 스위치 

ON시에는 화장 BIOS가 Enable 됩니다. 향후 EXTBIOS가 발표되면 롬 교체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OFF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5V 

GND 

TX 

RX 

신호 Level은 TTL호환 

기본적으로 OFF(아래) 



사용상 팁과 기타 주의 사항 

· SD DISK][ Emulator는 APPLE][, APPLE][ Plus, APPLE//e에 맞춰서 설계 되었습니다. 다른 기

종에서는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APPLE III나 APPLE IIgs에서는 Test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자가 

해당 기종이 없어 동작여부를 모릅니다)  

· SD DISK][ Emulator는 Read/Write 와 format을 지원하지만 디스크 이미지를 새로 포맷하게 되면 

APPLE2 Emulator에서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Emulator와의 호환을 원한다면 Format을 하

지 마시고 기존에 포맷된 image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점은 SD DISK][ Emulator의 문

제점이 아닌 DISK][ Image가 실기에서의 포맷과는 조금 다른 것에 따른 문제입니다. 

·  Read Only(LOCK)된 NIB파일도 Loading후에 APPLE2에서 마음껏 Write 심지어 포맷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image파일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 이 기능은 하드디스크모드에서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  Image파일 사용 중 Lock명령어를 이용하면 해당 순간부터는 Read only가 되게 할 수도 Unlock을 

하여 해당 순간부터는 Write를 수행 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별한 경우게 기록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E2는 이런 경우를 알지 못하고 Write기능을 

수행합니다만, Image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OFF를 하면 변경된 Data는 사라집니다.  

· ADT 디스크 전송 기능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APPLE2에서 COPY II PLUS로 디스켓에서 SD 

DISK][ Emulator쪽으로 DISK COPY하면 됩니다. 반대로 image를 실물의 디스켓을 만드시려면 SD 

DISK][ Emulator에서 디스켓 쪽으로 DISK COPY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됩니다. 

· SD DISK][ Emulator동작 중 콘트롤 다이얼을 조작하게 되면 Data오류를 낼 수 있습니다.  DISK 

Access중에는 조작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모리카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Hot swap을 지원합니다. 전원을 끌 필요 없이, 디스크 사용중이 아닐 

때 SD Memory카드를 빼고 다른 메모리 카드를 꽂은 후 다이얼 콘트롤의 Reset이나 reset명령으로 

초기화 하면 됩니다.  

· 쓰기 작업(Writing)이 있을 때는 먼저 내부 Cache에 저장한 후에 SD 메모리에 Write를 합니다. 만약,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이 OFF되면 Data를 읽을 수 없게 되거나 심하면 SD메모리카드 

FAT이 깨질 수 있습니다. 호박색LED가 켜지고 깜빡이지 않을 때 OFF하시면 되며, 통상 APPLE2에서 

Write작업이 끝난 후 10초 정도 후에 OFF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디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포맷하거나 Write시도 하면 임시로  NODSK1x.NIB(DRV1인 경

우)나 NODSK2x.NIB(DRV2인 경우)를 자동 생성하며 x는 1번부터 시작하며 중복되는 파일이 있으면 

다음 번호를 만듭니다. 임시 저장 파일은 Full track이 기록된 것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

적으로 기록된 것은 디스크 구조를 잘 아시는 분이라야 자료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트랙 위치에 

Data를 Overwrite하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APPLE2의 슬롯 중 FDD는 6번이 가장 좋습니다. 종종 APPLE2 프로그램들이 DISK][가  6번 슬롯에 

있을 것을 가정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 없이 사용하시려면 6번 슬롯을 권장합니

다. 

· SD의 파일명은 8.3 short file name을 사용합니다. Long file name은 ~로 단축된 파일명으로 나

타납니다. 

· SD메모리에 Label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mulator가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 개량된 Firmware는 별도로 공지됩니다. http://Quick09.tistory.com 이나 Naver의 APPLEII 카페 

(http://cafe.naver.com/appleii) SD DISK][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APPLE2의 Copy Protect된 Image는 지원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기와의 여러 가지 기술

적인 차이점에 의하여 발생 되는 것입니다.  

· 일부 Copy프로그램에서 제대로 Write되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스크 복사 시에는 COPY II PLUS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Copy II Plus 5.1; RW Format OK  

CopyII Plus 6.0; RW Format OK 

CopyII Plus 7.4; RW Format OK 

· SD 메모리카드의 Lock스위치는 사용되지 않고 무시됩니다. 파일의 Read-only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Read-only로 파일을 설정하시거나 터미널명령으로 Lock명령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하드디스크 Emulation중 사용중인 이미지가 없는 다른 디렉토리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mulator는 현재의 디렉토리에서의 Hard Disk image파일을 사용합니다. 

· DISK Image의 관리는 Ciderpress를 권장합니다.  

· Bluetooth는 APPLE2를 꺼도 약간의 전원을 Super capacitor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대략 수초에서 

10초 정도이며, 이는 APPLE2를 OFF하였을 때 Bluetooth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Bluetooth의 전원이 약해지는 10초 이후에는 ON하면 Bluetooth가 재 시작을 못하면 APPLE2의 

전원을 OFF한 후 충분한 시간 대략 30초 이후에 다시 APPLE2를 ON하시면 됩니다.  



기타 프로그램 제어 모드 

SD DISK][ Emulator는 APPLE2상에서 원하는 디스크나 디스켓 이미지로 변경하는 등의 기능이 가능합니

다. 프로그램 상에서 디스크 변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드는 2가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지만 복잡한 기능은 곤란한 Advanced direct command mode와 복잡하지만 여러 기능이 가

능한  text command 모드가 있습니다 

Direct 모드는 간단하게 디스크 바꾸기 명령이 가능하며, 세세한 명령보다는 단순화시킨 명령으로 게임상에서 

디스켓 변환 정도의 기능이나 간단하게 원하는 디스크로 바꿀 때 유용합니다. 

 

Text command 모드는 아직 미완성이나 DIR, CD, LOAD, UNLOAD, DEL의 명령이 터미널에서처럼 작

동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동작하는 명령은 LOAD, UNLOAD, CD명령이고, DIR명령은 오류가 있습니다(향

후 보완됨). 향후 터미널 명령과 연계하여 동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리얼 케이블이나 터미널도 

필요 없이 SD DISK][ Emulator 보드만으로도 그리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Direct모드로 간단하게 파일번호로 해당번호 파일을 DRV2에 넣는 예제입니다 BASIC과 간단한 ASM

의 조합으로 사용하여 사용합니다. 

  

Direct모드로 진입하는 ASM 코드입니다. (보드는 7번 슬롯) 

--Entering code 

0302-   AD F0 C0    LDA   $C0F0 ; 7번 슬롯 

0305-   AD F3 C0    LDA   $C0F3; 7번 슬롯 

0308-   AD F4 C0    LDA   $C0F4; 7번 슬롯 

030B-   AD F7 C0    LDA   $C0F7; 7번 슬롯 

030E-   48          PHA 

030F-   68          PLA 

0310-   48          PHA 

0311-   68          PLA 

0312-   AD F1 C0    LDA   $C0F1; 7번 슬롯 

0315-   AD F2 C0    LDA   $C0F2; 7번 슬롯 

0318-   AD F5 C0    LDA   $C0F5; 7번 슬롯 

031B-   AD F7 C0    LDA   $C0F7; 7번 슬롯 

031E-   60          RTS 

 

아래는 디스크를 바꾸는 간단한 Basic 소스입니다. 

예제에서는 Image파일번호 9번부터 32번까지 하나씩 DRV2에 넣고 CATALOG시키는 프로그램 입니다. 

--Basic sample 

 5  FOR I = 9 TO 32 

 6  PRINT "FILE NUMBER#";I  

 7 A =  PEEK (49402)  



 10  CALL 770; direct모드를 요청합니다. 

 20 A =  PEEK (49400); 요청 허가 결과를 읽습니다. 

 50 A =  PEEK (49404); 다음 byte 

 55 A =  PEEK (49405); Get Emulator status  

 60  IF A <  > 81 THEN  55 ; Ready?  

 90 A =  PEEK (49405); Get Emulator status  

 95  IF A <  > 81 THEN 90 ; Ready?  

 100  POKE 49405,68 ;  DISK Change 

 110 A =  PEEK (49404); ACK  

 120  POKE 49405,I ; 디스크 번호를 넣고  

 130 A =  PEEK (49404) ; ACK  

 140  POKE 49405,2 ; disk#  넣고 

 150 A =  PEEK (49404) ; ACK  

 160  POKE 49405,13 ; END 코드를 넣고 

 170 A =  PEEK (49404) ; ACK  

 180 A =  PEEK (49400) ;  

 200 A =  PEEK (49405)  ; Get Emulator status  

 210  IF A = 81 THEN 400; Ready?  

 220  GOTO 200; 기다립니다.  

 400  POKE 49405,78 ; End Direct command  

 410 A =  PEEK (49404); ACK  

 420  POKE 49405,8 ; dummy  

 430 A =  PEEK (49404) ; ACK  

 440  POKE 49405,1 ; dummy  

 450 A =  PEEK (49404) ; ACK  

 460  POKE 49405,13 ; end of command  

 470 A =  PEEK (49404) ; ACK  

 480 A =  PEEK (49400) ; Get Emulator status  

 490  IF A > 127 THEN 500 ; ready?  

 500 A =  PEEK (49405)  ; ACK  

520 A =  PEEK (49392) ; clear ADV flag  

 530 A =  PEEK (49394) ; clear ADV flag  

 540 A =  PEEK (49396) ; clear ADV flag  

 550 A =  PEEK (49398) ; clear ADV flag  

 600  PRINT  CHR$ (4);"CATALOG,D2"  

 605 A =  PEEK (49402) ; clear ADV flag  

 620  NEXT I 

 

적절한 응용만 잘 된다면 더 재미있는 APPLE2 사용법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의 설명은 차후에 계속될 것입니다. 

 

콘트롤 다이얼 읽기 

APPLE2에서 콘트롤다이얼의 신호와 Exit버튼의 감지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향후에 자작 프로그램의 메뉴 

선택 시나 조이패드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될 수 도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요 시 지원 요청하시면 Dial 신호가 Emulator의 파일선택 등의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제에서는 보드가 7번 슬롯에 있습니다.  

C0xD; 7번 슬롯 x는 슬롯번호 

 

간단하게는 BASIC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PEEK(49405) 

 

Data는 아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ADY Exit button Dial_A Dial_B 무효 Data 

D7 D6 D5 D4 D3/D2/D1/D0 

 

D7; SD DISK][ Emulator의 Ready상태를 나타냅니다. 0;Busy 1;Ready 

D6; Exit button을 누르면 0 

D5,D4; Dial을 돌리면 D5,D4에 Gray code로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다이얼의 회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SD 메모리카드 

· SD 와 SDHC로 1G~32GB까지 FAT16/FAT32를 지원하며 NTF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2GB이상의 

SDHC는 Test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 Image 파일 

· 현재 FDD image는 *.NIB만 지원되면 HDD image는 *.HDV가 사용됩니다.  

· Smartport,의 Block device 표준으로 기록된 이미지인 경우는 HDV로 확장자만 변경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0KB, 2MB등의 이미지) 

지원 FDD Track 

· Half track을 지원합니다. FDD에서 Half track 위치에서 R/W가능합니다. 

· $0~$26까지 총 39트랙까지 Read Write할 수 있습니다. 

 



제작 후기 

 

 처음 개발할 때에는 나만을 위한 장치였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버튼으로 할까? 번호로 할까? 파일 선택에 
대한 Idea의 선택의 갈등, 파일 로딩만 하는 터미널 기능에서 결국은 복사 명령까지 넣고.. 
눈에 익숙한 DOS화면처럼 만들고.. APPLE2 사용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같은 기능의 명령
어도 지원하도록 하고 등등  
그리고, 실물로는 사용해보지도 못한 Hard Disk를 지원을 할 때의 어려움과 완성 후에 환
희.. 완성 후 이것이 APPLE2인지 16bit PC인지 믿어지지 않는 APPLE2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기도 하고 한참 기분이 들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제작 지원하게 된 
APPLE2와의 프로그램 상에서 인터페이스지원에 대한 여러 고민 과 어려움 등등..  그리고, 
최근의 기기인 Bluetooth를 지원하였을 때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일전송도 가능하
도록 Xmodem protocol이라도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초기에는 이런 저런 내용과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생각만 하다가는 계속 개발 
중(?) / 개선 중(?) 이 될까 스스로 걱정도 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하더라, 향후에 신규 
Firmware등으로 보완/업그레이드 할것을 약속 드리며, 시제품을 내었습니다. 
 
대략, 10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기입니다. 편리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을 
넣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해외의 기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기기가 되도
록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Email이나 카페 게시판등에 해당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그럼, 애플2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SD DISK][ Emulator가 APPLE2를 즐기는데 도움
이 되기를 바라며 후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APPLEII 카페 게시판을 통해 
격려해시고 도와주신 Naver APPLE II 카페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이안드림 

Email: quick0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