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 Smart Drive 상세 메뉴얼

이안이 만들었어요.



SD Smart Drive는
• APPLE II의 Smartport에 장착되는 Smartport 통신형 외부 저장장치

로, SD메모리 카드의 이미지화일을 APPLE II상에서 FDD나 
PRODOS용 HDD용 Data 저장 장치로 인식하는 APPLE II의 주변기
기 입니다.

• APPLE II의 Smartport용으로 제작된 보조장치로, 2개의 FDD와 최대
9개의 HDD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SD Smart Drive는 지능적인 기능을 내장하여 APPLE II의 요청이 
FDD요청인지 HDD 요청인지를 구별하여 동작하며, APPLE IIc에 연
결 되어 있다면 IN USE LED를 켜도록 APPLE IIc에도 잘 맞도록 제작
되어 있습니다.

• 단순 심플한 장치가 켜고 꺼서 사용하는 장치가 아니라, USB시리얼
로 연결되어 PC등에서 명령어를 주고 받는 방식의 Text command로 
대화식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주요 콘트롤러로 Atmega128을 사용되었으며, SRAM 512KB를 버퍼
로 사용하였으며, 현존 가장 실기의 FDD와 유사한 동작을 하는 DISK 
Emulator입니다. 



왜 SD Smart Drive가 좋은가?
FDD
• 2대의 FDD 동시 지원 합니다 

– 이것은 Smartport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5.25" FDD의 최대 숫자입니다. 더이상은 없습니다.
– 2대라서 Ultima 4등에서 사용이 수월합니다.

• NIB이미지와 DSK이미지를 지원합니다
– DSK이미지만 지원하면 쓸모가 떨어집니다. NIB이미지를 지원하여 실기와 가장 근접한 FDD Emulation이 가능합니다.

• FDD의 Read/Write 그리고, Format도 부분 지원
– FDD의 Read와 Write를 지원하고, Format도 지원됩니다. Format은 특성상 꽤 어려운 부분이라, DISKCOPY프로그램을 특성을 탑

니다.  시험결과 Crazy copy V1.0과 NIBBLE AWAY ][에서는 디스켓을 잘 복사해 냅니다. 
– FDD에서 Format 기능이 되어야 DISKCOPY를 할 수 있습니다. 타 Emulator는 이 Format기능이 되지 않아 DISKCOPY를 해 넣을수 

없습니다.
• Auto Power ON Boot지원

– APPLE II를 켜서 최종 사용된 DISK를 바로 읽어들여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단, 이 기능은 하나의 FDD에서만 동작하며, 디렉토리 한단계 아래까지에서만 됩니다.

• Half track지원
– FDD 의 halftrack을 지원합니다. 짝수트랙이나 홀수트랙같은 위치에 Data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80트랙을 지원하는것은 

아닙니다.
• 39트랙까지 지원

– APPLE II표준은 35트랙입니다. SD Smart Drive는 여기에 +4트랙 추가 된39트랙을 R/W를 할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트랙이 확장된 프로그램도 잘 담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타 Emulator는 지원되지 못하는 SD Smart Drive의 기능입니

다.
• 특수하게 프로텍트된 화일의 지원 

– APPLE II의 FDD는 Software적으로 제어되어 다양한 형태의 COPY Protect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SD Smart Drive는 NIT화일을 지
원하도록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NIB화일과 짝인 NIT화일이 존재하면 같이 읽어서 Emulation을 수행합니다. 이 기능은 타 
Emulator는 흉내낼수 없는 SD Smart Drive만의 특화된 기능입니다. 단,  이 기능은 DRIVE A에서만 동작합니다.

–  NIT 이미지가 제대로 없어 정확한 TEST를 할수 없어 현재는 불완전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지원할 수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NIT화일 제작자와 기술문의하여 완전하게 동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SD Smart Drive가 좋은가?
HDD
• 9개의 하드지원

– 타 emulator와 차별화된 9대를 지원합니다.  4대만 지원되는 Emulator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 Read/Write지원합니다. 읽기만 되면 문제겠지요.
• 하드이미지 화일의 쉬운 교환

– SD Smart Drive는 고정된 화일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HDD 이미지 화일을 원하는 드라이브쪽으로 
쉽게 바꿀수 있습니다. 

• 대용량 최대 2GB의 HFS포맷의 디스크를 지원

– 32MB의 Prodos뿐만아니라 GSOS에서는 드라이브당 2G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MG화일을 지원

– APPLE IIGS에서 2MG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게임들이 이 포맷으로 존재합니다.
• FDD와 HDD의 동시지원

SD Smart drive는 2대의 FDD와 9대의 HDD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대의 FDD로 쓸때의 설정과 9대의 HDD로 쓸때 설정할 필요없이 그냥 6번슬롯 1과 2는 FDD이고 5번슬롯은 
Smartport HDD입니다.
따라서, 이미지도 FDD용 1과 2 그리고 HDD용 이미지를 모두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Emulator처럼 FDD나 HDD모드로 하나씩 지원되는 Emulator와는 다릅니다.
2가지가 동시에 되지 않으면 실제 사용시에 불편한 점뿐만아니라 기능상 불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IIGS에서 
게임 실행시 FDD를 읽어야 해서 FDD로 바꾸게 되면 HDD의 존재가 없어지므로.. 실행하다 오류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File copy나 Disk copy등을 할수 없는등의 불편한 문제점이 SD Smart Drive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장치는 SD Smart Drive만이 유일합니다.



왜 SD Smart Drive가 좋은가?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LCD&DIAL 그리고 USB Serial 로 대화 방식으로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LCD&DIAL로 제어하고, 복잡한 기능은 USB Serial 터미널로 제어시킬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
해 가능한 많은 명령을 넣었습니다.
SD Smart Drive의 편리함은, 단적인 예를 들면 타 Emulator에서 100번째 화일을 선택하려면, 버튼을 100번 눌러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SD Smart Drive는 시리얼로 Load명령으로 화일을 선택하거나, 다이얼을 빠르게 돌리면 
쉽게 100번째 화일을 선택할 수있습니다. (1회전에 대략 20개정도 넘어가므로 5회전이면 100번째 화일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으로, 저렴한 버튼식이 아닌 다이얼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APPLE II의 전기종에서 문제없어 연결 사용이 가능합니다
APPLE II초기 기종은 FDD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후기 기종에서는 HDD도 같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타 Emulator중에는 그냥 꽂게 되면 +12V가 흘러 특정 회로가 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APPLE II쪽에 
Damage를 입힐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 Emulator는 표준 케이블에서 반드시 특정 선을 빼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SD Smart Drive는 설계 당시에 이러한것에 대처비되어 있습니다. APPLE II의 DISK][콘트롤러나 Duo 
DISK controller 뿐만 아니라, APPLE IIc나 IIGS에 바로 연결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안정성으로는 APPLE II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뺏다가 다시 꽂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작은 배려이나 중요한 차이점으로, 좋은 기기의 선택에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SD Smart Drive는 APPLE II 시리즈와 가장 잘 맞는 전용 FDD&HDD Emulator장치입니다.

APPLE IIc를 위한 배려
IIc내부에 장착하면 FDD나 HDD Access시에 본체의 IN USE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작은 배려이지만, 이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회로와 프로그램이 추가 작성되었습니다. 타, Emulator는 APPLE IIc내부의 
FDD자리에 연결해도 해당 LED가 켜지지 않을것입니다. SD Smart Drive만의 장점입니다.

고급 콘덴서 사용
SD Smart Drive는 전해콘덴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해콘덴서는 수명도 문제지만, 나중에 누액으로 보드를 부
식시킬수 있습니다. 각 부품의 안정된 동작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콘덴서로 안정된 전류를 공급하는것이 매우 중요
한 사항입니다.  콘덴서는 고품질의 충분한 용량의 탄탈륨 콘덴서와 칩세라믹콘덴서를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FDD와 HDD의 동시지원의 장점

• 타 Emulator처럼 FDD와 HDD가 별도로 모드를 변환하여, 한 가지씩
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FDD Emulation이 필요한 경우에는 FDD로 
바꾸고 HDD가 필요한 경우에는 HDD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개발에는 좀 쉽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사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만약, HDD Emualtion시 FDD Emulation을 사용 해
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FDD image의 파일을 HDD로 옮겨
서 복사해 넣는 경우라든지, 반대로 HDD의 파일을 FDD 이미지 쪽으
로 옮기고 싶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또한, FDD의 이미지를 실물을 디스켓으로 복사하고자 할때도 FDD모
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DOS3.3만 사용한다면 HDD는 인식이 
안될테니 FDD모드로도 COPY II PC등으로 복사할수 있을테지만,   
HDD를 사용하는 PRODOS나 GSOS하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타 외장형 Emulator는 FDD와 HDD를 동시지원하지 못하여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SD Smart Drive는 FDD와 HDD를 동
시에 사용가능하므로 HDD와 FDD이미지 사용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SD Smart Drive의 FDD&HDD동시지원

HDD1~9 자유로운 파일 R/W  가능

• 2대의 FDD와 최대 9대의 HDD지원

• HDD나 FDD가 동시 지원되므로 별도의 설정이 불 필요

– 실기와 동시 사용가능하며, 가상 FDD 간이든 가상 
HDD쪽이든 실기의 FDD쪽이든 자유로운 자료 교환 
가능

• 실기에서 가상디스크쪽으로 DISK COPY지원
– Read와 Write뿐만 아니라 CRAZY COPY V1.0, NIBLES 

AWAY][ 그리고 BACK IT UP II+등에서 Emulator쪽으로 
DISK COPY가능.

– DISK복사만으로 쉽게 NIB 이미지 화일을 생성됩니다.

SD Smart 가상 
Drive

실기 DISK II FDD

자유로운 파일 R/W  가능

2대의 FDD 



타 Smartport 장치의 예
• 1대의 FDD만 지원되는 경우

– DRIVE A와 DRIVE B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불편함

– 가상 FDD간 Data 복사 불가능. 
• 한번에 HDD나 FDD 둘 중의 하나로만 사용가능 

– 이러한 문제점으로 Emulator내의 HDD와 FDD서로간의 파
일 교환이 불가능하며, 실기 FDD와 파일 교환이 곤란함.

– 특히, IIGS에서는 GSOS등에서 사용중에 FDD로 바꾸게 되
면 HDD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HDD의 Access가 시
도 되면 OS가 깨지게 됨. 매우 주의해야 함.

• 내부 FDD가 R/W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HDD지원갯수가 4개 뿐임

HDD1~4 서로간 파일 R/W  불가능

실기 DISK II FDD

타         

FDD나 HDD중 한번에 
한가지로만 사용가능

1대의FDD



SD Smart Drive커넥터는

• 케이스를 열어서 케이블을 각
각의 위치에 연결하십시요.

• 커넥터의 붉은색 선이 사진상
에서 보듯이 위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 시리얼 4핀도 위쪽이 붉은색선
이 위치하면 됩니다.

• 다른 케이블은 반대로 꽂아지
지 않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됩
니다.

•  APPLE II 표준 케이블을 사용
하셔도 됩니다.



APPLEII GS와의 궁합

• APPLE IIGS는 DB19핀의 Smartport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5"나 5.25" FDD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SD Smart Drive는 Smartport 드라이브의 한 종류 입니다. 단, 내부에 Smartport와는 상관이 없는 5.25" 
FDD 2대를 같이 Emulation할수 있습니다.

• APPLE IIGS와 SD Smart Drive는 잘 맞는 짝입니다. 단지, 처음 Power ON할때 HDD의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것은 SD Smart Drive가 처음 전원이 들어올때 FDD의 Image화일을 자동으로 Loading하는데, 이 화일을 
로딩하는 도중에 Smartport 장치를 APPLE IIGS가 확인하는 경우는 Smartport장치의 응답을 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럴때는 Control + Apple + Reset을 한번 더 눌러서 부팅을 해주시거나, FDD의 D1의 이미지를 읽어
들이지 않도록 Unload D1명령을 해서 부팅 FDD에 디스켓 이미지를 없애주면 로딩되지 않아서 HDD로 그냥 시작
하게 됩니다.

• APPLE IIGS는 엄밀히 말해 8비트 CPU를 채용한 APPLE II가 아니라 65C02를 지원하는 65816를 채용하여 65C02
호환 CPU로 기존의 APPLE II처럼 동작합니다. 그러나 GSOS를 실행하면 16비트로 동작하게 됩니다.

• APPLE IIc에서 까지 사용하던 PRODOS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GUI체계를 다듬은 APPLE사는 이 16비트 OS를 
GSOS라고 이름짓고 많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 Smartport와 관련된것은 그중에 하나가 2GB를 지원하는 HFS포맷의 지원입니다. HFS포맷은 Mac의 디스크 포맷
으로 사용됩니다.

• SD Smart Drive는 Smartport protocol의 구조가 8G까지 지원함을 알고 있었고, 여러 실험 끝에 HFS의 2G포맷을 지
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G의 한계는 FAT32의 한계로, 2G화일을 2개나 4개를 논리적으로 묶어서 사용하면 8G까
지 지원하도록 시도해 볼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어 그냥 최대 용량 2GB로 종료합니다. ^^  나중에 심심
하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E IIGS와 연결

• DB19 컨버터 보드에 20핀 케이블을 꽂으시고 사진처럼 연결하세요.
• 핀을 꽂을때는 주의하여 핀이 엇갈리거나 비틀어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APPLE IIGS에서는 AUX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PPLE IIc와의 궁합

• APPLE IIc와 잘 작동합니다. SD Smart Drive의 주 타겟머신이 APPLE IIc입니다. 많은 IIc사용자께서 애타게 기다리
시는 그 마음을 이제서야 잘 보답하게 됨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APPLE IIc에서 처음에 시작되었으며, Smartport도 잘 동작시켜 원하시는 수만큼 9개의 HDD를 사용할 수 있게되었
습니다.

• 그런데, APPLE IIc는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4000, 4100.. 그리고 ROM255,0,1,2,3,4까지 있던가요?  이게 뭔 
난리냐하면.. 초기 APPLE IIc는 ROM255로 시작되었으며, 판매되었으며, ROM255는 Smartport를 지원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Smartpor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롬을 최소한 Version 0~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합니다.

• 외부 19핀 포트는 2번째 FDD가 아니라 PR#7로 동작시킬수 있는 7번슬롯의 1번째 FDD였습니다. PR#7으로 동작
시킬수 있어 별도로 부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Laser128이 탄생되어서 APPLE사에서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이 Laser128은 IIc의 호환기종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Liron카드의 Smartport를 지원하고, 게다가 한
술더 떠서 APPLE IIe의 슬롯을 지원합니다. 이래서 다급해진 APPLE 사가 APPLE IIc에 Laser128의 그것과 유사하
게 DB19핀에 Smartport기능을 넣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ROM 0 버젼이 탄생하게 되었고, 내부 ROM의 영역
도 부족하니, 롬도 용량을 늘리고 기존것중에 빼고 해서... 기존의 PR#7으로 부팅하던 기능은 없어지고, Smartport 
기능이 탑재되게 되었습니다.

• 만약, 갖고 계신 APPLE IIc가 ROM255이라면 프로그램된 ROM으로 바꾸고 보드를 약간 수정해야 비로소 
Smartport를 사용할 수있는 APPLE IIc가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에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SD Smart Drive는 APPLE IIc의 외부 DB19에 연결하시면 1대의 추가 FDD로 사용가능하며, 9개의 HD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Driver A의 신호를 따오면 SD Smart Drive의 FDD2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APPLE IIc의 내부 FDD와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APPLE사에서도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 보드를 바꾸지 않고 제작하려면 해당 상태가 가장 최적화 였을것입니다.
• APPLE IIc 분해 참고 사이트

https://www.ifixit.com/Guide/Apple+IIc+Floppy+Drive+Replacement/6774



APPLE IIc에서의 추가 FDD의 구성1
• APPLE IIc는 이미 5.25" FDD가 내부에 있습니다. 따라

서 외부에서는 2대의 FD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내부 FDD가 DRIVE-A이며, SD Smart Drive의 FDD 1은 

DRIVE-B가 됩니다.APPLE IIc에서 2대의 FDD를 사용하
시려면 

• 먼저, APPLE IIc내부를 열어 DRIVE-A의 커넥터를 뽑고, 
첨부된 케이블을 이용하여 사진상의 핀을 따와서 DB19
컨버터 보드의 AUX에 꽂게 되면 DRIVE-A도 SD Smart 
Drive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 사진을 잘 보시고 점퍼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 사진상에서 오른쪽 위에서 4번째 핀입니다.

• 참고로 20핀 리본케이블이 꽂아지는 쪽이 FDD1
• AUX핀으로 따오는 쪽은 FDD2입니다.
• 개념적으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IIc의 케이스를 닫을

때는 다음 사진처럼 하세요.



APPLE IIc에서 추가 FDD의 구성2

• 케이스를 닫을때 Aux용 선을 사진처럼 바
깥으로 빼시시고 Aux핀자리에 잘 꽂으십
시요. 그런후 DB19핀을 APPLE IIc에 잘 꽂
으시면 OK입니다.

*  Aux 핀 연결 작업은 APPLE IIc Plus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APPLE IIc Plus는 외부에
서 FDD1과 FDD2가 바로 인식됩니다.



APPLE IIc plus와의 궁합

• 자, APPLE IIc가 콤팩트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APPLE사가 조금더 욕심을 냅니다. 
이유가 Laser128EX때문이라고 하는데, Laser128보다 고속의 EX버젼이 나옵니다. 별
로 달라진것은 없으나, 메모리가 확장되고, 65C02가 3.5Mhz로 동작합니다. 

• APPLE사는 APPLE IIc에 소형의 3.5"를 넣어 좀 이쁘게 다듬고, 5.25"도 자유롭게 연결
해서 쓸수도 있고, 아답타도 내장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빠른 APPLE IIc를 만들었습
니다. 

• APPLE IIc는 3.5Mhz로 Zipchip의 가속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Zipchip은 캐쉬방식
이라 효율적이기는 하나 속도면에서는 타 가속카드에 비해 좀 떨어집니다. 이 빠른 
APPLE IIc는 plus라는 이름을 붙혀서 탄생됩니다.

• 암튼, APPLE IIc는 외부 Smartport로 부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려로 
Ctrl+Option+Reset을 누르면 외부 Smartport의 장치에서 부팅할 수있습니다.

• 내부에 이미 Smartport 3.5" FDD가 있으므로, 외부 Smartport장치는 2번째 장치부터 
인식됩니다.

• 당연히 5.25" FDD 2대가 외부에서 인식됩니다.
• 그래서, APPLE IIc plus는 SD Smart Drive와 매우 좋은 짝입니다. 2대의 5.25" FDD를 

사용할 수 있고, 7대의 HD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HDD1을 사용할수 없는 점이 다
릅니다.



APPLE IIc나 IIc plus와 연결

• APPLE IIGS와 같습니다.
• 마찬가지로  핀을 꽂을때는 주의하며, 핀이 엇갈리거나 비틀어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

세요.
• APPLE IIc(IIc plus아님)에서는 SD Smart Drive의 FDD1가 DRIVE-B로 잡힙니다. 

내장된 5.25"는 DRIVE-A입니다.
AUX pin은 APPLE IIc의 내부를 열어서 선을 따오면 SD Smart Drive의 FDD2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PLE ][,][+,//e에선 안되니?
• 아... 나의 사랑스런 APPLE ][+ 저의 처음 기종입니다. 물론 Clone이지요.. 이 

녀석들은 Smartport가 뭔지도 모를때 탄생한 녀석들입니다. 당연히 
Smartport의 기본적인 배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Smart port가 아닌 2대의 
FDD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E ][+에서 외장형 2대의 5.25" FDD로 잘 
동작합니다.

• 한가지 주의점은, DOS3.3 이상만 지원하므로 콘트롤러가 너무 옛날것이라 
DOS3.2만 지원되는것이면 안되겠지요? ^^; 

• 당연히 PRODOS도 돌릴수 있고 CPM등도 됩니다.

• 연구할 과제는 이 FDD콘트롤러카드에 Smartport펌웨어를 넣을수 없으까 하
는것입니다. IIC용 펌웨어를 완전 분석하면 조금 변경해서 넣으면 가능할것
도 같은데..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 잘 되면 ][,][+그리고 //e에서도 Smartport HDD를 사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참고로 Prodos 1.x버젼은 6502CPU도 동작하며, 2.x버젼은 65C02 CPU에서 

동작하며, 최대 지원되는 HDD숫자가 다릅니다.
• 그래서 잘 되면 6502CPU의 APPLE II+에서 4대의 HDD는 사용할 수 있을듯 

합니다. 물론 Smartport firmware카드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APPLE ][,][+,//e에서의 궁합

• 2대의 FDD만 연결할수 있는데, SD Smart Drive는 20핀 
짜리 케이블 하나만 꼽힙니다. 그럼 1대만 되는건가? 이
안 아저씨가 구라쳤나? 아니죠... 옆에 보면 작은 핀 하나
가 있습니다. AUX.. 이건 뭔가 추가라는 .. 네, 추가 Drive
를 인식하는 핀입니다. DISK][ Controller카드에서 선하나
만 따와서 여기에 연결하면 FDD2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연결사진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그리고 APPLE //e의 후반에 나온 Duo DISK 2개가 옆으로 
쌍으로 연결된 FDD인데, 이것은 DB19핀을 사용해서 연
결됩니다. 이것과의 연결은 APPLE IIGS나 IIc의 연결용으
로 사용되는 컨버터 커넥터로 별 작업없이 연결하시면, 2
대의 FDD를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 이렇게 해서 2대의 FDD를 APPLE ][,][+,//e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DISK][ 콘트롤러와 연결

납작 케이블을 사진처럼 꽂으세요.
2대의 FDD를 사용하시려면 아래 사진처럼 점

퍼선을 연장해서 연결하셔야 합니다. (점퍼
선은 APPLE IIc용이라 짧습니다)

위치를 사진상에서 아래쪽 4번째 핀입니다.
• 이렇게 하시면 FDD1과 FDD2가 APPLE II

상에서 Drive A와 Drive B로 인식할것입니
다.

• 콘트롤러를 꽂으시고, 케이블을 정리하시
고 사용 하시면 됩니다.



SD Smart Drive를 연결한 모습

• 케이블은 왼쪽의 사진처럼 전체적
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 선은 적당한 위치에 배열하셔서 간
섭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장치연결은 끝났네요!
• 장치는 케이블 연결이 주 작업입니다.
• 구입하신 장치를 관련기기와의 연결 사진을 잘 보
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 다른 케이블은 잘못 연결하기 곤란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시리얼케이블은 색상을 주의하여 연결하
여야 합니다.

• 그럼 APPLE II를 켜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 동작을 할것입니다.

• APPLE II를 켠 후에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본 기능은 디렉토리에서 디스켓의 찾기, 
넣기,하드디스크 이미지 선택하기가 기본이라 하
겠습니다.



SD Smart Drive의 2가지 연결 사용법

• 1) USB 시리얼 케이블로 명령식으로 사용하기
– USB동글 케이블을 꽂은후 PC에서  

Teraterm(http://ttssh2.osdn.jp/)을 설치하면, 추가로 잡히는 COM
포트로 설정하여 SD Smart Drive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하게 명령어로 제어가 가능이지만 키보드 입력 방식입니다.
– LCD&Dial보드가 있는 경우에도, 몇 가지 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됩니다.

• 2) LCD&Dial 옵션 보드로 조작해서 사용하기
–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버튼과 다이얼의 조합으로 이미지 디스켓을 넣거나,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요 Text명령어

• DIR 명령; SD card의 화일 보기

• LOAD;
–  디스켓 이미지 화일을 로딩하거나 HDD용으로 설정하기

– Load {image file.ext}, D1 or D2 
– Load {image file.ext},H1..H9

• CD 디렉토리 이동
– DOS명령과 유사합니다.
– CD {디렉토리명} 

• 도움말은 '?'+엔터, 한글 도움말은 '??'+엔터

• 지원하는 명령어들의 간단한 도움말이 나옵니다.



'?+enter' 영문 도움말 

* Firmware 버젼에 따라 지
원되는 명령어의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화일 읽기
첫번째로 'DIR' 을 쳐보십시도. 당연히 Enter도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화일이 주욱~ 나옵니다.
이제 디스켓 화일을 골라서 로딩하실수 있습니다.
• LOAD명령어는 아래 형태로 입력 하시면 됩니다.

– Load FDDTST.NIB,D1  ; 이것의 의미는 FDDTST.NIB화일을 D1 즉 Drive 1에 넣
으라는것입니다.

– Load HDD.HDV,H1 ; 이것은 HDD.HDV 하드디스크화일을 HDD1에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FDD와는 다리게 하드디스크는 로딩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지정만 합
니다. 

Load 및 CD 명령 관련 참조 사항
– FDD 이미지는 Emulator의 메모리로 넣습니다.
– HDD 이미지는 사용하도록 설정 합니다.
– FDD와 HDD의 동시사용 시 다른 디렉토리로 갈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다소 복잡한데, HDD의 사용중에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HDD엑세스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Emulator는 현재의 디렉토리에서 HDD image화일을 사용합
니다.

– FDD와 HDD를 동시사용할 때는 같은 디렉토리안에서 작업하시면 오류없이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CD 명령어

화일을 찾아 보기 위해 디렉토리 변경 명령입
니다.

• CD {디렉토리명}  
– 해당 디렉토리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 바로 화일리스트가 나오는것은 다시 DIR치는
것이 귀찮은 게으른 제작자의 배려입니다.

– 해당 디렉토리에서 나오려면 'CD.. ' 하시면 됩
니다.



좀더 쉽게 이미지 화일을 사용해 봅시다.
• 키보드로 명령어 치려니.. 꼭 옛날컴퓨터를 DOS에서 사용

하는것 같습니다. 좀 귀찮기도 하구요. 
•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을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번호만 입력하세요

• DIR을 하게 되면 맨 왼쪽에 번호가 쭉 나옵니다.
• 이 번호는 어따 쓰는것인지? 
• 이것은 그냥 번호만 입력해도 동작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

입니다.
• 숫자만 입력하면 해당 번호에 따라 기본적인 동작을 합니

다.
• 디렉토리이면 들어가서 화일을 바로 보여주고

• 이미지 화일이고 해당 이미지화일이 FDD용이면 FDD1에 
넣어주고.. 하드디스크 이미지이면 H1에 바로 설정해 줍
니다.

• 이렇게 SD Smart Drive를 Text command로 쉽게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이동 및 이미지 로딩

• 위의 화면에서  '3'을 치면, 바로 
\CPM 디렉토리로 들어가고 화일을 
쭉 보여줍니다.

• 여기에서 다시 '2'를 넣으면, FDD용 
이미지 이므로 FDD1에 넣어줍니다.



설정을 해볼까요?

• SD Smart Drive는 디폴트 설정에서 잘 동작합니다만,
• 기계는 설정하는 맛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몇 가지를 지원합니다.
• SD Smart drive에서는 최대 9대의 HDD를 지원하는데, 최대 생성한 HDD숫

자를 설정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LCD화면이 넘어가는 이유와,  HDD
가 많으면 HDD의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데 있습니다.

설정 명령

• MAXHDD,{1~9} 로 최대 HDD숫자를 설정합니다.
• SETBAUD,{bps속도} 는 시리얼케이블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다른 특이한 장

치나 개인이 만든 Serial장치를 연결할때 적당한 속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가
능한한 빠른것이 좋습니다.

• BOOTFDD,{1/2}  이것은 부팅할 FDD를 선택하는 설정 명령입니다.
• SETROTARY,{1/0} 다이얼의 방향을 맞추는것입니다. 보통 오른쪽 증가 왼쪽

회전이 감소 하는식으로 동작하는데, 바꿀수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에 맞는
쪽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명령들
• HOME; 화면 지우기 명령이지요

• RD; 디렉토리 제거 명령으로 해당 디렉토리가 비
어있어야 지워집니다.

• MD; 디렉토리 생성명령입니다.
• DEL; 화일 삭제 명령입니다.
• REN; 화일 이름 변경 명령입니다.
• LOCK; Image화일이 Write되지 않게 합니다. 

APPLE은 Write수행하지만, 해당 이미지화일을 건
들지는 않습니다. 버퍼안에서 가상으로 Write를 합
니다. 즉, Save는 안합니다. Lock이 된 화일명앞에
는 * 가 표시됩니다.

• UNLOCK; Lock을 해제합니다.
• NEWDISK새로운 디스켓을 만들어 줍니다. 확장자

에 따라 DSK나 NIB용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CONVDSK,  DSK화일을 NIB화일로 변경합니다.
• STAT; SD Smart Drive의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 RESET; 껐다 다시 켠건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 POWER ON + EXIT을 누르면 Serial 속도를 

115200으로 복구시킵니다.
• POWER ON + EXIT + SELECT 상태이면, 

SDSMART.ROM의 화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
킵니다. 이것은 다이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도록 한 배려입니다. 이것은 FIRMWAREUP
명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SAVE; 이것은 버퍼의 내용을 화일로 저장하는 명
령입니다. 현재의 FDD 내용을 화일로 생성합니다.

• RAMTEST; 버퍼램을 TEST합니다.



LCD&Dial로 사용하기

• SD Emulator시리즈의 자랑거리인 LCD&Dial입니다.
• 외장형이라 대충 옆에 놓고 쓸수 있고, 클릭감도 좋아 적극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 사실 TEXT명령은 다소 귀찮습니다. 키보드 쳐야 하고 뭔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

래서 개발된것이 돌려서 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LCD&Dial입니다. 초기에는 다이
얼만 있었는데 후기에 LCD와 통합된것입니다.

• 이미지화일을 선택할때나 디렉토리를 선택할때 원하는 위치나 화일에서 눌러서 선
택하시면 됩니다.

• FDD 화일 로딩의 경우에는 
• FDD의 경우에는  D1인지 D2인지만 중요합니다.
• HDD화일은 원하는 드라이브 번호를 다시 한번 더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이얼의 주요 기능

콘트롤 다이얼은 좌우로 돌릴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습니다. 
버튼은 Exit, Reset 그리고 DRV1/2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과 버튼을 이용하여 SD메모리상의 image파일을 선택하거나 
디렉토리 이동등을 합니다.
해당 LCD&다이얼은 SD DISK][ Emulator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금 개선된 형태입니다.

다이얼로 사용가능한 기능은

• 1. 이미지 파일 선택

• 2. 디렉토리로 이동

• 3. DRV1/DRV2의 선택

• 4. Emulator보드의 Reset
• 5. Unload 기능 수행

• 6  공 디스켓 이미지 생성 
• 7. 펌웨어 업데이트

• 8. 시리얼 통신복구

가  있습니다.



LCD&Dial의 버튼과 주요 기능



이미지 화일의 선택과 디렉토리 이동

☞ 처음 전원을 켠후 다이얼을 돌려도 화일이 나
오지 않으면 EXIT버튼을 눌러보세요. 
내부적으로 Directory 내용을 버퍼에 넣습니다.



디렉토리 이동

HDD의 경우에는 

홀수 짝수
H1 H2
H3 H4
H5 H6
H7 H8
H9

의 형태로 LED가 켜집니다.



현재 디렉토리 나가기



공 디스켓 이미지 만들기



디스크 빼기(Unload Disk)

EXIT 을 먼저 누른상태에서 Select/YES를 누르면 (버튼 순
서에 주의하세요)

현재의 DRV1/2의 스위치의 상태에 따라 D1이나 D2의 디스
켓을 Unload합니다.이 기능은 FDD에서만 동작합니다.

수행되면 잠시후 Unloaded되었음을 알립니다.
 



Firmware update
• 신규 펌웨어(SDSMART.ROM)를 SD 메모리카

드의 루트디렉토리에 복사하시고,

• APPLE II의 Power ON시에 EXIT과 
SELECT/YES를 같이 누르고 있으면 펌웨어 업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업데이트가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 Reset버튼을 
한번 눌러주는것이 좋습니다.

Reset버튼은 Emulator를 재시작 시킬 때 누르시면 됩니다.
본체의 내부에도 RESET버튼이 있습니다.



LCD&Dial 시리얼 통신 복구

• 기타의 이유로 LCD&Dial의 LCD화면의 글짜
가 깨지는 경우 시리얼속도의 설정이 달라져
서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APPLEII 
를 켜실때 EXIT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115200으로 복구해 줍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PPLE II DOS 명령어

• CATALOG or CAT(짧은 Catalog); PC의 DIR과 유사한 화일 보기 명령

• LOAD {화일명}; BASIC화일을 불러올 때 사용

• BLOAD {화일명}; Binary화일을 불러올 때 사용

• PREFIX {디렉토리명} ; 디렉토리의 이동

• RUN {화일명}; BASIC화일을 읽은 후 실행

• BRUN {화일명}; Binary화일을 읽은 후 실행

• PR#6; 슬롯 6번으로 부팅을 시작, 보통 5.25" FDD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DRIVE-A로 부팅을 시작.

• PR#5; 슬롯 5번으로 부팅을 시작, 보통 Smartport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H1
으로 부터 부팅을 시작함. 단, IIc Plus의 경우는 내장 3.5" FDD로 부팅을 시작
하고, SD Smart Drive으로 부팅을 하려면 Control + option + reset 눌러야 함. 
이때는 H2로 부팅을 하게 됨.



기종별 참조사항

• APPLE IIc
– 내부에 5.25" FDD가 Drive-A로 이미 장착되어 있으므로, 추가되는 FDD는 Drive-B입니다. 이것은 Smart 

Drive에서는 1번째 FDD이므로 D1으로 표시된 Drive입니다.
– APPLE IIc의 내부를 열고 기존의 FDD를 제거하게 되면, Drive-A와 Drive-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IDC20 리본케이블일 꽂아지는 쪽이 D1이고, 추가 Aux_DRV로 연결되는 쪽이 D2입니다. 만약 D1과 D2를 바
꾸려면, 내장 FDD의 자리에 IDC20케이블을 꽂고, 외부 DB19의 아래 4번째 핀을 SD Smart Drive의 내부에 
있는 Aux핀에 꽂아야 합니다.

• APPLE IIc Plus
– 내부에 FDD가 Smartport방식의 UniDISK입니다. 3.5" 800K입니다. SD Smart Drive의 H1은 같은 번호로 인하

여 사용불가하고, H2~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APPLE IIGS

–  전원을 처음켤때 Smartport HDD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원을 켤때 조금 Delay가 있는데, 
SD Smart Drive가 기존 설정된 FDD이미지를 Boot용으로 Loading하는 중이라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APPLE IIGS를 다시한번 부팅시켜 주시면 되는데, Control+Apple+Reset 눌러 주시면 됩니다.  FDD D1의 이
미지를 Unloading시키면, 전원을 켰을때 자동로딩을 하지 않으므로 Smart port 하드 디스크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APPLE ][+ 나 //e
–  DB19핀의 FDD콘트롤러를 사용하시면 2대의 FD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트롤러는 APPLE //e 후반

에 나온것으로 DuoDISK 콘트롤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IDC20핀 (리본케이블)에 SD Smart drive를 연결하시면 기본 1대의 FDD로 연결이 됩니다. 2대 모두 사용하시

려면 세부 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PPLE ][+나 //e는 내장형의 SD DISK][ Emualtor가 더 잘 맞습니다. 

• Laser128
– SD Smart Driv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FDD를 제거하면, 2대의 FDD로는 사용가능 합니다만,  Smart 

drive의 HDD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리 권장되는 구성이 아닙니다. Smartport가 동작하지 않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SD Smart Drive와 호환표

시스템 FDD HDD 기타 참고 사항

APPLE II 1+1 불가 2번째 FDD는 점퍼선을 연결해야 함.

APPLE II+ 1+1 불가 2번째 FDD는 점퍼선을 연결해야 함.

APPLE //e 1+1 불가 2번째 FDD는 점퍼선을 연결해야 함.

DuoDISK 콘트
롤러 (DB19) 2 불가 2대의 FDD를 지원하며 DB19컨버터 보드가 필요함.

APPLE IIc 1+1 9 2번째 FDD는 점퍼선을 메인보드에서 연결해야 함.

APPLE IIc plus 2 7  첫번째 Smartport장치가 내장된 3.5" FDD임에 따라 HDD는 2번
째것 부터 사용됩니다.

APPLE IIGS 2 9 GSOS에서는 9대의 HDD를 지원하고, 2GB의 HFS포맷을 지원합
니다.

* 모든 FDD는 읽기와 써넣기가 가능하며, 포맷도 일부 가능하고, DISKCOPY도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을 좀 가립니다. TEST결과 CRAZY COPY V1.0와 NIBBLE AWAY][에서는 잘 동작합니다.
** 기타 Smartport용 liron카드는 없어서 해당 보드와는 Test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Test후
에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류 메세지

• ERR:Can't read
– Smartport에서 선택된 화일을 사용할 수 없을때 나옵니다. 디렉토

리를 이동하거나 화일이 삭제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 SD Card ERR

– SD Memory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때 나타납니다. 다시 뺏다가 꽂
아보시거나, 새로 FAT32로 포맷하시거나, 다른 메모리카드로 바
꿔보시기 바랍니다.

• ERR:No file
– 현재 사용할 FDD용 이미지가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메모리를 뺏

다가 작업후 다시 꽂은경우나 화일이 삭제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 ERR#nn

– 이미지 화일 사용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나타날수 있는 메세지 
입니다. RESET을 눌러서 재시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Email 주세요 quick09@gmail.com
그리고, 블로그도 방문해 보십시요.
뭔가 쓸만한 내용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apple2.net 

감사합니다.
이안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