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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PAC-V™ (PAC with Visualizer)는 MSX 용 카트리지입니다. 

본 문서는 PAC-V™ 사용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설명서입니다. 

 

1.1. 저작권 정책 및 면책공지 

 

[ 저작권 정책 ] 

PAC-V™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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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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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구 사항 

최소 사양: MSX1, MSX-DOS1 

권장 사양: MSX2, MSX-DOS2, MSX-Music 

 

[ 주의 ] 

PAC-V™ 내부 SRAM은 충전지에 의해 내용이 보존됩니다. 

수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지 방전으로 인해 SRAM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1.3. 특징 

PAC-V™은 일반 PAC 카트리지에 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메인 BIOS: 

64KB 크기의 메인 BIOS 영역을 지원합니다. 

확장 BIOS롬 또는 게임롬(최대 32KB)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예) Dummy BIOS(16KB), FM-PAC BIOS(64KB), BASIC KUN(16KB), 롬팩 게임(16KB/32KB) 등 

 

PAC-SRAM: 

Panasonic의 8KB SRAM 카트리지(Pana Amusement Cartridge)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 YS2 게임에서 PAC 카트리지에 세이브/로드 

 

LED 비주얼라이저: 

카트리지 전면에 9개의 LED바가 있습니다. 

MSX-Music의 채널 동작 표시기로 사용하거나,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LED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ALESTE, XEVIOUS 등의 FM 지원 게임 및 IMS Player, MPX Player 등의 응용프로그램 

 

충전지: 

PAC 데이터, 사용자 BIOS, LED 패턴 데이터는 모두 SRAM에 저장됩니다. 

MSX 본체 전원을 끄더라도 NiMH 충전지에 의해 내용이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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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기 

 

2.1. 카트리지 구동 

PAC-V™은 슬롯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비어 있는 아무 슬롯(기본 또는 확장)에 장착

하여 쓰면 됩니다. 

카트리지 전면의 LED 비주얼라이저가 잘 보이도록, 본체의 상단 슬롯에 장착하면 좋습니다. 

 

아래는 PAC-V™의 부팅 화면입니다. 

 

 

PAC-V™은 크게 PAC과 LED 비주얼라이저 기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PAC-V™에 내장된 충전지가 완전 방전이 되면, SRAM의 BIOS 데이터가 사라지므로 부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BIOS 롬을 다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롬 다운로드 후, 전지 충전을 위해 약 십여분 정도 본체 전원을 켠 채로 두시면 좋습니다. 

 

  



PAC-V™ for MSX 

 

 

6 

 

2.2. S/W 툴 

PAC-V™의 내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파일명은 PACV.COM 이며, DOS1, DOS2 환경 실행 가능합니다. 

DOS2의 PATH가 걸린 디렉토리에 복사하여 쓰시면 좋습니다. 

 

아래는 PACV.COM 프로그램을 실행한 모습입니다. 

 

 

만약 PACV.COM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하세요. 

http://sharksym.egloos.com/category/PAC-V%20%28Visualizer%29 

 

 

  

http://sharksym.egloos.com/category/PAC-V%20%28Visualizer%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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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기능 

 

3.1. 메인 BIOS 

SRAM의 64KB 영역은 메인 BIOS 용도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FM-PAC BIOS, BASIC KUN 또는 일반 게임롬 등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롬 다운로드는 PACV.COM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실행방법: PACV.COM W 롬파일 슬롯번호 

 

롬 다운로드 후 재부팅을 하면, 새로운 BIOS로 동작하게됩니다. 

 

3.1.1. PAC 모드 

파나소닉 PAC과 유사한 동작 모드입니다. 

PACV.ROM(16KB)을 다운로드 후 사용합니다. 

 

아래는 PACV.ROM(PAC 모드 용 Dummy BIOS 롬)을 다운로드하는 모습입니다. 

 

 

아래처럼 PAC을 지원하는 마크가 있는 게임에서 세이브/로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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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FM-PAC 모드 

파나소닉 FM-PAC의 BIOS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FMPAC.ROM(64KB)을 다운로드 후 사용합니다. 

 

아래는 FM-PAC BIOS롬을 다운로드하는 모습입니다. 

 

 

FM-PAC 모드가 되면, 게임에서는 PAC-V™ 카트리지를 FM-PAC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PAC/FM-PAC 지원하는 게임에서 세이브/로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MSX-Music (OPLL Sound) 내장된 기종에서 쓰면 유용합니다. 

 

FM-PAC 에서 처럼, BASIC 모드에서 "CALL FMPAC" 명령으로 PAC 커맨더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PAC-V™ 카트리지는 FM 사운드 기능이 없으므로, MSX-Music 이 내장되지 않는 기종에서는 

게임의 배경음악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FM-PAC 모드 대신 PAC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3.1.1. PAC 모드" 항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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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BASIC군 모드 

BASIC 컴파일러의 일종인 BASIC군 롬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BASIC 군 롬을 다운로드 하더라도, 게임에서는 여전히 PAC 카트리지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게임 세이브/로드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래는 BASIC군 plus 2.0 롬(16KB)을 다운로드하는 모습입니다. 

 

 

3.1.4. 게임팩 모드 

게임롬을 다운로드하여 PAC-V™를 일반 게임팩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KB 또는 32KB 크기의 게임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낙 롬(32KB)을 다운로드하는 모습입니다. 

 

 

부팅 시, P 키를 누르면 게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팩 모드를 쓰다가 PAC 모드 등으로 전환 할 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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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AC-SRAM 

Panasonic의 8KB SRAM 카트리지(Pana Amusement Cartridge)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래처럼 PAC을 지원하는 마크가 있는 게임에서 세이브/로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PACV.C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OS에서 PAC 데이터를 저장 및 로드 할 수 있습니다. 

 

PAC 데이터 세이브(백업): PAC-V™의 PAC-SRAM 데이터를 디스크에 파일로 저장 

- 실행방법: PACV.COM S 파일명 

 

 

PAC 데이터 로드(복원): 디스크의 파일을 읽어, PAC-V™의 PAC-SRAM에 다운로드 

- 실행방법: PACV.COM L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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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ED 비주얼라이저 

아래처럼 9개의 LED바로 구성된 표시기입니다. 

 

 

주 용도는 MSX-Music (OPLL) 구동 시, FM 채널 동작 표시기입니다. 

IMS Player, MPX Player 등의 응용프로그램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LED 비주얼라이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LED 패턴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 실행방법: PACV.COM P 파일명 

 

아래는 기본 패턴 파일(PACV.INI)을 다운로드하는 모습입니다. 

 

 

LED 패턴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구성되며, 일반 문서 편집기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3. LED 패턴 데이터" 항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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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FM 채널 표시 

MSX-Music (YM2413 OPLL) 구동 시, 각 채널의 동작 상태를 표시합니다. 

OPLL 멜로디 모드에서는 OPLL 1~9채널은 LED 1~9로 표시됩니다. 

OPLL 리듬 모드에서는 OPLL 1~6채널은 LED 1~6으로 표시되며, 드럼 채널은 LED 7~9로 표시됩

니다. 

 

아래는 ALESTE2 타이틀 화면에서 LED 비주얼라이저의 동작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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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기타 동작 표시기 

PAC-V™의 LED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용의 I/O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이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LED 비주얼라이저가 동작합니다. 

 

아래는 M 파일관리자의 IMS Player의 동작모습입니다. IMS 재생 시의 각 채널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래는 M 파일관리자의 MPX Player의 동작모습입니다. 

MP3 재생 시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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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PAC-V™ 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4.1. 매퍼 및 SRAM 모드 레지스터 

 

 

 

메모리 매퍼는 FM-PAC 의 16K 매퍼와 동일합니다. 

PAC-SRAM 을 Enable 하려면, SRAM Enable 1, 2 스위치 모두 Enable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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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LED I/O 레지스터 맵 

I/O 포트는 OPLL과 동일한 주소(7CH, 7DH)를 사용하며, 각각 미러 포트가 추가되어있습니다. 

Addr Port = 7CH 또는 5CH 

Data Port = 7DH 또는 5DH 

 

아래는 LED 비주얼라이저가 사용하는 레지스터 정보입니다. (빨간색 부분) 

 

 

참고로, OPLL 채널 번호와 LED 바 번호가 서로 일대일 대응합니다. 

OPLL 동작 모드가 아닌 사용자 동작 모드로 구현하는 경우, 

리듬모드를 OFF 하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레지스터 0EH 의 BIT5 를 0 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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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ED 패턴 데이터 

LED 바는 8개 볼륨 레벨(7 ~ 0)의 애니메이션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볼륨 애니메이션은 최대 64 프레임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본 패턴 파일 PACV.INI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가로축은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고 (1~64) 

세로축은 LED 바 안의 8개의 LED ON/OFF 상태를 나타냅니다. 

ON -> "O" 

OFF -> "." 

 

볼륨 7의 경우, 20개의 애니메이션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프레임은 8개의 LED가 모두 켜져있으며, 프레임이 늘어가면 점점 아래쪽으로 꺼지게됩니다. 

 
 

LED 패턴 파일을 텍스트로 저장 후, PACV.COM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하면 즉시 반영됩니다. 

 

  

# 
# PAC-V 
# LED pattern data 
# 
 
# Volume 7 (MAX) 
###############################|###############################| 
O............................................................... 
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 Volume 6 
###############################|###############################| 
................................................................ 
O............................................................... 
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 



PAC-V™ for MSX 

 

 

17 

 

5. 감사 

PAC-V™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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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V%20%28Visualizer%29 

 

PAC-V™의 케이스와 레이블을 제작해주신 맛탱이님, ASTERiS 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mailto:sharksym@hitel.net
http://sharksym.egloos.com/category/PAC-V%20%28Visualizer%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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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히스토리 

 

2016.11 

- 사용자 매뉴얼 재작성 

 

2016.08 

- PAC-V™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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