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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먼저, Mockingboard 4c를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킹보드는 원래 Sweet Micro systems사의 사운드카드로 애플2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운드 카드입니다. AY3-8910을 2개 사용하여 6중 화음이 가능하며, 스테레오 출력이
가능하며, 여러 게임들에서 머킹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플2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의 추억속에 있는 뜻 깊은 기기이지만, 공간과 장소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APPLE //c를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APPLE //c는
시리얼포트 내장, 마우스포트 내장되어 있으나, 중요시 여기는 카드중에 하나인
Mockingboard의 부재는 머킹보드 사운드와 함께 게임을 하던 그 추억을 다시
가지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Mockingboard 4c를 //c의
내부에 장착하여 Emulator의 흉내내는 소리가 아닌 실제의 머킹보드 사운드를 다시
들으실수 있습니다.
Mockingboard 4c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APPLE //c 내장형
사운드 카드입니다. 개발시에 여러 기술적인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많은 분들이
응원에 힘입어 잘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 제작 판매하게 됨을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콤팩트한 APPLE //c에서 Mockingboard사운드로 추억의 시간을 다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안올림

Mockingboard 4c 설치하기
•

Mockingboard 4c는 APPLE //c 4000모델과 4100 모델에서만
동작합니다. 그 외의 기기에 예를 들면 APPLE //c Plus나
Laser128등에 연결시에는 그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설치를 위해서는 케이스를 열어서 CPU를 뽑고 해당 위치에 보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내용을 잘 참조하시어 정확하게 장착하시어 즐거운 레트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

APPLE //c의 케이스의 볼트 위치

• 머킹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c의 케이스를
열어야 합니다.
• 밑면을 보면 볼트가
있는데, 이중 A와 B의
볼트를 풀어내야 합니다.
사진; Z-RAM 메뉴얼에서 발췌

케이스 열기
•

사진; Z-RAM 메뉴얼에서 발췌

그림처럼 키보드 부분을
먼저 ㅡ자 드라이버로
벌리고 제껴야 열수
있습니다. 상처 나는것을
방지하시려면, 금속재질의
ㅡ드라이버말고 플라스틱
판등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CPU빼기

사진; Z-RAM 메뉴얼에서 발췌

이쪽을 제끼면 CPU 소켓과
보드가 손상됩니다.

칩 바로 아래쪽을 제껴야
합니다.

•

케이스를 여신 후
키보드도
빼두시기
바랍니다.

•

CPU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연필을
하나 아래에 대고
제껴서 CPU를
조심스럽게 빼야
합니다. 한쪽만
제끼면 핀이
휘므로, 양쪽을
조심스럽게
제껴서 빼냅니다.

•

ㅡ자 드라이버로
제낄 위치는
칩바로 밑의
공간입니다.

키보드의 지지대 제거
• APPLE //c는 4000모델과 4100모델 2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보드의 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APPLE //c의 대부분의 4000모델의 키보드의
아래쪽 지지대 플라스틱으로 인해
Mockingboard가 장착된 상태에서는 키보드를
장착할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어, 키보드 Brace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APPLE //c의 Z-RAM의 설치
메뉴얼에서도 같은 내용이라 참조되었습니다.

키보드 지지대의 제거
Mockingboard 4c는 CPU의 위치에 장착되며
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PPLE //c의 초기모델의 키보드는
아래쪽에 그림처럼 검은색 플라스틱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머킹보드4c장착하면 키보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흰색 플라스틱 2개를 제거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해당 플라스틱의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주고 지지대를 빼면 됩니다.
이 작업은 알프스 스위치 적용 키보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Z-RAM 메뉴얼에서 발췌

참고로, 작업이 어렵지간 갈아내는 분도
계십니다. 지지대의 기능도 할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볼륨 제어선 연결하기
•

•
•
•

•

Mockingboard 4c는 APPLE //c의 볼륨제어다이얼과 연동되어
음량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보드에
납땜을 한군데 하여야 하므로, 납땜에 자신이 없으면 이 작업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볼륨으로 소리조절이 불가하며, 소리의 크기는 미리
반고정저항을 적당히 위치에 조절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납땜이 능하시다고 가정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체의 기판에 한선을 납땜하여 선을 빼야 합니다. 위치는 사진을 잘
보시고, 해당 위치에 선을 납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갈색 부품은
APPLE //c의 내장스피커의 음량조절용 하이브리드IC입니다. 해당
부품의 4번핀에 선을 빼내야 합니다. 기판을 들어내지 않고, 위쪽에서
해당 부품을 45정도만 기울이면 납땜할수 있을것입니다.
볼륨 제어선을 납땜 연결이 다소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납땜작업에
자신이 없으시면, APPLE //c의 기판의 볼트를 모두 풀고 기판
아래쪽에서 해당 위치에서 선을 빼따오는것을 권장합니다.

볼륨 제어선 연결하기
4번째 핀에 볼륨
제어용선을 연결 하세요

APPLE //c의 스피커 볼륨제어용 하이브리드
IC 다리에 선을 납땜합니다.

기존 CPU는 머킹보드4c로

CPU를 잘 빼신후에

빼낸 CPU는 머킹보드의 CPU자리에 옮겨 꽂습니다.

메인보드에 머킹보드4c 장착하기

머킹보드의 아래쪽핀을 잘 보고 CPU위치에 잘 꽂습니다.
** 핀이 엇갈리거나 빠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를 미리 장착해두시기
바랍니다고 보드에 꽂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스피커를 꽂으면 아래 소켓쪽에
밀리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설치된 전체 모습

납땜한 볼륨 제어선을 Mockingboard 4c의 왼쪽 VOL의 단자 2개중 편한곳에 꽂습니다.
(2핀인 이유는 보드 제작시 핀이 돌아가는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케이스를 닫고 동작 시험을 해보세요

사진; Z-RAM 메뉴얼에서 발췌

•
•
•
•
•
•
•
•

잘 꽂아 졌으면 케이스를 잘 닫을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키보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케이스를 닫습니다. 닫을 때 손잡이 빼먹지 마시고 같이 잘 연결해서 닫으십시요.
자, 제대로 잘 되었다면 머킹보드가 동작할것입니다.
볼트를 채우기 전에 APPLE IIc를 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APPLE //c라고 켜지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APPLE //c를 OFF하시고, 내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CPU소켓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PPLE IIc가 잘 켜지면, 게임등을 구동시켜 머킹보드를 시험해 보시고 볼트를 채우시면 됩니다.
만약, APPLE //c는 잘 켜지지만 머킹보드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Mockingboard를 ON해보신후
게임등을 구동시켜 보기 바랍니다.

스피커의 고정에 대하여
• 스피커는 머리핀등의 적당한 철편이 있으면
고정할수 있습니다. 사진상에서는 철편을 ㄷ자
형태로 굽혀서 사용했고, 탄성이 있어 잘 잡아
줍니다. 이것은 어디서 그냥 생긴것이데, 더 이상
구할 방법이 없어 제공되지 못하였습니다.
• 핀등으로 고정이 어려우시면 접착제로 스피커를
고정해도 됩니다만 APPLE //c의 아래쪽이
빗살무늬라서 면적이 작아 강하게잘 접착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퍼티등을 써서 고정시켜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좋은 방법이나 재료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머킹보드의 수동 ON
Mockingboard 4c는 APPLE //c의 4번 슬롯을 요청시에 동작합니다. 그러나, 몇 몇 게임에서는
Mockingboard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미리 수동으로 ON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ON하는 방법은
APPLE //c의 BASIC 이나 기계어에서
]POKE 50179,FF:POKE 50180,FF
또는
]CALL-151
*C403:FF FF

☞ Naver ‘8비트 퍼스컴’ 카페의
‘로드런너’님께서 최적의 값을
찾아 주셨습니다.

입력 후 프로그램 디스켓을 *C600G 이나 PR#6 명령으로 필요시 부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SKYFOX와 몇몇 프로그램등에서는 수동으로 ON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CTRL+RESET키를 누르면 Mockingboard가 OFF되니 다시 수동으로 ON 해주셔야 합니다.

AUX와 Mute핀에 대하여
•
•
•

•
•

외부 앰프내장형 스피커를 연결하고자 한다면, AUX핀을 사용해야
합니다. (Speaker단자의 선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Mokingboard
4c의 앰프는 디지탈 IC앰프인데 -단자가 GND가 아닙니다)
해당 AUX신호는 1Vpp로 이 AUX신호의 크기는 반고정저항등으로
조절할수 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AUX핀에 이어폰커넥터를 만들면 사용하기 편리하나, 내부
Speaker는 계속 동작하여 불편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Mute핀을
만들어 두었으니, 내부 Speaker를 OFF를 원할때에는 해당 2핀을
서로 연결하면 내부 Speaker가 OFF됩니다. (Mute핀은 1번핀을
GND에 연결하면 내부 앰프 IC가 OFF됩니다. 2번 핀은 단순한
GND입니다)
내부 스피커를 사용하기 원치 않을때는 내부에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구성상 Mockingboard 4c는 내장 스피커를 사용하는것을 가장 좋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장 스피커의 최대 음량의 조절
•
•

•

소리의 최대크기(게인)은
반고정저항으로 조절해 둘수
있습니다.
APPLE //c의 볼륨을 최대로 두고,
적당한 소리크기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APPLE //c를
켜서 작업해야 하고, 키보드도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다소
주의가 필요하여, 어려울수
있습니다. 제작 후 발송시 적당한
음량크기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APPLE //c의 볼륨으로 머킹보드의
음량제어시 10% 정도에서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이는 고장이
아니라 볼륨 제어칩의
Standby영향으로 발생하는
제어칩의 특징성입니다.

Mockingboard 4c의 핀 설명

볼륨 제어용핀

외부 스피커용 연결핀
(L,GND,GND,R)

내부 스피커 연결 소켓
(L+L-,R-R+)

내부 스피커
음량
조절용(Left,Righ
t)

내부 스피커 Mute핀
2선을 서로 연결하면
OFF
1; Mute ,2; GND

소켙용 핀 구입처
• 몇 몇 부품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 CPU소켓에 꽂는 핀
– 기존 암소켓에 꽂아져 있습니다. 부러져서 못 쓰게된
경우에는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Site에서
구입하여서 기존것은 뽑아내고 새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핀으로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http://www.ic114.com/AJAXWWW/SITE/sc/00V0.aspx?ID_P=P008
1687

고장 아닌가요?
•

•
•

•
•
•

•
•

•

APPLE //c가 갑자기 안켜집니다.
– Mockingboard 4c는 CPU소켓을 사용합니다. 해당 소켓이 느슨하거나, 빠져 있으면 APPLE //c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CPU소켓에 다시 잘 눌러서 장착하세요. 그래도 안된다면 CPU만 빼서 APPLE //c에 꽂고 APPLE
//c를 켜보세요. 켜진다면 Mockingboard 4c가 고장이라 AS보내주시고, 그래도 안 켜진다면 APPLE //c가
고장입니다.
음량조절이 안됩니다.
– 내부의 음량조절용 선을 연결해야만 됩니다. 음량 조절선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한쪽 채널이 안나옵니다.
– 먼저 스피커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반고정 저항이 오른쪽으로 너무 잠겨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보통 중간위치에 놓으면 괜찮습니다.
– 음원칩이 하나 고장나고 그럴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음원칩을 좌우로 바꾸면 소리가 따라갑니다.
한쪽 채널만 소리가 작습니다.
– 내부의 반고정 저항을 돌려서 소리의 크기를 맞춰보세요.
머킹보드에서 열이 좀 나는것 같습니다.
– AY3-8912의 칩에서 열이 좀 나는 편입니다. 빈티지 부품이라 절전 기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부품이 중고 같아요
– 네, AY3-8912와 6522는 신품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를 구하여 사용하였으며, 부품은 모두 기능
테스트를 거쳐서 이상있는것은 모두 폐기하였고, 이상 없는것만 사용합니다. 이에 겉 모습이 조금 흠이
있을수 있습니다.
소리가 맘에 안들고 째지는 소리가 나요..
– 내부 스피커로는 소리의 크기와 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더 멋진 소리를 들으시려면 AUX에 앰프가 장착된
앰프를 연결하시어 사용하세요. 째지는 소리가 날경우 내부 반고정 볼륨을 돌려서 조금 소리를 낮춰 보세요.
게임에서 머킹보드 소리가 안나요
– 해당 게임이 머킹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 머킹보드 설정시 슬롯은 4번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특이한 게임은 IIc를 감지하여 머킹보드를 OFF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게임은 Ultima4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Patch한것이 있으며, 게시판에 별도로 올려두겠습니다.

기타 고장 의심 증상은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한 프로그램
Software 명

호환

자동/ 수동 ON 필요

Ultima III

Yes

Manual ON

Ultima IV

Yes

Select Slot4

Ultima V

Yes

Select Slot4

Sky Fox

Yes

Manual ON

Popeye

Yes

Manual ON

Spy Demise

Yes

Manual ON

Tacticle Armor

Yes

Auto

The SPY Strikes

Yes

Select Slot4

Sky Destroyer

Yes

Select Mockingboard

Night Flight

Yes

Manual ON

Sweet Micro Systems

Yes

Auto

Maze Craze

Yes

Auto

Cybernoid Music Disk V5

Yes

Manual ON

Music construction Set

Yes

Manual ON

Willy Byte

Yes

Manual ON

(NOT SO )Cheap Tunes I

Yes

Manual ON

ZAXXON

Yes

Auto

* 모든 S/W가 시험된것이 아닙니다. 시험한 결과가 나오면 Table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보증과 기타 사항
•

무상 보증 기간과 범위
– APPLE //c의 4000모델과 4100모델에서 동작을 보증합니다.
– Mockingboard 4c는 6개월을 무상보증기간으로 합니다. 단, 기타 커넥터, 스피커는
무상수리에서 제외합니다. (무상수리는 송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품을 동작이 보장되지 않는 기기에 장착시, 무단으로 납땜, 개조시의 고장은
무상보증에서 제외됩니다.
– 그 이후의 고장은 부품이 있는한 실비 수리하여 드립니다.

•
•

특별한 공지 없이 메뉴얼과 부품 수치등은 개선의 목적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게시판이나 Email: quick09@gmail.com으로 주시면
됩니다. 다만 중복 내용의 질의가 있을수 있으므로 다른분들이
참조하실수 있게 카페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