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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강덕진 

 김광철 

 박희현 

 황평수 

*작업내용 

 ~ 5.4일 

  목표를 MAME 등의 게임 에뮬레이터의 제작에 둠. 

  -에뮬레이터에 대한 조사 (문서#2 – 에뮬레이터들에 대한 조사) 

  -조이스틱에 대한 설계 (문서#3 – 조이스틱 설계) 

  -uCos 를 보호모드에서 실행하는 부분까지의 구현완료 

   mame,znes 중하나로 결정 / 다음미팅까지 소스분석. 

   Mame – 강덕진 

   Znes – 김광철,박희현,황평수 

 ~5.11일 

  mame 에서 가능성 발견. (문서#4 – mame 포팅전략) 

  znes 에 대해서 분석 결과 소스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을 발경. 

   mame 로 결정. / 다음미팅까지 mame 소스에 대해서 분석. 

   VGA/기타 – 강덕진,황평수 

   키보드/조이스틱 등의 입력부분 – 박희현 

   File IO / 타이밍부분 – 김광철 

 ~5.24일 

  소스분석에 대해서 1차적인 결론을 얻음. 

  세부 OS 에 대해서 기능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기로 함. 

   IDE 부분 분석 및 구현 – 황평수 

   FAT 파일시스템 – 김광철 

   uCos 와 Mame 합치는 부분,VGA,INPUT – 강덕진,박희현 

 ~6.7 

  mame 의 VGA,INPUT에 대해서 분석완료 및 재구현 시도. 

  SOUND부분 제거. / 저작권 경고 메시지 출력 제거. 

  FAT에 대해서 보류. (학업 및 기타 프로젝트로 인해 구현은 실패.) 

  IDE 의 READ 부분 구현. (사소한 오류가 있음.) 

  보호모드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코드를 Windows 의 VisualC++ 환경에서 개발성공. 

    2가지의 커널을 보유. (Linux 환경 / 윈도우 환경) 

  다음 미팅까지의 할일 결정. 

   IDE – 읽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및 IDE 전체 구현 (6.30) – 황평수 

   파일시스템 – 자료확보, FAT구현 완료 (7.10) – 김광철 

   VGA 에 대한 접근,프로토 타입 작성 (6.30) – 강덕진,박희현 



   MAME+uCOS 완료 (6.30) – 강덕진,박희현 

 04.6.25 

  VGA 를 테스트 하기 위한 코드 작성. (320x200x256) 의 기본적인 코드. – 강덕진 

 04.6.27 

  파일시스템 구현 기반. (IDE 하드디스크의 인식/읽기 시도) – 황평수 

  *문제점 

1. ID/ECC 결함 (Disk info 읽어서 이정보에대해 Reset 않해서 일어난듯함.) 

2. Keyboard Driver 작성 (문제없음) 

3. Serial Driver 작성 (실험 대상이 없다) 

 04.6.28 

  [팀미팅] 

  각 모듈에 대한 이름 해더 정의. 예) VGA -> VGA_Clear / VGA_BitBlt 

  [작업스케줄 정함] 

박희현/강덕진 :   VGA 시험 / API시작 

황평수 : IDE 완료 /  KBD 완료 

김광철 :  FS 구현! 

 04.6.29 

  그래픽 모듈에서 VESA 를 사용하기로 결정.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이 있음. 

  1. V86 TASK 를 이용한 Int 0x10 을 이용한 호출 

  2. 보호모드를 위한 VESA 드라이버의 구조체를 이용한 호출. 

 04.6.29 

  커널에 쉘과 키보드 드라이버 작성에 성공 – 황평수 

 

  개발 및 디버깅을 위한 기반 코드 작성 ( outb , printk 등) 

 04.7.8 

  디스크 읽기 구조를 폴링에서 인터럽트 드리븐으로 구상. 

  키보드 드라이버에서 버퍼를 사용하도록 결정. 

 04.7.9 

  VESA 보호 모드용 엔트리 검색 시도. (Bochs) 



 

보호모드에서 VESA 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BIOS 영역에서 VESA 시그내쳐를 검색해서 

보호모드 영역을 할당하고 바이오즈를 복사해소 콜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험하다가 실패함.  

시그네쳐를 찾긴했지만, 체크섬이 오류가 있어  VBE3.0 을 VMWARE에서 지원하는지 의문이 됨. 

그래서 V86 모드를 이용해 기존 Bios 콜을 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서 막힘. 

   

  [팀미팅] 

  작업 점검 

황평수 - IDE 부분적 구현 / FAT file system LS 부분 구현 (아직 안됨) 

강덕진,박희현 - VESA 시도, V86모드에서 해야된다는 결론, 작업중 

                   - mame gcc 에서 컴파일 하도록 세팅 

[할일결정] 

평수 - 7월20일 까지 LS 구현 완료 

덕진,희현이형 - V86 구현! VESA API 구현 

광철이형 - RS232 자료 조사 

 04.7.13 

   

  

루트 클러스터에서 ls 한 화면. windows xp 로 fat32 포맷한 하드 읽은 결과. 

근데 시스템 화일은 보이지 않음. (파일 속성 때문인듯) 

 04.7.16 

  nVidia Riva TNT 그래픽 카드의 스펙 확보. 하드 코딩으로 제어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 

 04.7.18 



  [기반코드 보강] 

1. string 관련 표준함수 (리눅스에서 쓰는 기초 C 함수들 따다 옮겼습니다.) 

     (strlen strcpy strtok getoption 등등) 

2. C 표준 라이브러리 라고 부르는 sscanf sprintf 등을 옮겼습니다. (출처는 리눅스 입니다.) 

3. IDE/FAT32 관련 자료 

     IDE 는 저수준 작업 / FAT32 는 작업 시도 

  [dir / ls 구현] – 황평수 

 

cat 작성 시도. 

 04.7.20 

  [중간점검] 

  -VGA 

EGA/VGA 차원의 프로그래밍은 가능 

SVGA 모드에 대한 난점 

VESA in Protected Mode 

특정 장치에 맞는 포트 명령에 대한 자료 

V86 모드 사용할지에 대한 고려 

  -File System 

   IDE 블록단위 읽기쓰기 구현 

FAT32 

Rob Riglar 의 Library 변형 및 사용 

  -입력 장치 

   RS232 통신을 위한 자료 수집중 

  -Mame 통합 / 컴파일 

리눅스 환경의 GCC 에서 컴파일 작업중 

아직 성공하지 못함. 

모든 os 종속적인 코드를 일단 제거하는 작업중 

  [역할분담 정립] 

강덕진 

비디오 드라이버 작성  

SVGA 

김광철 

RS232 드라이버 구현 



박희현 

mame OS 종속적인 코드 제거 / 컴파일 완료 

mame 사이즈 줄이는 문제 

황평수 

파일시스템 구현 / 적용 

  [결정사항] 

  CVS 시스템 도입 / 체계적인 문서화 / 게시판에 로그를 남기는 문제. 

 

  [폴더구조 정립] 

 

 

 

 

 

 

 04.7.22 

  FS 의 CAT 명령 구현 



 

 04.8.1 

  [각 팀원 8월 세부계획 결정] 

  -강덕진 

08월 01일        V86 모드 구현 

08월 10일        V86 구현 완료 

        VGA 드라이버 구현 

08월 20일        드라이버 완성 

08월 25일        MAME + FILE System + VGA 구동 시켜 보기 

08월 30일        MAME + FILE System + VGA 구동 완료 

-황평수 

:1 TIMER IDE Shell 복구완료 

8:10 ISO9660 분석완료(CDFS) 

8:20 ISO9660 구현 

8:30 완성된 부트섹터 제작 

-박희현 

첫째 주 :  Linux 컴파일 완료. 

둘째 주 : 모듈간 상관관계 파악하기. 

                 분석되는 대로 필요없는 부분 삭제등 크기 줄이기. 

-김광철 

8월 2일 까지 

   시리얼 및 병렬 포트의 선택 

   하드웨어 하는 애들한테 물어본 결과 병렬이 더 제어하기 편하다고 함 

8월 4일 까지 부품 정보 수집 및 확보  

   남는 조이스틱이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청계천 가서 사야함 

8월 15일 까지 시리얼 구현 자료 분석 및 구현 

 

 

 

 

 

 04.8.4 



  CD-ROM 인식 – 황평수 

  Secondary IDE 는 문제없이 동작하는데,  

CD-ROM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DE/ATA 만으로는 안된다는 사실 알아냄. 

CD-ROM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TAPI 를 사용해야함. 

(ATAPI 는 대용량 하드디스크나 여타 12byte packet command 로 접근하는 디스크에 사용된다고함) 

CD-ROM 에서 BLOCK read 하는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 

 04.8.10 

  CDFS 구현 

 

화일 이름 리스팅 해보는 부분 

ISO9660 이라 부르는 spec 에 따라 구현된다길래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root 찾구 root 에 화일 이름 찍는거만 되었습니다. 

 04.8.12 

  리눅스 상에서 Mame 컴파일 링크 – 박희현 

2개의 함수와 수학함수에서만 링크에러가 발생함 

이것만 해결하면 성공할것 같다. 

 04.8.13 

  리눅스 상에서 마메 컴파일 성공. 

  모든 의존코드 무효화. 

 04.8.15 

스케줄러와 쓰레드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 – 강덕진 

쓰레드와 스케줄러 구현에 들어간 것은 vga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04.8.17 

  시디에 들어갈 100개의 재미있는 게임 리스트 선정. 

  *별도의 문서에 있음. 

  [팀미팅] 

  Bochs 를 이용해 디버깅 / 개발  , Vmware도 병행 

  CVS 주석 잘달고. 사용 잘하기. 

 

 

 

 

 04.8.20 



  CDFS 완료 – 황평수 

다음 클래스를 구성하고 구현 완료 하였습니다. 

BlockDevice 

    +  BlockPartition   (Disk Partition) 

    +  IDEDisk           ( IDE Disk ) 

 

FileSystem 

    + FS_CDFS        ( CDFS - ISO9660 ) 

    + FS_ROOT       (  root file system ) 

   부팅가능 CD에 대한 연구 착수 

 04.8.21 

  시디부팅 작업 기반 작업 

  스케줄러 작성 (TSS 를 이용한 전환) – 강덕진 

 

 04.8.23 

  스케줄러 완성 – 강덕진 

 

기본적으로 테스크 전환과 멀티 레벨 큐를 이용한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04.8.26  

  부팅방법 추가 (GRUB/FDD) – 황평수 



 04.8.27 

  CD롬 부팅 성공 – 황평수 

   

 04.8.31 

  VGA를 위한 V86 모드 테스크 추가 성공 – 강덕진 

 04.9.1 

  V86 모드를 이용한 그래픽 모드 전환 및 사용 인터페이스 성공 – 강덕진 

 04.9.3 

  그래픽 모드 추출과 전환 성공 

  

 

 

 

 

 

 

 

 

 

 

 

 



  Mame 통합 작업에서 링크에러 (기본적인 함수들 미구현에 따른 에러) 

  마메 컴파일 및 링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  

 04.9.5 

DeviceContext라는 클래스와 

Font 라는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기본적으로 박스를 그린것입니다 

 04.9.6 

  VGA 작업 마무리 – 강덕진 

  Mame 의 부분에서 화면 출력 부분만 연결해 주면 됨. 

 

 

 04.9.7 

  마메와 커널의 통합 링킹은 수분이 걸리는 작업으로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인해 

  각자 별도의 분리된 바이너리로 처리함. 메모리 영역에 심볼테이블을 두어 서로 간의 

  Jmp 를 통한 호출을 사용할 예정. 

  거대한 (32M) 마메 바이너리를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에서 알수 없는 문제가 생김.  

(1메가~2메가 사이에 어떤 예약된 공간이 있는듯) 

커널 메모리를 재배치함. 

0x200000 ~ 0x2FF000  kernel image 

0x2FF000 ~ 0x2FFFFF symbol table 

0x300000 ~ 0x400000 heap 

0x400000 ~ 0x37????? Mame 

 

 

 

 

 

 



  VESA 드라이버 작업 일단락. 

   

 

  폰트 및 기본도형 출력 기능 구현.폰트 줌 기능 구현 

 9.7 

  커널과 마메를 분리하여 실행시키는 단계 실험 성공 

 9.12 

  마메 분리와 심볼테이블을 위한 코드 완료. 

  쉘에서 mame <rom> 방식으로 해당 마메를 실행 할수 있는 명령어 추가. 

모든 포팅코드는 다음에 있습니다. 

 

/nc/mame_port/pport.cpp                KERNEL 심볼 export 

/nc/mame_port/cport.c                    KERNEL 의 C 고유심볼구현 

/nc/mame_port/mosd_start.cpp        osd_start 함수 구현 

/nc/mame_port/mosd_run_game.c   run_game 함수 구현 

 

/core_mame/port/mame_port.c        KERNEL 심볼 import 

/core_mame/linux/linux.c                MAME 심볼 export 

 

현재 상태는 run_game 함수에서 

 

struct GameOptions options; 

 

에 있는 옵션들을 읽어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남. 

Invalid op code exception 

 

 

 

 9.13  



osd_init 을 콜했는데 아직 이함수를 구현하지 않아서 unimplemented 메세지가 나오는 화면입니다. 

 

 

nc/mame_port/pport.cpp 에 Symbol table 에 구현한 함수를 export 해야 합니다 

 

 9.15 

  Osd_ 계열 함수 호출시 발생하는 에러 해결. 

 

*사진 - osd_init 가 호출되고 다음 osd_ 계열 함수에서 unimple 이 뜨는 모습  

기존의 코드가 far jump 였다. 녀석은 내부적으로 몇가지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것 같다. 그래서 리턴형이 

void 가 아닌 녀석들을 마메측에서 호출하게 되면 커널로 넘어오기는 하나. 다시 리턴할 때 이상한 주소로 점

프하게 되어 에러가 난다. 그래서 점프를 하지 않고 직접 Call 을 한다. 이것은 평수가 커널측에서 마메를 호



출할때 사용한 방법인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 

 

int osd_init(void){ 

        //JMP_SYM(SYM_MOSD_INIT); 

        int (*pFunc)(); 

        pFunc = (int(*)())(*(unsigned long*)SYM_MOSD_INIT); 

        return (*pFunc)(); 

 

} 

 

 9.16 

  조이스틱 제작 원형틀을 파는 사이트 발견. 

http://www.stickstation.com/ 

 9.17 ~ 9.25 

  마메 포팅 성공.  

   

  1942 라는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  

  KEvent 객체 작성 (키보드 이벤트) 

 9.27 

실제 컴퓨터 에서 시디롬 부팅 성공. (기존의 사소한 버그 제거)  

쉘의 키보드 입력이 지금은 폴링이더군요 KEvent 객체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마메가 느린 이유를 생각해본 결과 Idle 쓰레드가 타임퀀텀을 다 쓰고있더군요 

그래서 Idle 쓰레드는 바로 스케줄러를 호출하는 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결국 mame 를 실행시키는 순한 마메가 CPU 풀파워를 쓰게 됩니다. 90프로 이상의~ 



 

*문제제기  

아직 느린것은 평수가 말한데로 파일시스템의 버퍼링문제와  

폴링방식을 모두 이벤트 방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나중에 해야 할듯 합니다. 

 9.29 

  조이스틱 작성을 테스트를 위해 플레이 스테이션용 조이스틱을 구입. 

 10.1 

  회의 내용 

1. 인풋 - 김광철,황평수 

2. VGA/FrontEnd - 박희현,강덕진 

 

 10.3 

  파일시스템 관련 성능 버그 제거 

  IDE부분에 테스트용 시간 지연 코드 제거. 

  조이스틱 제작 완료 및 테스트 완료 

 10.5 

  마메 게임 속도가 너무 느린 문제. 

  속도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테스트를 수행. 

 10.6  

  UI 작업 시작 

 

화면 배치 및 게임 리스트 출력 부분 구현.  

 10.7 

조이스틱 부분 완료 

CDROM 

먼저 vm_ware 에서는 부트섹터를 98x512 bytes 까지는 읽는것을 지원해준다. 

(98 sectors 까지 시도해 봤음) 

기존 부트섹터의 크기가 68 sectors 였다. 하지만 현재 멤버십 컴퓨터들은 32sectors 만 읽는듯하

다. 

(그 이상이 되면 커서만 깜빡이고 그대로 멈춘다) 따라서 32 sectors 로 줄였다 ㅠㅠ vsprintf 같은

것두 다빼구 new 두 빼구 여튼 딱 32 sectors 맞췄다. 그런데 이넘이 CD-ROM 을 못읽는것이다. 

계속 해보니 vm_ware 에서는 CD-ROM 이 vm_ware Viratual CD-ROM 이고 실제머신에서는 



SAMSUNG-PRW-xxxxx 같은 모델루 나온다. linux 2.4.2 소스를 참조해보니 generic cdrom 에 관

한 extended operation 이 나와서 테스트 해봤으나 인터럽트조차 발생하지 않응걸로 보아 좀더 조

사를 해야할듯 하다.  

1. 부트섹터 32 sectors 로 줄였음 

2. CD-ROM 조사중 

 10.10 

   

  원색을 표현해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수행함. 비행기 및 움직이는 물체는 원색이 잘 나오지만 

  배경은 색이 깨지는 문제. 

  부팅후에 이상한 문제로 계속 재부팅 되는 현상 해결  BSS 를 초기화 해주지 않아서 발생. 

 10.12 

   

  마메와 UI 결합 하는 부분 완성 

남은문제 

1. VGA속도 향상 

2. FrontEnd 마무리 (희현이형!!!) + 폰트 마무리 (희현이형!!!) 

2. 쉘이 없어지고 전부 그래픽 모드이므로 특정 키를 누르면  

   아웃풋을 시리얼로 보내는 플래그 온/OFF 



3. 여러가지 종류의 게임에 대해서 테스트 해 보기 

 

[옵션] 

4. 특정 컴퓨터에서 돌지 못하는 문제 

 

10.16 

 UI 작업 데이터 입력 완료 

 

 10.17 

  상위 기종의 일부에서 CD-ROM 부팅중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 

상위기종중 일부는.... 

VIDMEM 이라 부르는 0x800 (맞나?) 에 뭔가를 쓰면 바로 리붓해버리네요 

섹터수 문제인가 싶어서 계속 줄여봤는데 

한섹터에서도 문자만 찍으면 바로 리붓. 

 10.18 

  게임들 실제 플레이 테스트  

 

 



 

 10.20 

  일부 컴퓨터에서 부팅시에 리붓되어 버리는 문제 해결 

  Stack Pointer 가 시스템의 보호된 영역에 오버랩 되어 있을 때 발생 하는 문제였음. 

  UI 그래픽 배경 디자인 

   

 

  졸업작품 문서화 정리작업 시작. 

 10.21 

  CD-ROM 부팅시 IDE Busy Wait 버그 퇴치 

CD-ROM boot sector 축소 하면서 Hard Disk 인식 부분을 없앴더니, 

하드가 물린 IDE Controller 가 Busy 상태로 빠지면서 그렇게 되었던거 같습니다. 

 

 10.26 

  디자인된 그래픽 이미지 인식하여 화면에 출력 하는 루틴 구현. 

  파일 읽기 함수에서 용량이 큰 파일을 읽으려 할 때 발생하는 스택오보플로우를 잡다. 

 ~10.29 

  문서화 마무리 및 정리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