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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EMR2는 모델F XT를 베이스로 하여 일부 부품을 Mil Spec에 맞게 제작한 것으로 생

각됩니다. 일부 부품이 Mil Part Number이므로… 

Zoooz나 이곳 kbdmania 뒤져보면 EMR2나 XT의 History, 키감 등, 자세한 사용기나 내부 

모습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내가 쓸려고 하는 내용은 이 녀석을 요즘 PC에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하고, 컨버터를 제작하

고 XT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젠더를 만들던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엔 3대 명기에 속한다기에 일단 지름신 부름받고, 하는일이 하드웨어 엔지니어이다 보

니 어떻게 개조하면 되겠지 하고 일이 시작되었죠! 

 

Part 1. EMR2 분석 

먼저 EMR2의 내부 사진을 보면… 

1. XT와는 달리 컨트롤러부를 덮고 있는 코팅막이 있고, 이걸 벗겨내면 XT와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케이블 분리도 안 됩니다. 



코팅막 벗기면 이렇게 생겼고, 보기에도 XT와 동일합니. 일부 부품이 다르지만… 

키보드 장인(?)이 서명한 싸인 

 

 

EMR2의 컨트롤러부, XT와는 몇 개 부품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기능은 똑 같습니다. 

 



2. 벗겨낸 코팅막 모습

 

 

3. 정전용량 방식의 입력을 위한 PCB 

 



4. 스프링과 파리채(?) 

 

 

5. 이중 키캡 

 



이상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EMR2는 XT와 동일한 하드웨어 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더

군더나 지난 번에 XT용 컨버터 제작된 사례도 있고, 일본인 사와다씨  회로에, 소스파일, 

Hex 파일까지 있으니 개조를 위한 모든 준비는 되어 있었으니 별 문제없이 제작했습니다. 

 

Part 2. 컨버터 제작 

 

위 회로도는 원래 사와다씨 회로도인데, 여기에 제가 알아낸 부분이 첨가되어 있읍니다. 우

선 왼쪽 중간 정도에 노란색 부분을 보면 EMR2용 컨버터를 위한 커넥터(D-Sub, 9pin)의 

핀 번호가 있고, 왼쪽 위에는 EMR2의 내부 케이블 쪽 컨트롤러부 커넥터 부분의 핀 번호

입니다. 즉 EMR2 그 굵은 케이블을 지나다니는 신호선 및 전원선의 핀번호입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일반 PC의 PS/2(Mini Din 6pin)단자와 AT(DIN 5pin)의 핀 번호입니다. 

위 회로를 이용하여 제작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그냥 회로도에 나온 대로 꼼꼼하게 

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PIC16F84 칩 잘 굽고…EMR2용과 XT용을 겸용으로 만들 수 있

었던 것도 요렇게 핀 번호만 다르지 신호 형태는 똑 같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한테 XT가 없기 때문에 XT에 컨버터 물려서 한번도 시험 안 해보고, 공제한 것 배송해

버렸죠! 그래도 안 된다는 분 한 분도 없읍니다.  



실제 제작시에는 어떻게든 작고 튼튼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냥 막 굴려도 되게… 

 

컨버터 동작원리는 지난 번에 자유게시판에 한번 올렸는데 다시 한번…. 

==================================================================== 

XT방식의 키보드는 요즘 PC(PS/2)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없읍니다. 

키보드의 어떤 키가 눌려지면 매트릭스 구조에 의해 키보드의 컨트롤러가 이를 알고,  

PC가 알아먹을 수 있게 변환하여 (특정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 보냅니다. 

XT는 PC의 CPU가 키가 눌려진 것을 알아먹기 위해 변환할 때 Scan Code Set 1을 사용하

지만 AT, PS/2는 CPU가 키가 눌려진 것을 알아먹기 위해 변환할 때 Scan Code Set 2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XT에서 'a'를 누르면 AT,PS/2에서는 '2'라는 키가 눌려진 것으로 인

식합니다. 

Scan Code Set는 다음의 3가지가 있읍니다. 

Scan Code Set 1 - Original XT scan code set; supported by some modern keyboards  

Scan Code Set 2 - Default scan code set for all modern keyboards  

Scan Code Set 3 - Optional PS/2 scan code set--rarely used  

 

키보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등이 자세히 나와 있는 site들입니다 

(Link)panda.cs.ndsu.nodak.edu/~achapwes/PICmicro/ 

(Link)panda.cs.ndsu.nodak.edu/~achapwes/PICmicro/PS2/ps2.htm 

(Link)panda.cs.ndsu.nodak.edu/%7Eachapwes/PICmicro/keyboard/atkeyboard.html 

(Link)panda.cs.ndsu.nodak.edu/%7Eachapwes/PICmicro/keyboard/scancodes.html 

 

그럼 XT를 요즘 PC에서 사용할려면 2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1. 일본인 sawada씨가 만든 XT to AT 컨버전 회로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입니다.이 것은 

KimJungJib님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sawada씨가 짠 코드를 보니 

위의 예에서 처럼 일일이 키의 scan code1을 2로 바꾸는 것입니다 

2. XT 컨트롤러부를 AT 컨트롤러부와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아직 시도한 분이 안 보

이네요. 스위치들의 키 매트릭스 구조를 알아내어 AT 컨트롤러를.  납땜하여 이식하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기계식이라면 가능한데 정전용량 방식이라 포기. 

 

sawada씨 홈페이지와 KimJungJib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Link)www.tsp.ne.jp/~sawada/mago/ 

(Link)www.kbdmania.net 

==================================================================== 

기타 사진들은 제가 올렸던 사진(회원공구, 자유게시판, 팁앤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panda.cs.ndsu.nodak.edu/~achapwes/PICmicro/
http://panda.cs.ndsu.nodak.edu/~achapwes/PICmicro/PS2/ps2.htm
http://panda.cs.ndsu.nodak.edu/%7Eachapwes/PICmicro/keyboard/atkeyboard.html
http://panda.cs.ndsu.nodak.edu/%7Eachapwes/PICmicro/keyboard/scancodes.html
http://www.tsp.ne.jp/~sawada/mago/
http://www.kbdmania.net/board/zboard.php?id=freeboard&page=2&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xt&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23


Part 3. 사용 편이성을 위한 개조 

일단 EMR2를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게 몇 가지 있는데  

1. 키 배열 적응 문제(특히, ALT, CTRL, Caps Lock이 키캡에 인쇄된 거랑 틀림) 

2. LED가 잘 안 보인다. 

3. 케이블이 너무 억세다. 

 그래서 1번은 HEX 파일을 건드려 일부나마 해결했습니다 

ALT, CTRL, CAPS Lock은 키캡에 인쇄된 대로 키가 입력되게 HEX 코드 수정. 원래는 소

스코드를 수정할려고 했는데, 컴파일러 구하기도 귀찮고 해서… 에디터에서 수정하고 롬 구

우면 Checksum Error가 나는데, 롬라이터에서 바로 수정하고 구우면 됩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적용 안 되어 있습니다. 제 꺼만 테스트 단계입니다. 잘 된다면 정모 때 

바로 구워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3번은 허접하수님이 올린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케이블도 일반 PS/2

용 케이블을 사용하였고, 하우징에 구멍 뚫고서 LED 박아 넣고…그래서 이름이 5150 PS/2 

입니다. 참 이 녀석은 원래 5150 XT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허접하수님이 직접 

제작하셨습니다. 이건 허접하수님  XT와 제 EMR2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허접하수님, 사진 무단 도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