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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설명 
본 문서는 PCIe-AIO14 보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동작 구조의 이해를 위해 버퍼링과 트리거에 대하여 설명한다. 
데이터 저장 방식은 링 버퍼 구조로 덮어쓰기로 동작하는 연속 모드와 버퍼 처음부터 마지
막까지 1회 저장 후 중지하는 단일모드가 있다. 
데이터를 버퍼로부터 읽는 방식은 원하는 샘플 수 단위로 읽는 방식과 설정된 데이터 블록 
크기로 읽는 방식이 있다. 
트리거 기능의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 트리거 수집 모드와 일반 수집 모드로 구분한다. 트리
거 모드는 일반 수집 모드에 소프트웨어 트리거 기능이 추가된 기능으로, 일반 모드로 운용중
에 트리거가 발생하여 요구되는 샘플 수만큼 수집이 진행되면 자동으로 중지된다. 

[그림 1]은 일반 모드와 트리거 모드에 따라 사용하는 함수 목록을 표시하였다. 
 

 
[그림 1. 모드별 API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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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Level API Functions 
Overview  
BOOL OpenDAQDevice(int nModel, int nBoard) 
BOOL CloseDAQDevice(int nModel, int nBoard) 
BOOL   GetBoardVersion(int nModel, int nBoard, int *version) 
BOOL   GetLibraryVersion(int nModel, int nBoard, int *version) 
 
 
 
OpenDAQDevice 
 디바이스를 Open한다. PCIe-AIO14 보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초기에 반드시 한 번 함수

를 호출하여 디바이스를 Open 하여야 한다. 
 
BOOL OpenDAQDevice(int nModel, int nBoard)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Return Value: 

장치 연결 실패일 때 “FALSE”, 성공일 때 “TRUE”을 리턴한다. 
 
 
 

CloseDAQDevice 
 PCIe-AIO14 장치를 Close한다. 장치의 사용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장치를 Close 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BOOL   CloseDAQDevice(int nModel, int nBoard)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Return Value: 

장치 연결 실패일 때 “FALSE”, 성공일 때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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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BoardVersion 
 PCIe-AIO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버전 정보를 얻는다. . 
 
BOOL   GetBoardVersion(int nModel, int nBoard, int *version)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version : 버전 정보를 받을 변수의 포인터이다. 정상적인 경우 양의 정수 값을 나타낸다. 

Return Value: 
장치 연결 실패일 때 “FALSE”, 성공일 때 “TRUE”을 리턴한다. 
 
 

GetLibraryVersion 
 API Library 버전 정보를 얻는다. . 
 
BOOL   GetLibraryVersion(int nModel, int nBoard, int *version)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version : 버전 정보를 받을 변수의 포인터이다. 4비트 단위로 버전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읽

은 데이터 값이 0x0123 인 경우, 버전은 ‘1.2.3’ 이다. 
Return Value: 

장치 연결 실패일 때 “FALSE”, 성공일 때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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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Analog to Digital Convertor) API Functions 
Overview  
int      ADC_Run(int nModel, int nBoard, int nMode, int nChannels, int nSamples, int nBlockCounts) 
BOOL   ADC_Stop(int nModel, int nBoard) 
int      ADC_GetBufferedCount(int nModel, int nBoard, int* nWrPtr, int* nRdPtr) 
BOOL   ADC_ClearBufCount(int nModel, int nBoard) 
int      ADC_ReadBufferedData(int nModel, int nBoard, int count, short* data, int nWaitMiliSecond) 
int      ADC_SetSamplingRate(int nModel, int nBoard, int nSps, int nCh) 
int      ADC_GetBlockState(int nModel, int nBoard, int *nWrPtr, int *nCurAcqCount, int *nWrState) 
int      ADC_GetBlockData(int nModel, int nBoard, int nAcqCount, short *nBufData, int nWaitMiliSecond) 
int      ADC_SetTriggerBufSize(int nModel, int nBoard, int nPreSample, int nBufSample) 
int      ADC_SetTriggerLevel(int nModel, int nBoard, int nCh, int nLevel, int nSlope) 
int      ADC_SetTriggerVolt(int nModel, int nBoard, int nCh, float fVolt, int nSlope) 
int      ADC_TriggerRerun(int nModel, int nBoard, int nChannels) 
BOOL   ADC_TriggerStop(int nModel, int nBoard) 
BOOL   ADC_GetTriggerState(int nModel, int nBoard, int *nTriggeredCh, short *nValue) 
int      ADC_GetTriggerData(int nModel, int nBoard, short *nData, int nWaitMili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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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Run 
AD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 
AD 입력 채널 선택, API 버퍼(최대 256M 샘플, 0x10000000) 메모리 할당, 하드웨어 변수 초기

화, DMA를 통한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버퍼링을 실행한다. 데이터 버퍼링은 링-버퍼 형식으

로 계속 저장하는 연속 모드와 메모리 전체에 한 번 저장하는 단일 모드가 있다.  
트리거 실행은 트리거 변수가 설정에 따라 다중 채널의 트리거를 지원하여 한 채널에서 트리

거가 발생하면 설정된 샘플 수 만큼 데이터 수집 진행 후 데이터 수집이 자동 중지된다. 설정

된 모드에 따라 연속 모드에서는 트리거 발생시까지 수집이 진행되고, 단일 모드에서는 최대 
버퍼 수집 전까지 트리거 검사를 진행한다. 
 
 

int      ADC_Run(int nModel, int nBoard, int nMode, int nChannels, int nSamples, int nBlockCounts)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

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Mode : 링-버퍼 형식의 연속 모드와 메모리 전체에 한 번 저장하는 단일 모드가 있다. ‘0’ 단

일 모드, ‘1’ 연속 모드. 
nChannels : 데이터 수집 진행할 채널을 선택한다. 선택 채널은 nChannels 값의 비트 번호에

따라 비트 0은 1번 ADC와 2번 ADC 첫 번째 채널을, 비트 15는 1번 ADC와 2번 
ADC 열 여섯번 째 채널을 선택한다. 선택한 비트 값은 ‘1’,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그림 3]의 동일한 색의 세그먼트를 구성한다. 

nSamples : 메모리를 데이터 블록으로 구분했을 때 블록에 저장될 채널당 샘플 수. 블록에 저

장되는 데이터 수집 개수는 “nSamples x 2 x nChannels”개 샘플이다. [그림 3]에서 
“Sample Count”와 같으며, 블록 데이터의 구조가 된다. 

nBlockCounts : 전체 메모리를 구분할 데이터 블록 수. 전체 버퍼링 샘플 수는 “nBlockCounts 
x nSamples x 2 x nChannels”개 이다. [그림 2]에서는 ‘m’개의 블록으로 구성하였다.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1 : 장치 연결 오류(실패) 
-2 : 범위를 벗어난 채널 수 설정 값 
-3 : 버퍼 할당 범위를 벗어난 설정 값 
-4 : 버퍼 할당 에러  



Application Note (AN242)
PCIe-AIO14 API Manual (Rev 1.2)

 

 - 6 -                                http://www.daqsystem.com

 
 
 
 
 
 
 
 
 
  

[그림 2. 모드별 버퍼 포인터 동작] 

 
 

 
[그림 3. 데이터 블록 구조] 

 

 
[그림 4. 트리거 데이터의 시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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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Stop 
AD 데이터 수집을 중지한다. 
하드웨어의 데이터 수집 중지, 데이터 전송 중지 및 할당된 버퍼 메모리의 해제를 실행한다.  

BOOL      ADC_Stop(int nModel, int nBoard)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

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Return Value: 

장치 연결 실패일 때 “FALSE”, 성공일 때 “TRUE”을 리턴한다. 
 
 
ADC_ GetBufferedCount 
 버퍼링 샘플 수 및 버퍼 포인터를 얻는다.  
 
int  ADC_GetBufferedCount(int nModel, int nBoard, int* nWrPtr, int* nRdPtr)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WrPtr : 데이터 저장 버퍼에 쓰고 있는 포인터를 얻는 정수형 포인터. 0 ~ 256M(0x10000000). 
*nRdPtr : 데이터 저장 버퍼에 읽고 있는 포인터를 얻는 정수형 포인터. 0 ~ 256M(0x10000000). 

Return Value: 
버퍼링 샘플 수, 0 ~ 256M(0x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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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 ClearBufCount 
 라이브러리의 버퍼 포인터들을 초기화한다.  
 
BOOL ADC_ ClearBufCount(int nModel, int nBoard)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Return Value: 

항상 “TRUE”을 리턴한다.  
 
 
ADC_ReadBufferedData 

라이브러리 버퍼에 저장된 AD 데이터를 읽어 온다.  
 
int      ADC_ReadBufferedData(int nModel, int nBoard, int count, short* data, int nWaitMiliSecond)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count : 읽을 데이터 수를 지정한다. ADC_GetBufferedCount(Ex) 함수에서 얻은 버퍼링 데이터

수 이내의 수를 지정한다. 최대 버퍼 수 256M(0x10000000) 샘플. 
*data : AD 데이터가 저장될 SHORT형 포인터.  

data 값은 +32,767~-32768의 범위로, 전압 값 계산은 “Volt[V] = (data/65,536) x 20”이다. 
nWaitMiliSecond : 읽을 데이터가 준비될 때까지 대기 가능 시간. 최대 30초(0~30).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4 : 버퍼 할당 에러  
-5 : 현재 샘플수를 초과하는 읽기 위한 샘플수 
-6 : 최대 시간을 초과하는 수집 대기 시간 설정 
-7 : 최대 시간 초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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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SetSamplingRate 
아날로그-디지털 데이터 변환기(ADC)의 데이터 샘플링 주기를 설정한다. 
여러 채널 선택의 경우 채널 블록내 채널간 2Msps, 블록간 설정 샘플링레이트 주기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그림 5 참조). 
 
int      ADC_SetSamplingRate(int nModel, int nBoard, int nSps, int nCh)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Sps : ADC의 데이터 변환 주기, 최저 10sps에서 최대 2,000,000/nCh 까지의 범위. 1개 채널 
선택의 경우 최대 2Msps, 32채널의 경우 최대 2M/16=125ksps이다. 
nCh : 데이터 수집 채널 수. 1~16.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1 : 장치 연결 오류(실패) 
-10 : 샘플링 레이트 허용 범위 벗어남. 

 

 
[그림 5. 샘플링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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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GetBlockState 
데이터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버퍼에서 읽는 경우 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int      ADC_GetBlockState(int nModel, int nBoard, int *nWrPtr, int *nCurAcqCount, int *nWrState)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WrPtr : 버퍼 저장 포인터. 0 ~ 256M(0X10000000). 
*nCurAcqCount : 버퍼의 현재 저장 진행중인 데이터 블록 번호. 
*nWrState : 저장 상태.  

단일 모드일 때, ‘0’: 저장 대기, ‘1’: 저장 진행 중, ‘2’: 저장 완료. 
연속 모드일 때, ‘0’: 저장 대기, ‘1’: 저장 진행 중.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4 : 버퍼 할당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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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GetBlockData 
지정된 데이터 블록 번호의 저장 데이터를 얻는다. 

 
int      ADC_GetBlockData(int nModel, int nBoard, int nAcqCount, short *nBufData, int nWaitMiliSecond)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AcqCount : 읽을 버퍼 번호. 
*nBufData : 읽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SHORT형 포인터. 
nWaitMiliSecond : 읽을 데이터가 준비될 때까지 대기 가능 시간. 최대 30초(0~30).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4 : 버퍼 할당 에러  
-6 : 최대 시간을 초과하는 수집 대기 시간 설정 
-7 : 최대 시간 초과 종료 
 
 

ADC_SetTriggerBufSize 
트리거 모드에서 수집할 샘플 수를 설정한다. 

 
int      ADC_SetTriggerBufSize(int nModel, int nBoard, int nPreSample, int nBufSample)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PreSample : 트리거 전 샘플 수. 0 ~ nBufSample. 
nBufSample : 트리거 전 샘플 수를 포함하는 수집할 트리거 샘플 수. 1~최대 버퍼 크기(256M).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8 : 트리거 블록 샘플 변수 값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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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SetTriggerLevel 
소프트웨어 트리거 기능에서 기준 신호 특성 값을 설정한다. 

 
int      ADC_SetTriggerLevel(int nModel, int nBoard, int nCh, int nLevel, int nSlope)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Ch : 선택된 수집 채널 중 몇 번째 채널인지 선택한다. 0 ~ 31. 
nLevel : 정수형 트리거 경계 값. +32,767와 -32,768사이의 정수. 
nSlope : 증가, 감소의 기울기 부호. 0: 감소, 1: 증가.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9 : 트리거 경계 값 오류  

 
 

ADC_SetTriggerVolt 
소프트웨어 트리거 기능의 기준 신호 전압 특성을 설정한다. 

 
int      ADC_SetTriggerVolt(int nModel, int nBoard, int nCh, float fVolt, int nSlope)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Ch : 선택된 수집 채널 중 몇 번째 채널인지 선택한다. 0 ~ 31. 
fVlot : 트리거 경계 전압. +9.999와 -10.0 사이의 실수. 
nSlope : 증가, 감소의 기울기 부호. 0: 감소, 1: 증가.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9 : 트리거 경계 값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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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TriggerRerun 
AD 입력 채널의 트리거가 발생하여 중지 상태이거나 진행 중 다시 실행할 경우 사용한다. 

 
int      ADC_TriggerRerun(int nModel, int nBoard, int nChannels)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Channels : 실행, 중지할 채널을 선택한다. 선택 채널은 nChannels 값의 비트 번호에 따라 

비트 0은 첫 번째 채널을, 비트 15는 열 여섯번 째 채널을 선택한다. 트리거 실행 비

트 값은 ‘1’,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을 설정한다.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1 : 장치 연결 오류(실패) 
 
 

ADC_TriggerStop 
트리거 실행을 중지한다. 

 
int      ADC_TriggerStop(int nModel, int nBoard)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Channels : 실행, 중지할 채널을 선택한다. 선택 채널은 nChannels 값의 비트 번호에따라 비

트 0은 첫 번째 채널을, 비트 15는 열 여섯번 째 채널을 선택한다. 트리거 실행 비트 
값은 ‘1’,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을 설정한다.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1 : 장치 연결 오류(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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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GetTriggerState 
소프트웨어 트리거 발생 여부 및 트리거 데이터를 확인한다. 

 
BOOL   ADC_GetTriggerState(int nModel, int nBoard, int *nTriggeredCh, short *nValue)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TriggeredCh : 트리거가 발생한 채널 번호. 
*nValue: 트리거 발생 값. +32,767와 -32,768사이의 정수. 

Return Value: 
트리거가 발생한 경우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을 리턴한다.  

 
 

ADC_GetTriggerData 
트리거 측정에서 트리거가 발생하였을 때 데이터를 얻는다.  
‘ADC_SetTriggerBufSize()’ 함수로 설정된 트리거 버퍼 정보에 따라 트리거 데이터를 읽는다. 

‘ADC_Run’ 함수에서 설정된 채널 번호 순서로 주기적이고, 연속적인 저장 데이터를 
‘ADC_SetTriggerBufSize’로 설정된 샘플 수로 데이터를 읽는다. 

 
int     ADC_GetTriggerData (int nModel, int nBoard, short *nData, int nWaitMiliSecond)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Data : 트리거 데이터 배열.  
nWaitMiliSecond : 읽을 데이터가 준비될 때까지 대기 가능 시간. 최대 30초(0~30).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4 : 버퍼 할당 에러  
-6 : 최대 시간을 초과하는 수집 대기 시간 설정 
-7 : 최대 시간 초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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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Digital Input Output) API Functions 
Overview  
int      DIO_SetDout(int nModel, int nBoard, int nValue) 
int      DIO_GetDout(int nModel, int nBoard, int* nValue) 
int      DIO_GetDin(int nModel, int nBoard, int* nValue) 

 
 

DIO_SetDout 
24-비트 디지털 출력 값을 설정한다. 

 
int      DIO_SetDout(int nModel, int nBoard, int nValue)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Value: 설정 값. 설정 비트값이 ‘1’인 경우, 포토커플러가 “ON”된다.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1 : 장치 연결 오류(실패) 
 
 

DIO_GetDout 
24-비트 디지털 출력 설정 값을 읽어 확인한다. 

 
int      DIO_GetDout(int nModel, int nBoard, int* nValue)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Value: 설정된 값을 읽을 변수 포인터.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1 : 장치 연결 오류(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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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_GetDin 
24-비트 디지털 입력 값을 확인한다. 

 
int      DIO_GetDin(int nModel, int nBoard, int* nValue) 
Parameters: 

nModel : PCIe-AIO 보드 모델번호. PCIe-AIO14 전용 API이므로 입력 값에 영향없이 동작한다. 
  초기값 ‘4’.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인자로 입력한다.  
nValue: 설정 값. 설정 비트값이 ‘1’인 경우, 포토커플러가 “ON”된다. 

Return Value: 
0 : 정상 동작 
-1 : 장치 연결 오류(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