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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설명 

Board Level APIs 

Overview  

int    OpenDAQDevice(void) 

BOOL   ResetBoard(int nBoard) 

BOOL    CloseDAQDevice(void) 

int   GetBoardNum(void) 

 

 

OpenDAQDevice 
시스템에 설치된 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하고 초기화를 한다.  

 

int       OpenDAQDevice(void) 

Parameters: 

None  

Return Value: 

시스템에 설치된 보드의 개수를 리턴한다. -1 일 경우 설치된 보드가 없음을 나타내며, 

0일 경우 1개의 보드가 설치된 것을 의미하며 3일 경우 4개의 보드가 설치되었음을 

표시한다. 최대 4개의 보드가 시스템에 설치될 수가 있다. 설치된 보드의 번호는 보드에 있는 

DIP 스위치로 알 수가 있다. 

 

ResetBoard 
지정된 보드의 동작을 리셋시켜서 초기화를 수행한다.  

보통은 디바이스를 오픈하고 한번 호출한다 

 

BOOL    ResetBoard(int nBoard) 

Parameters: 

nBoard : 시스템에 설치된 보드중에서 리셋을 원하는 보드 번호를 지정한다.  

보드 번호는 보드에 있는 DIP 스위치로 설정한다.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함수의 호출이 실패하면 여타의 다른 함수를 호출 해서는 안된다.  

단, CloseDAQDevice()는 호출하여 디바이스를 닫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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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AQDevice 
보드의 사용이 끝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하여 할당된 리소스를 해제한다.  

보통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 한번 호출한다 

 

BOOL     CloseDAQDevice(void) 

Parameters: 

None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GetBoardNum 
시스템(PC)에 설치된 PCIe-DIO05 보드의 개수를 리턴한다. 

 

int   GetBoardNum(void) 

Parameters: 

None  

Return Value: 

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1,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드개수 – 1) 이 리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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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O Interface APIs 

Overview  

BOOL   HSDIO_Init (void) 

BOOL   HSDIO_Start (void) 

BOOL  HSDIO_GetData (DWORD* nCnt, unsigned char* buf) 

BOOL   HSDIO_Stop (void) 

BOOL   HSDIO_Close (void) 

BOOL  HSDIO_SetDMASize (DWORD nSize) 

BOOL  HSDIO_SetLineSize (DWORD nSize) 

BOOL  HSDIO_GetDMASize (DWORD nSize) 

BOOL  HSDIO_GetLineSize (DWORD *nSize) 

BOOL  HSDIO_GetVersion (int *nVersion) 

 

 

HSDIO_Init 
LVDS 기능을 초기화 한다. 처음 LVDS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 호출한다.  

주로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 함수를 호출한다. 

 

BOOL   HSDIO_Init (void) 

Parameters: 

None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HSDIO_Start 
데이터 수신을 시작한다. 즉, start 함수를 실행하여야만 디지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BOOL   HSDIO_Start (void) 

Parameters: 

None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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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IO_GetData 
수신된 디지털 데이터를 가져온다. 

정상적인 데이터 수신이 되었으면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획득된 데이터 및 TRUE를  

리턴한다. 

 

BOOL  HSDIO_GetData (DWORD* nCnt, unsigned char* buf) 

Parameters: 

nCnt :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의 크기(바이트단위)를 알려주는 변수의 포인터이다. 즉,  

버퍼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의 번지이며, 함수가 리턴하게 되면 획득된 데이터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매번 이 함수를 호출할 경우마다 버퍼의 크기 값을 새롭 

게 설정하여 호출하여야 한다. 

buf : 디지털 데이터를 얻어올 버퍼의 주소.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그리고 실제로 얻어온  

데이터의 크기는 nCnt 값으로 리턴된다. 

 

 

HSDIO_Stop 
HSDIO_Start 함수가 데이터 수신을 시작하는 함수이면, 이 함수는 수신을 중지 시킨다.  

더 이상 데이터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을 경우 이 함수를 호출한다. 

 

BOOL   HSDIO_Stop (void) 

Parameters: 

None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HSDIO_Close 
디지털 I/O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주로 프로그램 종료 시) 이 함수를 호출한다. 

 

BOOL   HSDIO_Close (void) 

Parameters: 

None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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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IO_SetDMASize 
데이터는 버스마스터 DMA 방식으로 보드에서 PC로 전송이 되는데 이는 최소 64 

(256바이트 크기) 에서 1024(4096바이트)이다.  

 

BOOL  HSDIO_SetDMASize (DWORD nSize) 

Parameters: 

nSize: 32bit 단위 DMA size (64; 128; 256; 512; 1024),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HSDIO_SetLineSize 
데이터를 갱신하는 크기를 설정한다. 데이터는 버스마스터 DMA 방식으로 보드에서 PC로  

전송이 되는데 이는 512바이트 크기이다. 그런데, 이 크기를 보통 라인이라고 명칭하며, 몇  

개의 라인이 전송이 되어야만 데이터 갱신을 알릴지를 설정한다. 값의 크기는 10에서 최대  

2048까지 이며 시스템에 따라서 이 값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데이터 전송이 빠를  

경우 값을 크게 하고 적을 경우 값을 작게 하여서 사용한다. 

 

BOOL  HSDIO_SetLineSize (DWORD nSize) 

Parameters: 

nSize: 라인(512바이트) 개수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HSDIO_GetDMASize 
현재 설정된 DMA size 값을 읽어온다. 

 

BOOL  HSDIO_GetDMAeSize (DWORD *nSize) 

Parameters: 

nSize: DMA size를 읽어올 변수의 번지 값(포인터)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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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IO_GetLineSize 
현재 설정된 라인 개수 값을 읽어온다. 

 

BOOL  HSDIO_GetLineSize (DWORD *nSize) 

Parameters: 

nSize: 라인(512바이트) 개수를 읽어올 변수의 번지 값(포인터)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HSDIO_GetVersion 
PCIe-DIO05 보드의 버전을 알려준다. 

 

BOOL  HSDIO_GetVersion (int *nVersion) 

Parameters: 

nVersion: 버전 번호를 읽어올 변수의 번지 값(포인터)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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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Interface APIs  

Overview  

BOOL    LSDIN_Read (DWORD *Val) 

BOOL    LSDOUT_Write (DWORD dwVal) 

BOOL   LSDIR_Write (DWORD dwVal) 

 

 

LSDIN_Read 
Port의 입력 data를 읽어온다. 

 

BOOL  LSDIN_Read (DWORD *Val) 

Parameters: 

Val : 읽어올 변수의 번지 값(포인터)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LSDOUT_W rite 
Port에 data를 쓴다. 

 

BOOL  LSDOUT_Write (DWORD dwVal) 

Parameters: 

dwVal : 쓰기 data 값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LSDIR_Write 
Port의 입력, 출력을 설정한다. 

 

BOOL  LSDIR_Write (DWORD dwVal) 

Parameters: 

dwVal : 각 group „1‟이면 출력 , „0‟이면 입력 

예) „1111‟ => “f” all 출력,  „1010‟=> “a” group 1,3 출력 

Return Value: 

함수의 호출이 성공하면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Application Note (AN242) 
PCIe-DIO05 board API Programming 

 

             2010 DAQ system, all rights reserved.              http://www.daqsystem.com 

(주) Multi Board 지원 API 설명 

한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PCIe-DIO05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설명한다. 멀티보드 API의 경우 싱글 보드 API에 보드 번호가 추가된 형태이다. 최대 

설정 가능한 보드 번호는 3이다. 

 

예)Parameters: 

BOOL   LSDIN_Read_Mul(int nBoard , DWORD *Val) 

BOOL  LSDOUT_Write_Mul(int nBoard , DWORD dwVal) 

 BOOL   LSDIR_Write_Mul(int nBoard , DWORD dwVal)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