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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Level APIs 
Overview  
BOOL  OpenDAQDevice (DWORD nBoard) 

BOOL   ResetBoard (DWORD nBoard) 

BOOL    CloseDAQDevice (DWORD nBoard) 

 
OpenDAQDevice 
BOOL   OpenDAQDevice(DWORD nBoard) 

디바이스를 Open한다. 

프로그램에서 초기에 반드시 한번 함수를 호출하여 디바이스를 Open하여야 한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실패할 경우, 시스템에 

장치가 없거나, 보드 번호가 보드의 스위치 설정 값과 다르다는 의미이다.  

 
ResetBoard 
BOOL    ResetBoard (DWORD nBoard) 

장착된 디바이스를 초기화 한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CloseDAQDevice 
BOOL    CloseDAQDevice(DWORD nBoard) 

Open된 디바이스를 Close한다. 

장치의 사용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장치를 Close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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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APIs 
Overview  
BOOL   LOGIC_Init (DWORD nBoard) 

BOOL   LOGIC_Close (DWORD nBoard) 

BOOL  LOGIC_SendDma (DWORD nBoard, DWORD nWidth, DWORD nCnt,  

unsigned char* buf) 

BOOL  LOGIC_SendManual (DWORD nBoard, DWORD nWidth DWORD nCnt,  

unsigned char* buf) 

BOOL  LOGIC_CheckCompletion (DWORD nBoard) 

BOOL  LOGIC_SetDmaBufferSize(DWORD nBoard, DWORD dwBytes) 

BOOL  LOGIC_GetDmaBufferSize(DWORD nBoard, DWORD *pdwBytes) 

 
LOGIC_Init 
BOOL   LOGIC_Init (DWORD nBoard) 

PCIe-DIO14 보드의 데이터 전송 로직의 변수를 준비(초기화)한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LOGIC_Close 
BOOL   LOGIC_Close (DWORD nBoard) 

데이터 전송 관련 기능을 중지시켜 데이터 출력을 정지한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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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_SendDma 
BOOL  LOGIC_SendDma (DWORD nBoard, DWORD nWidth, DWORD nCnt,  

unsigned char* buf) 

Split Transaction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nWidth : “1”이면 64비트, “0”이면 0 

nCnt : 전송 데이터 바이트 수로써 제한하지 않는다. 

*buf : 데이터 배열의 시작 포인터이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LOGIC_SendManual 
BOOL  LOGIC_SendManual (DWORD nBoard, DWORD nWidth, DWORD nCnt,  

unsigned char* buf) 

IO 기능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nWidth : “1”이면 64비트, “0”이면 0 

nCnt : 전송 데이터 바이트 수. 최대 전송 데이터는 32-Kbyte(0x8000)로 이내로 제한한다. 

*buf : 데이터 배열의 시작 포인터이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LOGIC_CheckCompletion 
BOOL  LOGIC_CheckCompletion (DWORD nBoard) 

데이터 전송 완료 여부를 얻는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Return Value: 

전송 완료한 경우 “TRUE”를 리턴하고, 전송 진행중이거나 보드 입출력 불량인 경우 “FALSE”

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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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_SetDmaBufferSize 
BOOL  LOGIC_SetDmaBufferSize(DWORD nBoard, DWORD dwBytes) 

 

DMA 버퍼 크기를 설정한다. 

버퍼의 크기의 범위는 16MB ~ 512MB이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dwBytes: 버퍼 크기 수로 바이트(Byte) 단위이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한 경우나 버퍼 크기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FALSE”, 호출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LOGIC_GetDmaBufferSize 
BOOL  LOGIC_GetDmaBufferSize(DWORD nBoard, DWORD *pdwBytes) 

 

설정된 DMA 버퍼 크기를 얻는다. 

Parameters: 

nBoard : 설치된 보드의 SW1 스위치에 의해 선택된 보드 번호를 입력한다.  

* pdwBytes: 설정된 DMA 버퍼 크기를 얻는 데이터 포인터이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