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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Access API Functions 

Overview  

BOOL  SYS_ReadyProgLoad(void); 

BOOL   SYS_ProgLoad(int nCount, unsigned char *byBuf); 

BOOL   SYS_FlashProgram(void); 

BOOL   SYS_FlashErase(void); 

BOOL   SYS_FlashEthernetConfig(WORD * data); 

BOOL   SYS_GetDeviceInfo(WORD *ipaddr, WORD *submask, WORD *gateway, 

WORD *macaddr, WORD *portnum, WORD * firmware); 

 

 

SYS_ReadyProgLoad 

BOOL   SYS_ReadyProgLoad(void)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드 펌웨어 이미지를 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하기 젂 데이터 수신 준비

를 명령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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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_ProgLoad 

BOOL   SYS_ProgLoad(int nCount, unsigned char *byBuf)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드 펌웨어 이미지를 젂송한다. 

 

Parameters: 

nCount : 젂송할 데이터 바이트 수이다.  

*byBuf : 젂송 데이터 버퍼 포인터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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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S YS_FlashProgram(void) 

 

수신된 펌웨어 이미지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을 명령한다. 

 

Parameters: 

nCount : 젂송할 데이터 바이트 수이다.  

*byBuf : 젂송 데이터 버퍼 포인터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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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_FlashErase 

BOOL   SYS_FlashErase(void) 

 

플래시 메모리를 초기화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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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_FlashEthernetConfig 

BOOL   SYS_FlashEthernetConfig(WORD * data) 

 

플래시 메모리에 TCP/IP 이더넷 링크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는 보드가 부팅될 때 적용

된다. 

 

Parameters: 

*data : 보드에 적용할 IP, MAC, GateWay, Masking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포인터이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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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SYS_GetDeviceInfo(WORD *ipaddr, WORD *submask, WORD *gateway, 

WORD *macaddr, WORD *portnum, WORD * firmware); 

 

보드에 설정된 이더넷 설정 정보와 펌 웨어 버젂을 얻는다. 

 

Parameters: 

*ipaddr : IP 주소가 저장된다. 

*submask : Sub-net Mask 정보가 저장된다. 

*gateway : 게이트웨이 주소가 저장된다. 

*macaddr : MAC 주소 정보가 저장된다. 

*portnum : TCP/IP 포트 정보가 저장된다. 

*firmware : 펌웨어 버젼 정보가 저장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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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API Functions 

Overview  

BOOL  OpenDAQDevice(void) 

BOOL  CloseDAQDevice(void) 

BOOL   SYS_SetInterface(int if_type, char* strIP, int portnum); 

BOOL   SYS_GetInterface(int * if_type, int *connected); 

BOOL   SYS_OpenNetPort(char* strIP, int portnum) 

BOOL   SYS_CloseNetPort(void) 

 

 

OpenDAQDevice 

BOOL   OpenDAQDevice(void) 

 

시스템에 보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USB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핸들을 얻는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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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DAQDevice 

BOOL    CloseDAQDevice(void) 

 

USB 장치에 대한 핸들을 시스템에 반홖한다. 장치 사용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해당 함수를 호

출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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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AIO12 API Manual 

6 

SYS_SetInterface 

BOOL   SYS_SetInterface(int if_type, char* strIP, int portnum) 

 

시스템과 보드의 연결 및 데이터 입출력 하기 위한 USB/Ethernet 인터페이스를 선택한다. 

 

Parameters: 

If_type : 설정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한다. 0 : USB, 1 : Ethernet 

* strip : Ethernet 설정시 시스템에서 TCP/IP 설정하는 상대방 보드의 IP 주소이다. 

portnum : 시스템에서 TCP/IP 설정에 사용하는 포트 번호이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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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_GetInterface 

BOOL   SYS_GetInterface(int * if_type, int *connected) 

 

보드와 링크 설정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종류 및 연결 상태를 얻는다. 

 

Parameters: 

* if_type : 설정된 인터페이스 종류를 얻는다.  

0 : USB 

1 : Ethernet 

* connected :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보드 연결 상태를 얻는다.  

0 : 연결되지 않음 

1 : 연결됨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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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SYS_OpenNetPort(char* strIP, int portnum) 

 

보드와 링크 설정된 네트웍 인터페이스 IP 및 포트 번호를 얻는다. 

 

Parameters: 

* strIP : 설정된 IP를 얻는다.  

* portnum : 해당 포트 번호를 얻는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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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_CloseNetPort 

BOOL  SYS_CloseNetPort(void) 

 

보드와 링크 설정된 네트웍 인터페이스 IP 및 포트를 닫는다. 

 

Parameters: 

* strIP : 설정된 IP를 얻는다.  

* portnum : 해당 포트 번호를 얻는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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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Analog Input Output) API Functions 

Overview  

BOOL   AIO_SetSamplerate(int sample); 

BOOL   AIO_SetConfig(int dwChBit, int nRangeBit); 

BOOL   AIO_GetAdcDataEX(short *ad_data); 

BOOL   AIO_StartGetDataRead(int data_count, int trigger_en, int sync_en, int count); 

BOOL   AIO_StopGetDataRead(void); 

BOOL   AIO_SetDelayTime(int delay); 

BOOL  AIO_GetDelayState(int *run_flag, int *mem_end); 

BOOL  AIO_StartDelayedDataRead(int data_count); 

BOOL  AIO_StopDelayedDataRead(void); 

BOOL   AIO_GetPointer(int *rd_ptr, int *wr_ptr, int *rx_data_count,int *adc_len); 

 

 

AIO_SetSamplerate 

BOOL   AIO_SetSamplerate(int sample) 

 

 ADC 데이터 샘플링 레이트를 설정한다. 

 

Parameters: 

sample : 256~230,000sps 사이의 샘플링 레이트를 입력한다. 

  인터페이스별 채널 선택수와 최대 샘플링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TCP/IP  1 또는 2-개 채널 선택시 최대 230ksps  

        3-개 채널 선택시  최대 220ksps 

        4-개 채널 선택시  최대 170ksps 

        5-개 채널 선택시  최대 140ksps 

        6-개 채널 선택시  최대 120ksps 

USB    1-개 채널 선택시  최대 75ksps 

        2-개 채널 선택시  최대 70ksps 

        3-개 채널 선택시  최대 65ksps 

        4-개 채널 선택시  최대 60ksps 

        5-개 채널 선택시  최대 55ksps 

        6-개 채널 선택시  최대 50ksp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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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AIO_SetConfig(int dwChBit, int nRangeBit) 

 

 ADC 채널과 Range 값을 선택한다. 

 

Parameters: 

dwChBit : 채널 선택 비트 값.  

비트 번호 7 6 5 4 3 2 1 0 

채널 번호 - - CH 6 CH 5 CH 4 CH 3 CH 2 CH 1 

 6-개 채널 선택 시 비트 값 '0x3F', 채널 1, 3, 5번 선 택시 비트 값은 '0x2A'이다. 

nRangeBit: ADC 아날로그 신호 입력 범위.   

 0: ±10V 1: ±5V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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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O_GetAdcDataEX 

BOOL   AIO_GetAdcDataEX(short *ad_data) 

 

 연속모드 ADC 데이터를 읽는다. 

 

Parameters: 

* ad_data : 16-비트 short 형 데이터 버퍼 포인터이다. 읽는 데이터 수는 StartGetDataRead()의 첫 

번째 인자 값과 같다. 

Return Value: 

 StartGetDataRead()의 첫 번째 인자 값 이상의 읽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FALSE”, 그렇지 

않으면 “TRUE”을 리턴한다.  

 

 

AIO_StartGetDataRead 

BOOL   IO_StartGetDataRead(int data_count, int trigger_en, int sync_en, int count) 

 

 연속모드 데이터 수집을 시작 명령으로, 버퍼 포인터 등을 초기화한다. 

 

Parameters: 

data_count : 한 번에 읽어 올 데이터 수이다. 최대 4,194,034(4M) 까지 지원한다. 

trigger_en : Reserved 

sync_en : Reserved 

count : Reserved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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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IO_StopGetDataRead(void) 

 

 연속모드 데이터 수집을 중지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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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O_SetDelayTime 

BOOL   IO_SetDelayTime(int delay) 

 

 지연 모드의 ADC 데이터 샘플링 젂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Parameters: 

delay : 초단위 지연시간으로 255초까지 설정한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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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O_GetDelayState 

BOOL   O_GetDelayState(int *run_flag, int *mem_end) 

 

 지연 대기 상태를 확인한다. 대기 시간 동안 기다린 후 데이터 수집을 종료했는지 확인한다. 

 

Parameters: 

*run_flag : 대기 실행 후 524,288개 데이터(32,768sps인 경우 2초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플레그이다. 진행 중인 경우 TRUE, 종료인 경우 FALSE이다. 

*mem_end : 수집 데이터 개수를 알 수 있는 메모리 포인터이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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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IO_StartDelayedDataRead(int data_count) 

 

 지연 모드에서 수집된 AD 데이터를 읽는 명령이다. 

 

Parameters: 

data_count : 보드에서 읽은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읽어 오는 데이터 단위 갯수이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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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O_StopDelayedDataRead 

BOOL   AIO_StopDelayedDataRead(void) 

 

 지연 모드 AD 데이터를 읽기를 중지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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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O_GetPointer 

BOOL   AIO_GetPointer(DWORD *rd_ptr, int *wr_ptr, int *rx_data_count, int *adc_len); 

 

 데이터 수집 중 수신되는 USB/Ethernet 데이터 수 및 버퍼링되는 메모리 포인터를 확인한다. 

 

Parameters: 

*rd_ptr : 데이터 버퍼를 응용프로그램에서 읽는 현재의 메모리 포이터이다. 

*wr_ptr : 데이터 버퍼를 쓰는 현재의 메모리 포인터이다. 

*rx_data_count : USB/Ethernet으로부터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 수(바이트) 이다. 

*adc_len : USB/Ethernet으로부터 입력되는 ADC 데이터 수(바이트) 이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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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Digital Input/Output) API Functions 

Overview  

BOOL   DIO_SetDOUT(int dout_val); 

BOOL   DIO_GetDIN(int *din_val); 

 

 

DIO_SetDOUT 

BOOL   DIO_SetDOUT(int dout_val) 

 

디지털 출력을 설정한다. 

 

Parameters: 

dout_val : 출력 설정 값으로 8-bit 하위 바이트만 유효하다. 

1이 설정되면 해당 DOUT 핀과 DOUT_COM이 단선(short)된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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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_GetDIN 

BOOL   DIO_GetDIN (int *din_val) 

 

디지털 입력 상태를 읽는다. 

 

Parameters: 

*din_val : 입력 핀 값으로 하위 8-bit만 유효하다. 

DIN은 1이 읽히면 DIN_COM과 DIN이 루프가 형성되어 젂류가 흐르는 상태이다. 

 

bit 31                                                8 7           0 

data Not Use DIN[7:0]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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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sit : https://www.daqsystem.com 

Email : postmaster@daq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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