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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설명 

 

 

 



Application Note (AN342) 
USB-AIO10 API Programming 

 

             2012 DAQ system, all rights reserved.              http://www.daqsystem.com 

Board Level API Functions 

Overview  

BOOL OpenDAQDevice(void) 

BOOL CloseDAQDevice(void) 

BOOL  COM_PortOpen(int port_num) 

BOOL  COM_PortClose(void) 

 

 

OpenDAQDevice 

시스템에 보드가 USB 디바이스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보드가 USB 인터페이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정상 등록된 보드에 대해서만 USB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BOOL  OpenDAQDevice(void)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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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DAQDevice 
보드의 USB 인터페이스 기능을 중지하고, 시스템에 디바이스 사용을 해지한다.  

 

BOOL  CloseDAQDevice(void)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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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Note (AN342) 
USB-AIO10 API Programming 

 

             2012 DAQ system, all rights reserved.              http://www.daqsystem.com 

COM_PortOpen 
RS-232 인터페이스 기능 사용을 위해 시스템의 COM 포트를 개방한다.  

 

BOOL COM_PortOpen(int port_num) 

Parameters: 

 port_num : COM 포트 번호를 설정한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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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_PortClose 
개방된 COM 포트를 닫는다.  

 

BOOL  COM_PortClose(void)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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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et (int data) 

BOOL  DIO_Get(int *data) 

BOOL  DIO_SetVerify (int *data) 

BOOL COM_DIO_Set(int data) 

BOOL COM_DIO_Get(int *data) 

 

 

DIO_Set 
USB 인터페이스로 디지털 출력을 설정한다. 

 

BOOL  DIO_Set (int data) 

Parameters: 

data : 출력 설정 값으로 24-bit 데이터이다. 

1이 설정되면 해당 DOUT 핀과 DOUT_COM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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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_Get 
USB 인터페이스로 디지털 입력을 확인한다. 

 

BOOL  DIO_Get (int *data) 

Parameters: 

*data : 입력 상태 값으로 24-bit 데이터이다. 

1이 읽히면 DIN_COM과 DIN이 루프가 형성되어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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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_SetVerify 
USB 인터페이스로 디지털 출력에 설정된 값을 확인한다. 

 

BOOL  DIO_SetVerify (int *data) 

Parameters: 

*data : 출력 설정 값으로 24-bit 데이터이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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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_DIO_Set 
RS-232 인터페이스로 디지털 출력을 설정한다. 

 

BOOL  COM_DIO_Set (int data) 

Parameters: 

data : 출력 설정 값으로 24-bit 데이터이다. 

1이 설정되면 해당 DOUT 핀과 DOUT_COM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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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_DIO_Get 
RS-232 인터페이스로 디지털 입력을 확인한다. 

 

BOOL  COM_DIO_Get (int *data) 

Parameters: 

*data : 입력 상태 값으로 24-bit 데이터이다. 

1이 읽히면 DIN_COM과 DIN이 루프가 형성되어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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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Analog to Digital Convertor) API Functions 

Overview  

BOOL  ADC_SetSamplerate(int type, int sample_rate) 

BOOL  ADC_StartBufferedRead(void) 

BOOL  ADC_StopBufferedRead(void) 

int   ADC_GetBufferedData(int nCount, int *AinData) 

int   ADC_GetBufferedPointer(int *WrPtr, int *RdPtr) 

BOOL ADC_GetData(int *data) 

BOOL  ADC_GetSingleData(int *data) 

BOOL COM_ADC_GetData(int *data) 

 

ADC_SetSamplerate 

BOOL ADC_SetSamplerate(int type, int sample_rate) 

 

 USB 인터페이스로 ADC 데이터 샘플링 레이트를 설정한다. 

Parameters: 

type : Reserved. 

Sample_rate : 샘플링레이트 코드를 입력한다. 샘플링 주파수와 코드는 다음과 같다. 

SAMPLE_RATE_32K 0 // ADC 32768sps 

SAMPLE_RATE_16K 1 // ADC 16384sps 

SAMPLE_RATE_8K 2 // ADC 8192sps 

SAMPLE_RATE_4K 3 // ADC 40964sps 

SAMPLE_RATE_2K 4 // ADC 20484sps 

SAMPLE_RATE_1K 5 // ADC 10244sps 

SAMPLE_RATE_512 6 // ADC 512sps 

SAMPLE_RATE_256 7 // ADC 256sps 

SAMPLE_RATE_128 8 // ADC 128sps 

SAMPLE_RATE_64 9 // ADC 64sps 

이는 샘플링 레이트[sps] = 32,768/(2^설정값) 와 같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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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ADC_StartBufferedRead(void) 

 

 USB 인터페이스로 AD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라이브러리 버퍼에 저장된

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되는 버퍼는 8백만(8M)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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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_StopBufferedRead 

BOOL ADC_StopBufferedRead(void) 

 

 USB 인터페이스로 AD 데이터 수집을 중지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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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_GetBufferedData 

int  ADC_GetBufferedData(int nCount, int *AinData) 

 

  USB 인터페이스로 수집된 AD 데이터를 라이브러리에서 읽어 온다. 데이터 값은 16-비트 

integer로0~5V(20mA) 범위이다.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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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nData : 읽은 데이터가 저장될 버퍼 포인터이다. 

Return Value: 

AinData 실제 저장된 데이터 수를 반환한다. nCount와 같거나 작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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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_GetBufferedPointer 

int  ADC_GetBufferedPointer(int *WrPtr, int *RdPtr) 

 

 USB 인터페이스로 라이브러리의 버퍼 포인터를 읽어 온다. *WrPtr에는 USB로부터 얻어 저

장된 포인터, *RdPtr은 프로그램에서 읽는 포인터이다. 

Parameters: 

*WrPtr : USB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저장하는 포인터이다. 

*RdPtr : 어플리케이션에서 읽는 데이터 포인터이다. 

Return Value: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수를 반환한다.  

 

 

ADC_GetData 

BOOL ADC_GetData(int *data) 

 

 USB 인터페이스로 현재의 아날로그 입력 AD 데이터를 읽는다. 

Parameters  

 *data : 4개 채널 데이터가 저장될 버퍼 포인터이다. 저장 공간은 4개 이상이어야 한다. 

포인터 0에 첫 째 채널로 차례로 저장된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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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_GetSingleData 

BOOL ADC_GetSingleData(int *data) 

 

 현재 ADC 입력 데이터를 읽는다.  

Parameters: 

*data : ADC 4개 채널의 AD 변환 데이터가 저장되는 정수 어레이. 포인터 0에 첫 번째로 하여 

차례로 4개 데이터가 저장된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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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Note (AN342) 
USB-AIO10 API Programming 

 

             2012 DAQ system, all rights reserved.              http://www.daqsystem.com 

COM_ADC_GetData 

BOOL COM_ADC_GetData(int *data) 

 

 RS-232 인터페이스로 현재의 아날로그 입력 AD 데이터를 읽는다. 

Parameters  

 *data : 4개 채널 데이터가 저장될 버퍼 포인터이다. 저장 공간은 4개 이상이어야 한다. 

포인터 0에 첫 째 채널로 차례로 저장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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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Digital to Analog Convertor) API Functions 

Overview  

BOOL DAC_Set(int channels, int value) 

BOOL COM_DAC_SetData(int channels, int value) 

 

 

DAC_Set 
 USB 인터페이스로 DA 출력을 설정한다. 16-비트 데이터로 0~5V(20mA) 출력을 설정한다. 

 

BOOL   DAC_Set(int channels, int value) 

Parameters: 

channels : 설정할 채널을 선택한다. 

DAC_CH_0  0 // DAC CHANNEL  

DAC_CH_1  1 // DAC CHANNEL  

DAC_CH_2  2 // DAC CHANNEL  

DAC_CH_3  3 // DAC CHANNEL  

DAC_CH_ALL  7 // DAC CHANNEL 

value : 설정 출력 값을 입력한다. 0~65,535(전압 0~5V, 전류 0~20mA)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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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_DAC_Set 
 RS-232 인터페이스로 DA 출력을 설정한다. 16-비트 데이터로 0~5V(20mA) 출력을 설정한다. 

 

BOOL   COM_DAC_Set(int channels, int value) 

Parameters: 

channels : 설정할 채널을 선택한다. 

DAC_CH_0  0 // DAC CHANNEL  

DAC_CH_1  1 // DAC CHANNEL  

DAC_CH_2  2 // DAC CHANNEL  

DAC_CH_3  3 // DAC CHANNEL  

DAC_CH_ALL  7 // DAC CHANNEL 

value : 설정 출력 값을 입력한다. 0~65,535(전압 0~5V, 전류 0~20mA)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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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