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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Level APIs 

Overview  

int    OpenDAQDevice(void) 

BOOL   ResetBoard(int nBoard) 

BOOL    CloseDAQDevice(void) 

 

OpenDAQDevice 
디바이스를 Open한다. 

프로그램에서 초기에 반드시 한번 함수를 호출하여 디바이스를 Open하여야 한다. 

BOOL    OpenDAQDevice(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한 경우, 설치된 보드의 번호를 리턴한다. 

함수 호출에 실패한 경우, “-1”을 리턴한다. 이것의 의미는 시스템에 장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ResetBoard 
 현재 시스템(PC)에 장착된 디바이스를 초기화 한다. 

BOOL    ResetBoard (int nBoard) 

Parameters: 

nBoard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함수 호출에 실패한 경우, 어떤 API함수도 호출할 수 없고 CloseDAQDevice()를 부른다.  

 

CloseDAQDevice 
Open된 디바이스를 Clos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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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BOOL    CloseDAQDevice (void) 

Parameters:없음. 

Return Value: 

디바이스 Open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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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RT APIs 

Overview  

BOOL     UART_Init(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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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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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UART_Close(void) 

 

 

UART_Init 
UART sub-system의 자원, 예를 들어interrupt와 UART control register를 초기화 한다. 

BOOL     UART_Init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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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RT_GetData 
차동 UART를 통하여 문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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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s: 

nCnt :  

문자를 나타내는 어드레스를 바이트 사이즈로 받는다.  

최대 받을 수 있는 문자는 4Kbyte(4096)로 제한되어 있다. 

buf :  

버퍼 어드레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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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RT _SendData 
차동 UART를 통하여 문자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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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s: 

nCnt :  

문자를 나타내는 어드레스를 바이트 사이즈로 받는다.  

최대 전송할 수 있는 문자는 4Kbyte(4096)로 제한되어 있다. 

buf :  

버퍼 어드레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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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RT _Close 
UART 함수에서 사용한 모든 자원을 되돌려 준다. 

BOOL     UART_Close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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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S(Camera Link) APIs 

Overview  

BOOL   LVDS_Init (void) 

BOOL   LVDS_Start (void) 

BOOL   LVDS_Check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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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LVDS_Close (void) 

BOOL   LVDS_SetModel (int Model) 

BOOL   LVDS_GetModel (int *Model) 

 

 

LVDS_Init 
LVDS sub-system의 자원, 예를 들어 interrupt와 LVDS control register을 초기화한다.  

BOOL   LVDS_Init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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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DS_Start 
프레임 데이터를 받기 시작한다. 

BOOL   LVDS_Start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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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DS_Check 
받은 프레임 데이터의 완료를 체크함. 

BOOL   LVDS_Check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프레임 데이터를 완벽하게 받았다면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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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S_GetFrame 
프레임 버퍼로부터 프레임 데이터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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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s: 

nCnt :  

데이터를 나타내는 어드레스는 바이트 사이즈로 받는다.  

최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16Mbyte(0x1000000)로 제한되어 있다. 

DXD810 6MB(0x600000) 사용, DXD1417 15MB(0xF00000) 사용  

buf :  

버퍼 주소.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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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DS_Close 
LVDS에서 사용한 모든 자원을 되돌려 준다.  

Application program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이 함수를 부른다. 

BOOL   LVDS_Close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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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DS_SetModel 
특수한 카메라 모델를 위하여 보드 인터페이스 선택한다. 

BOOL   LVDS_SetModel (int Model) 

Parameters: 

Model:  

Camera Model number ‘0’ 이면 DXD810 이고, 그렇지 않으면 DXD1417 이다.  

Return Value: 

If the function succeeds, it return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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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S_GetModel 
현재 카메라 모델 인터페이스를 가져온다. 

BOOL   LVDS_GetModel (int *Model) 

Parameters: 

Model:  

카메라 모델을 받기 위한 Address pointer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호출에 성공하면, 카메라 모델은 다음과 같은 타입이다. 

“0” 은 DXD180이고, 아니면 DXD14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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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put Output APIs 

Overview  

unsigned short  DIO_Read (void) 

BOOL   DIO_Write (unsigned short val) 

BOOL   DIO_Direction (unsigned short val) 

 

 

DIO_Read 

unsigned short  DIO_Read (void) 

 Digital Input의 상태를 읽는다.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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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_Write 
Output port에 상태 값을 쓴다. 

BOOL  DIO_Write (unsigned short val) 

Parameters: 

val :  

포트에 쓰여지는 값.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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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_Direction 

General purpose I/O 포트를 입력 혹은 출력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BOOL  DIO_Direction (unsigned short val) 

Parameters: 

val :  

 ‘0’이면 입력으로 사용되고, ‘1’이면 출력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0x0001이면 포트 0번은 출

력으로 사용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입력으로 사용되어 질것이다. 0x8001 이면 포트 0번과 

15번이 출력으로 사용되어 질것이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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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