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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설명 

USB-LT02 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설명한다. 

현재 지원하는 API는 다음과 같다. 

 

Single Board API Functions 

Overview  

int   InitBoard (void) 

int  PortConfigure (WORD P4, WORD P5, WORD P6, WORD P7, WORD P1) 

int PortRead (BYTE *P4, BYTE *P5, BYTE *P6, BYTE *P7, BYTE *P1) 

int PortWrite (BYTE P4, BYTE P5, BYTE P6, BYTE P7) 

int Port1Write (BYTE act, BYTE pos) 

int  PortConfigureEx (int nDevice, WORD P4, WORD P5, WORD P6, WORD P7,  

WORD P1) 

Int PortReadEx (int nDevice, BYTE *P4, BYTE *P5, BYTE *P6, BYTE *P7, BYTE *P1) 

Int  PortWriteEx (int nDevice, BYTE P4, BYTE P5, BYTE P6, BYTE P7) 

int Port1WriteEx (int nDevice, BYTE act, BYTE pos) 

    

주의) 싱글 모드 사용시 보드 번호(J8)를 “0”으로 설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InitBoard 
 인식된 디바이스의 개수를 돌려준다. 

 

int   InitBoard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인식된 디바이스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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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Configure 
 각 포트를 입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출력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int  PortConfigure (WORD P4, WORD P5, WORD P6, WORD P7, WORD P1) 

Parameters: 

P4, P5, P6, P7, P1 의 각 비트 값에 의하여 입출력이 결정된다. 아래는 P4값에 대한 예를  

든 설명이다. 

P4 : 상위 Port 5(7..0)와 하위 Port 4(7..0) 16비트 값을 전달한다. 

P5 : 상위 Port 1(7..2), P7(1..0)와 하위 Port 6(7..0) 16비트 값을 전달한다. 

P6, P7, P1 : 사용하지 않음. 

Return Value: 

초기화를 실패할 경우 “0” 성공일 경우 “1”을 리턴함.  

 

PortRead 
 각 포트의 현재 입력 상태를 리턴한다. 

    

int  PortRead (BYTE *P4, BYTE *P5, BYTE *P6, BYTE *P7, BYTE *P1) 

Parameters: 

각 포트의 값을 받을 수 있는 포인터(*P4, *P5, *P6, *P7, *P1)  

Return Value: 

읽기에 실패할 경우 “0” 성공일 경우 “1”을 리턴함.  

 

 

PortWrite 
 각 포트를 지정된 값으로 출력한다.(포트 P1제외)  

 

int  PortWrite (BYTE P4, BYTE P5, BYTE P6, BYTE P7) 

Parameters: 

출력하고자 하는 포트의 값(P4, P5, P6, P7)  

Return Value: 

쓰기에 실패할 경우 “0” 성공일 경우 “1”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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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1Write 
 포트 1의 각 비트를 지정된 값으로 출력한다. 포트 1의 0번과 1번은 USB 데이터 라인으로  

사용되므로 전체적인 값을 기록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비트(비트0과 1제외)를 별도로 쓰기 명

령을 실행하여야 한다. 

 

int  Port1Write (BYTE act, BYTE pos) 

Parameters: 

act: „0‟일 경우 „0‟을 기록하며, „0‟이 아닌 값은 „1‟을 기록한다. 

pos: 비트 포지션을 가리킨다(비트 포지션 2에서 7번까지). 나머지 값은 의미가 없다. 

Return Value: 

명령에 실패할 경우 “0” 성공일 경우 “1”을 리턴함.  

 

 

PortConfigureEx 
 멀티 보드의 각 포트를 입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출력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int   PortConfigureEx (int nDevice, WORD P4, WORD P5, WORD P6, WORD P7, 

    WORD P1) 

Parameters: 

nDevice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이다.  

(각 보드는 보드 I.D(J8 스위치) 로 구별한다.) 

P4 : 상위 Port 5(7..0)와 하위 Port 4(7..0) 16비트 값을 전달한다. 

P5 : 상위 Port 1(7..2), P7(1..0)와 하위 Port 6(7..0) 16비트 값을 전달한다. 

P6, P7, P1 : 사용하지 않음. 

Return Value: 

초기화를 실패할 경우 “0” 성공일 경우 “1”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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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eadEx 
멀티 보드 각 포트의 현재 입력 상태를 리턴한다.  

주의) 싱글 모드 사용시 보드 번호는 0으로 설정. 

    

int  PortReadEx (int nDevice, BYTE *P4, BYTE *P5, BYTE *P6, BYTE *P7, BYTE *P1) 

Parameters: 

nDevice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이다.  

(각 보드는 보드 I.D(J8 스위치) 로 구별한다.) 

*P4, *P5, *P6, *P7, *P1 : 각 포트의 값을 받을 수 있는 포인터 

Return Value: 

읽기에 실패할 경우 “0” 성공일 경우 “1”을 리턴함.  

 

 

PortWriteEx 
 멀티 보드 각 포트를 지정된 값으로 출력한다.(포트 1제외)  

 

int  PortWriteEx (int nDevice, BYTE P4, BYTE P5, BYTE P6, BYTE P7) 

Parameters: 

nDevice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이다.  

(각 보드는 보드 I.D(J8 스위치) 로 구별한다.) 

P4, P5, P6, P7 : 출력하고자 하는 포트의 값. 

Return Value: 

쓰기에 실패할 경우 “0” 성공일 경우 “1”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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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1WriteEx 
   멀티 보드 포트 1의 각 비트를 지정된 값으로 출력한다. 포트 1의 0번과 1번은 USB 데이

터 라인으로 사용되므로 전체적인 값을 기록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비트(비트0과 1제외)를 

별도로 쓰기 명령을 실행하여야 한다. 

 

int  Port1WriteEx (int nDevice, BYTE act, BYTE pos) 

Parameters: 

nDevice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이다.  

(각 보드는 보드 I.D(J8 스위치) 로 구별한다.) 

act: „0‟일 경우 „0‟을 기록하며, „0‟이 아닌 값은 „1‟을 기록한다. 

pos: 비트 포지션을 가리킨다(비트 포지션 2에서 7번까지). 나머지 값은 의미가 없다. 

Return Value: 

명령에 실패할 경우 “0” 성공일 경우 “1”을 리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