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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Board Level API Functions 

Overview  

BOOL  OpenDAQDevice (int nBoard) 

BOOL ResetSystem (int nBoard) 

BOOL CloseDAQDevice (int nBoard) 

 

 

OpenDAQDevice 
 USB-MULTI 디바이스를 오픈하여 초기화 한다. 최초 전원이 제품에 인가 된 후 사용하기 전

에 보드를 먼저 초기화 한다. 

 

BOOL OpenDAQDevice (int nBoard)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Return Value: 

디바이스 오픈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ResetSystem 
 USB-MULTI 디바이스를 리셋한다. (평상시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상 동작을 할 경우에 디바

이스를 리셋하기 위하여 호출한다.) 

 

BOOL ResetSystem(int nBoard)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Return Value: 

디바이스 리셋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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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AQDevice 
 USB-MULTI 디바이스를 Close 한다. 디바이스 사용이 끝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경우에 호

출한다. 

 

BOOL CloseDAQDevice (int nBoard)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Return Value: 

디바이스를 닫는데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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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put/ Output API Functions 

Overview  

BOOL  DIO_Set_Direction (int nBoard, int nCnt, BYTE *byBuf) 

BOOL DIO_Set_Data (int nBoard, int nCnt, BYTE *byBuf) 

BOOL DIO_Get_Data (int nBoard, int nCnt, BYTE *byBuf) 

 

 

DIO_Set_Direction 
 15개의 Digital I/O의 입/출력 방향을 설정한다. 각각의 비트가 ‘1’로 설정이 되면 출력이며, ‘0’

으로 설정이 될 경우 입력이 된다. 

 

BOOL DIO_Set_Direction (int nBoard, int nCnt, BYTE *byBuf)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nCnt : 몇 바이트가 전송이 될 것 인가를 표시함. USB-MULTI의 경우 15비트 이므로 2 바이

트가  전송이 되므로 2가 설정되어야 한다. 

*byBuf : 설정할 바이트 수 만큼의 데이터 버퍼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비트 14

와 비트 5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입력이 될 경우 16비트 값으로 0x4020 이 되어야 

하므로 byBuf[0]에는 0x20이 byBuf[1]에는 0x40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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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_Set_Data 
 15개의 Digital I/O의 출력 값을 설정한다. 각각의 비트가 ‘1’로 설정이 되면 출력이 High 이며,  

‘0’으로 설정이 될 경우 출력이 Low가 된다. 

 

BOOL DIO_Set_Data (int nBoard, int nCnt, BYTE *byBuf)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nCnt : 몇 바이트가 전송이 될 것 인가를 표시함. USB-MULTI의 경우 15비트 이므로 2 바이

트가  전송이 되므로 2가 설정되어야 한다. 

*byBuf : 설정할 바이트 수 만큼의 데이터 버퍼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비트 14

와 비트 5만 High가 될 경우, 나머지는 입력이 될 경우 16비트 값으로 0x4020 이 되

어야 하므로 byBuf[0]에는 0x20이 byBuf[1]에는 0x40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DIO_Get_Data 
 15개의 Digital I/O의 입력 값을 읽는다. 읽은 데이터 각각의 비트가 ‘1’일 경우 입력이 High 

이며,  ‘0’일 경우 입력이 Low임을 나타낸다. 

 

BOOL DIO_Get_Data (int nBoard, int nCnt, BYTE *byBuf)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nCnt : 몇 바이트를 읽을 것 인가를 표시함 USB-MULTI의 경우 15비트 이므로 2 바이트가  

전송이 되므로 2가 설정되어야 한다. 

*byBuf : 읽어 낼 바이트 수 만큼의 데이터 버퍼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byBuf : 읽어온 포트 데이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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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  API Functions 

Overview  

BOOL  MISC_Set_SSR (int nBoard, BOOL bAction) 

BOOL MISC_Get_SSR (int nBoard, BOOL *bState) 

BOOL  MISC_Get_Photo (int nBoard, BYTE *byState) 

BOOL MISC_Get_Count (int nBoard, WORD *wValue) 

BOOL  MISC_Reset_Count (int nBoard) 

BOOL MISC_Set_Timer (int nBoard, WORD wValue) 

BOOL MISC_Reset_Timer (int nBoard) 

 

 

MISC_Set_SSR 
 SSR(Solid State Relay)을 ON/OFF 시킨다. 

 

BOOL MISC_Set_SSR (int nBoard, BOOL bAction)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bAction : TRUE 일 경우 ON, FALSE 일 경우 OFF가 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MISC_Get_SSR 
 SSR(Solid State Relay)의 상태를 읽어 온다. 

 

BOOL MISC_Get_SSR (int nBoard, BOOL *bState)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bState : TRUE 일 경우 릴레이가 ON을 나타낸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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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_Get_Photo 
 Photo-coupler isolated DIN의 상태를 읽어 온다. 

 

BOOL  MISC_Get_Photo (int nBoard, BYTE *byState)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byState : DIN0,1의 상태값을 나타낸다. 

 byState bit0: DIO0 (0 : OFF, 1: ON) 
 byState bit1: DIO1 (0 : OFF, 1: ON)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MISC_Get_Count 
 현재의 counter 값을 읽어 온다. 

 

BOOL MISC_Get_Count (int nBoard, WORD *wValue)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wValue : Counter 값을 읽어올 버퍼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MISC_Reset_Count 
 현재의 counter 값을 리셋 (0으로 초기화) 한다. 

 

BOOL  MISC_Reset_Count (int nBoard)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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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_Set_Timer 
 현재의 Timer 값을 설정한다.  

 

BOOL MISC_Set_Timer (int nBoard, WORD wValue)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wValue : 설정될 Timer 값, 설정되는 값은 다음과 같다. 출력 펄스폭은 50nSEC 이며, 주기 

설정은 타이머 레지스터에 기록된 값에 의하여 틀려지며, 0xFFFF일 경우 최소 주기로 

500nSEC(0.5uSEC) 이고, 0x0000일 때 최대 0.5 x 65536 = 32768uSEC로 

32.768mSEC 주기가 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MISC_Reset_Timer 
 현재의 Timer 값을 리셋 하며, Timer 출력 펄스를 내보내지 않도록 한다. 

 

BOOL MISC_Reset_Timer (int nBoard)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Application Note (AN342) 
USB-MULTI board API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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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  API Functions 

Overview  

BOOL  DAC_Set (int nBoard, BYTE byCh, WORD wValue) 

 

 

DAC_Set 
 DAC의 각 채널의 출력 값을 설정한다.  

 

BOOL  DAC_Set (int nBoard, BYTE byCh, WORD wValue)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byCh  : DAC 채널 번호, 0/1/2 이다. 

wValue : 설정될 DAC 값(자세한 내용은 USB-MULTI 매뉴얼 5.2 참조)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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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API Functions 

Overview  

BOOL  ADC_Get (int nBoard, BYTE byCh, WORD *wValue) 

BOOL  ADC_Get_All (int nBoard, BYTE byCh, WORD *wValue) 

 

 

ADC_Get 
 ADC의 각 채널의 값을 읽어온다.  

 

BOOL  ADC_Get (int nBoard, BYTE byCh, WORD *wValue)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byCh  : ADC 채널 번호, 0에서 7 사이 이다. 

*wValue : 읽어올 버퍼 포인트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 한다. 

*wValue : ADC 값(자세한 내용은 USB-MULTI 매뉴얼 5.2 참조) 

 

 

ADC_Get_All 
 ADC의 각 채널의 값을 읽어온다.  

 

BOOL  ADC_Get_All (int nBoard, BYTE byCh, WORD *wValue) 

Parameters: 

nBoard : PC에는 여러 개의 USB-MULTI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USB-

MULTI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 현재에는 한 개의 USB-MULTI 디바이스 

만을 지원하므로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byCh  : ADC 채널 번호, 0에서 7 사이 이다. 

*wValue : 읽어올 버퍼 포인트 최소한 8WORD(16byte)의 버퍼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성공할 경우 TRUE를 실패할 경우 FALSE를 리턴 한다. 

*wValue : ADC 값(자세한 내용은 USB-MULTI 매뉴얼 5.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