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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PCIe-AIO14 보드는 아날로그 입력 전용 기능의 PCI Express 인터페이스 보드이다. 
16-채널 아날로그 신호를 다중화 포트 제어에 의해 입력 받은 신호는 2개의 ADC를 통해

가변 샘플링 변환된다. 
 
 

1.1  기능 
- PCI Express x1 인터페이스 보드 
- 32-채널 16-비트 지원 ADC 

 2 개의 저전력 SAR ADC 적용 
 각 ADC에 16-채널 아날로그 신호 다중화 입력 
 ±10V 범위의 차동(Differential) 신호 입력 레벨 
 10~2Msps 가변 샘플링 설정 
 32-채널 소프트웨어 트리거 기능 

- 24-비트 디지털 입력, 출력 
 포토커플러에 의한 입,출력 차폐 
 24-비트 디지털 입력 
 24-비트 디지털 출력 

 
 
1.2  내부 블록도 

 
[그림 1-1. Interna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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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표 1-1. PCIe-AIO14 특징] 
목록 지원 특성 

인터페이스 PCI Express x1 인터페이스 
PCI Local Bus 32-비트, 66-Mhz 동작 
VHDCI 68-핀 커넥터 및 헤더 40-핀 커넥터 

아날로그 입력 채널 구성: 차동 단일 채널 ADC, 2개 
다중화 입력: 각각의 ADC 채널에 16개 신호 다중화 입력 
해상도: 16-bit 
샘플링 레이트: 10~2Msps(1개 채널 선택 기준) 
신호 타입: 차동(Differential) 

디지털 입출력 비트수: 입력 24-비트, 출력 24-비트 
차폐(Isolator): 포토커플러 TLP291-4 또는 호환 
입력 신호: 12~24V레벨, 10kHz 이하 
출력 신호: 오픈콜렉터, 10kHz 이하, 인가 전압 12~24V 

보드 크기 152.4x101.1mm(PCB 치수) 
동작온도범위  
동작습도범위(비응축상태)  
지원 소프트웨어 Kernel mode Driver/User mode DLL 
OS 지원/사양 Windows XP SP2/7/8/10 32-bit, 64-bit, 4GB RAM 이상 권장 
구성품 PCIe-AIO14 보드, 설치 CD(샘플프로그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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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드웨어  장치 
PC 또는 기타 운용 장비에 PCIe-AIO14 보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설치 전 

보드 스위치 설정, 입력 커넥터 설명, 보드 설치 순으로 설명한다. 
 

 
3.1   보드 스위치 설정 

보드상의 점퍼나 스위치 선택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3-1.  커넥터, 스위치 배치도] 
 
 

3.1.1 보드 번호 설정 스위치(J7) 
다중 보드 운용에서 보드의 번호를 설정하기 위한 스위치이다. 한 시스템상에서 최대 4개

의 보드를 운용할 수 있으며, 보드번호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림 3-2.  보드 번호 설정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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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출력 커넥터(J1, J2) 
32-채널의 아날로그 Differential 신호 입력의 PCIe-AIO14 보드는 2개의 VHDCI(Very High 

Density Cable Interconnect) 68-핀 커넥터로 각각 16개의 신호를 입력 받는다. 16-개의 신호가  
하나의 ADC 입력 신호이다. 그리고 각 커넥터에는 Digital Input, Output 각각 4-비트 신호가 
연결된다. 

 
[그림 3-3.  VHDCI-68 커넥터(정면도)] 

 
3.2.1 커넥터 J1 

0~15번의 16-개 아날로그 차동 입력 신호(AINP, AINN, AGND)와 디지털 입력, 출력 신호 4-
비트가 연결된다. 적용 커넥터는 HDRA-E68LFDT(Honda) 또는 호환 제품이다. 

[표 3-1. J1 커넥터 신호 설명]  
핀번호 신호 설명 핀번호 신호 설명 

1 예약 핀, Reserved 35 예약 핀, Reserved 
2 아날로그 접지, AGND 36 예약 핀, Reserved 
3 30번 입력(-), AINN30 37 아날로그 접지, AGND 
4 30번 입력(+), AINP30 38 디지털 입력, DIN_COM0 
5 28번 입력(-), AINN28 39 아날로그 접지, AGND 
6 28번 입력(+), AINP28 40 디지털 입력, DIN0 
7 26번 입력(-), AINN26 41 아날로그 접지, AGND 
8 26번 입력(+), AINP26 42 디지털 입력, DIN1 
9 24번 입력(-), AINN24 43 아날로그 접지, AGND 

10 24번 입력(+), AINP24 44 디지털 입력, DIN2 
11 22번 입력(-), AINN22 45 아날로그 접지, AGND 
12 22번 입력(+), AINP22 46 디지털 입력, DIN3 
13 20번 입력(-), AINN20 47 아날로그 접지, AGND 
14 20번 입력(+), AINP20 48 디지털 접지, GND 
15 18번 입력(-), AINN18 49 아날로그 접지, AGND 
16 18번 입력(+), AINP18 50 디지털 출력, DOUT_COM0 
17 16번 입력(-), AINN16 51 아날로그 접지, AGND 
18 16번 입력(+), AINP16 52 디지털 출력, DOUT0 
19 14번 입력(-), AINN14 53 아날로그 접지, AGND 
20 14번 입력(+), AINP14 54 디지털 출력, DOUT1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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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번 입력(-), AIN12 55 아날로그 접지, AGND 
22 12번 입력(+), AINP12 56 디지털 출력, DOUT2 
23 10번 입력(-), AINN10 57 아날로그 접지, AGND 
24 10번 입력(+), AIN10 58 디지털 출력, DOUT3 
25 8번 입력(-), AINN8 59 아날로그 접지, AGND 
26 8번 입력(+), AINP8 60 디지털 접지, GND 
27 6번 입력(-), AINN6 61 아날로그 접지, AGND 
28 6번 입력(+), AINP6 62 디지털 접지, GND 
29 4번 입력(-), AINN4 63 아날로그 접지, AGND 
30 4번 입력(+), AINP4 64 디지털 접지, GND 
31 2번 입력(-), AINN2 65 아날로그 접지, AGND 
32 2번 입력(+), AINP2 66 예약 핀, Reserved 
33 0번 입력(-), AINN0 67 아날로그 접지, AGND 
34 0번 입력(+), AINP0 68 예약 핀, Reserved 

★ 아날로그 입력 케이블 및 터미널 블록 보드의 준비 여부를 제품 구매시 문의한다. 
 

3.2.2 커넥터 J2 
16~31번의 16-개 아날로그 차동 입력 신호(AINP, AINN, AGND)와 디지털 입력, 출력 신호 

4-비트가 연결된다. 적용 커넥터는 HDRA-E68LFDT(Honda) 또는 호환 제품이다.  
[표 3-2. J2 커넥터 신호 설명]  

핀번호 신호 설명 핀번호 신호 설명 
1 예약 핀, Reserved 35 예약 핀, Reserved 
2 아날로그 접지, AGND 36 예약 핀, Reserved 
3 31번 입력(-), AINN31 37 아날로그 접지, AGND 
4 31번 입력(+), AINP31 38 디지털 입력, DIN_COM1 
5 29번 입력(-), AINN29 39 아날로그 접지, AGND 
6 29번 입력(+), AINP29 40 디지털 입력, DIN4 
7 27번 입력(-), AINN27 41 아날로그 접지, AGND 
8 27번 입력(+), AINP27 42 디지털 입력, DIN5 
9 25번 입력(-), AINN25 43 아날로그 접지, AGND 

10 25번 입력(+), AINP25 44 디지털 입력, DIN6 
11 23번 입력(-), AINN23 45 아날로그 접지, AGND 
12 23번 입력(+), AINP23 46 디지털 입력, DIN7 
13 21번 입력(-), AINN21 47 아날로그 접지, AGND 
14 21번 입력(+), AINP21 48 디지털 접지, GND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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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번 입력(-), AINN19 49 아날로그 접지, AGND 
16 19번 입력(+), AINP19 50 디지털 출력, DOUT_COM1 
17 17번 입력(-), AINN17 51 아날로그 접지, AGND 
18 17번 입력(+), AINP17 52 디지털 출력, DOUT4 
19 15번 입력(-), AINN15 53 아날로그 접지, AGND 
20 15번 입력(+), AINP15 54 디지털 출력, DOUT5 
21 13번 입력(-), AINN13 55 아날로그 접지, AGND 
22 13번 입력(+), AINP13 56 디지털 출력, DOUT6 
23 11번 입력(-), AINN11 57 아날로그 접지, AGND 
24 11번 입력(+), AINP11 58 디지털 출력, DOUT7 
25 9번 입력(-), AINN9 59 아날로그 접지, AGND 
26 9번 입력(+), AINP9 60 디지털 접지, GND 
27 7번 입력(-), AINN7 61 아날로그 접지, AGND 
28 7번 입력(+), AINP7 62 디지털 접지, GND 
29 5번 입력(-), AINN5 63 아날로그 접지, AGND 
30 5번 입력(+), AINP5 64 디지털 접지, GND 
31 3번 입력(-), AINN3 65 아날로그 접지, AGND 
32 3번 입력(+), AINP3 66 예약 핀, Reserved 
33 1번 입력(-), AINN1 67 아날로그 접지, AGND 
34 1번 입력(+), AINP1 68 예약 핀, Reserved 

★ 아날로그 입력 케이블 및 터미널 블록 보드의 준비 여부를 제품 구매시 문의한다. 
 

 
3.2.3 아날로그 신호 Wiring 

아날로그 신호는 노이즈, 크로스 토크 등의 영향을 줄이고자 Differetial 신호 연결을 적용하

였다. 다음과 같은 사양으로 케이블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AINP와 AINN을 꼬임선(Twisted Paired)으로 한다. 
 심선은 가능하면 두꺼운 연선을 사용한다. 
 케이블 길이는 1m이내로, 가능한한 짧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내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가 없도록한다. 
 사용하지 않는 신호는 접지에 연결한다.  
 와이어들을 쉴드처리할 수 있는 외피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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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지털 입출력 커넥터(J8) 
BOX HEADER 40-핀 J8 커넥터에는 DIN8 ~ DIN23 디지털 입력 신호 16개와 DOUT8 ~ 

DOUT23 디지털 출력신호 16개가 할당되었다. 적용 커넥터는 HIF3F-40PA-2.54DS(Hirose) 
또는 호환 제품이다. 

 [표 3-3. J8 커넥터 신호 설명]  
핀번호 신호 설명 핀번호 신호 설명 

1 디지털 입력, DIN8 2 디지털 입력, DIN9 
3 디지털 입력, DIN10 4 디지털 입력, DIN11 
5 디지털 입력, DIN12 6 디지털 입력, DIN13 
7 디지털 입력, DIN14 8 디지털 입력, DIN15 
9 디지털 입력, DIN16 10 디지털 입력, DIN17 
11 디지털 입력, DIN18 12 디지털 입력, DIN19 
13 디지털 입력, DIN20 14 디지털 입력, DIN21 
15 디지털 입력, DIN22 16 디지털 입력, DIN23 
17 디지털 입력, DIN_COM2 18 디지털 접지, GND 
19 디지털 접지, GND 20 디지털 출력, DOUT_COM2 
21 디지털 출력, DOUT8 22 디지털 출력, DOUT9 
23 디지털 출력, DOUT10 24 디지털 출력, DOUT11 
25 디지털 출력, DOUT12 26 디지털 출력, DOUT13 
27 디지털 출력, DOUT14 28 디지털 출력, DOUT15 
29 디지털 출력, DOUT16 30 디지털 출력, DOUT17 
31 디지털 출력, DOUT18 32 디지털 출력, DOUT19 
33 디지털 출력, DOUT20 34 디지털 출력, DOUT21 
35 디지털 출력, DOUT22 36 디지털 출력, DOUT23 
37 +12V_EXT 38 예약 핀, Reserved 
39 예약 핀, Reserved 40 예약 핀, Reserved 

★ PC 케이스의 브라켓 고정용 케이블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제품 구매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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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날로그 신호 MUX 
하나의 ADC에 16개의 신호 입력을 위해 시간 분할 MUX 다중화함으로써 다채널

데이터 수집을 구현하였다. 
 

 

[그림 3-4.  아날로그 신호 MUX] 
 
복수의 데이터 채널 선택으로 하나의 채널 블록이 구성된 경우, 각 채널간 수집 간격은 칩

에서 지원하는 최대 샘플링레이트 2Msps이고, 블록간 간격은 설정된 샘플링레이트가 된다. 
그림 3-5는 시험프로그램으로 ‘CH0’, ‘CH1’, ‘CH7’, ‘CH8’ 채널 설정과 ‘Sampling Rate’ 값을 

‘100000’(100ksps)로 설정했을 때, MUX 채널이 변경되어 수집되는 타이밍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 3-5. 데이터 수집 MUX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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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지털 입출력 회로 
입력과 출력을 각각 24-비트 지원하는 디지털 입출력 회로는 포토 커플러를 적용

하여 차폐된 외부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3.5.1 디지털 입력 회로 
DIN_COM 핀에 접지를 연결하고 DIN 신호에 ‘HI’ 입력 신호를 여기하면 내부 신호가 ‘LO’

로 되어 신호 입력을 감지한다. 

DIN0 BIN0

BINx

+3.3V

+3.3V

2.4K

DINx

2.4K

DIN_COM

 
[그림 3-6. 디지털 입력 회로] 

 
 

3.5.2 디지털 출력 회로 
BOUT 신호를 ‘LO’로 인가하며 포토 커플러 콜렉터-에미터간 전류를 흘릴수 있으므로 

DOUT, DOUT_COM 핀 사이에 회로를 구성하여 제어할 수 있다. 

 
[그림 3-7. 디지털 출력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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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치 설치 
PCIe-AIO14 보드를 PC에 설치하는 방법 및 장치 확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4.1   설치 전 내용물 확인 
보드 설치에 앞서 구성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PCIe-AIO14 보드  
- 설치 CD (드라이버/메뉴얼/API/샘플소스 포함) 

 
 

4.2   설치 순서 
보드의 사용환경은 Windows XP SP2 이상, Windows 7, Windows 8 및 Windows 10에서 사용

되어야 한다. 먼저 PC의 전원을 끄고 PCIe-AIO14 보드를 PCI Slot에 꽂은 후 PC 전원을 인가

한다. 다음은 Windows XP에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새 하드웨어 검색 마법사 시작” 창이 열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

한다. 
 

 
[그림 4-1. 새 하드웨어 마법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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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나고 “목록 또는 특정 위치에서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4-2. 소프트웨어 설치 선택] 

 
아래 그림과 같은 창에서 드라이버가 위치한 CD 또는 특정 위치를 찾아 “다음” 버튼을 클릭

한다. 
 

 
[그림 4-3. 드라이버 위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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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설치” 창이 나타나고 다음과 같은 설치 중인 보드 목록이 나오면 “계속”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4-4. 설치 중인 보드 표시] 

 
“새 하드웨어 검색 마법사 완료” 창이 나타나고 “마침”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한다. 
 

 
[그림 4-5. 드라이버 설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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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치 확인 
보드 설치가 완료되면 OS에 장치가 할당되었는지 확인한다. 제어판-시스템-시스템  

등록정보-장치관리자 순으로 선택/실행한다. 장치관리자-다기능 어댑터 아래에 “PCIe-AIO14” 
장치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4-6. 장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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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PCIe-AIO14 보드의 여러 기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API)를 구현하고, 이를 
적용한 샘플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5.1   운용 모드 
내부 메모리에 데이터 수집 샘플을 저장하는 방식, App에서 버퍼 데이터를 읽는 방식, 트리

거 기능 사용 유무 등 운용에 따라 적절한 API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수집 데이터 저장은 메모리 처음에서 끝 어드레스까지 연속으로 링버퍼 형식으로써 다시 

쓰기(Over-Writing)로 동작하는 연속 모드, 메모리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쓰고 수집 기능

을 중지하는 단일 모드가 있다. 
App에서 버퍼링 데이터를 읽는 방법은 특정 샘플 수로 또는 데이터 블록 단위로 읽을 수 

있다. 
트리거 모드는 소프트웨어 트리거 발생 시점 전후 샘플을 저장하고 수집기능을 멈춘다. 
아래 [그림 5-1]은 모드 별로 동작 순서에 해당하는 함수를 표시한다. 

 
[그림 5-1. 동작 순서 및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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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 모드 동작 순서 
5.2.1 장치 초기화 

OpenDAQDevice 
시스템으로부터 윈도우즈 핸들 할당, 장치 초기화 
 

5.2.2 측정 시간 설정 
ADC_SetSamplingRate 
AD Sampling Rate 설정 

 
5.2.3 측정 시작 

ADC_Run 
로직 변수 초기화, 데이터 수집 시작 및 데이터 메모리 버퍼의 생성 

 
5.2.4 측정 상태 확인 

ADC_GetBufferedCount, ADC_GetBlockState 
연속 모드에서의 데이터 버퍼링 샘플 수, 읽기/쓰기 메모리 버퍼 포인터 확인 
 

5.2.5 측정 데이터 읽기 
ADC_ReadBufferedData, ADC_GetBlockData,  
데이터 수집. 측정 상태 확인 및 데이터 읽기의 반복 실행 

 
5.2.6 측정 종료 

ADC_Stop 
AD 데이터 수집 중지 및 데이터 메모리 버퍼 해제 

 

5.2.7 장치 해제 
CloseDAQDevice 
시스템에 윈도우즈 핸들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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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트리거 모드 동작 순서 
5.3.1 장치 초기화 

OpenDAQDevice 
시스템으로부터 윈도우즈 핸들 할당, 장치 초기화 
 

5.3.2 측정 시간 설정 
ADC_SetSamplingRate 
ADC Sampling Rate 설정 

 
5.3.3 트리거 설정 

ADC_SetTriggerLevel, ADC_SetTriggerVolt 
트리거 채널, 트리거 기울기, 트리거 레벨 값 설정 및 트리거 동작 제어 
 

5.3.4 측정 시작 
ADC_Run, ADC_TriggerRun 
로직 변수 초기화, 데이터 수집 시작 및 데이터 메모리 버퍼의 생성, 트리거 연산 시작 

 

5.3.5 트리거 상태 확인 
ADC_GetTriggerState 
트리거 발생 여부, 트리거 발생 값 및 트리거 발생 포인터 
 

5.3.6 트리거 데이터 읽기 
ADC_GetTriggerData 
선택된 아날로그 채널의 트리거 데이터 수집 
 

5.3.7 측정 종료 
ADC_Stop, ADC_TriggerStop 
AD 데이터 수집 중지 및 데이터 메모리 버퍼 해제, 트리거 기능 중지 

 
5.3.8 장치 해제 

CloseDAQDevice 
시스템에 윈도우즈 핸들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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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샘플 프로그램 
PCIe-AIO14 보드의 여러 기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API)를 구현하고, 이를 

적용한 샘플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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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프로그램 실행(연속 모드)] 

 
 

5.4.1 프로그램 UI 설명 
[표 5-1. 샘플 프로그램 기능 설명] 

순번 컨트롤 기능 설명 
1 Device 장치 중 PCIe-AIO14 선택한다. 전용라이브러리(API)를 사용하

여 설정 값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본 값으로 PCIe-
AIO14(4)을 선택한다. 

2 Board Sel. 장치 순서 번호를 선택한다. 3.1.1절의 설명과 같이 스위치 설

정 값과 API의 보드 선택 번호를 일치시켜야 정상 동작이 가

능하다. 
3 Device Open Windows OS로부터 PCIe-AIO14 장치 핸들 값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장치를 검색

한다. 
4 Device Close OS에게 장치 핸들 값을 반환하며 장치 사용을 중지한다. 
5 Version 하드웨어 로직 버전과 DLL 버전을 표시한다. 
6 CHx 샘플 수집하고자 하는 채널 번호 선택. 하나의 채널 블록이 

된다.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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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h. Value 선택된 채널 값을 HEX로 표현한다. 비트 0을 “CH0”, 비트 15
를 “CH15”로 하는 비트 열 설정 값이다. ADC 2개에 대한 채널 
선택이므로 “CH0” 선택은 AIN0, AIN1이 선택되고, “CH15” 선

택은 AIN30, AIN31이 선택된다. 
8 Ch. Counts 선택된 채널 수. 7항 비트 설정 수의 2배의 채널이 선택된다. 
9 Sampling Rate 

(10~2Msps) 
ADC 데이터 샘플링 주파수(SPS)를 설정한다. 설정범위는 최

저 10sps에서 최대 2,000,000(2Msps)이고, 채널 선택 수에 따

라 설정값의 배수로 감소한다. 5.4.6절 참조. 
10 Samples 채널당 샘플 수 
11 Blocks 선택 채널 데이터가 샘플 수 만큼 가지는 데이터 블록  
12 Buffer Size 입력된 버퍼 변수로 버퍼 크기를 계산한 값. Buffer Size = 채

널 수(8번) x 샘플 수(10) x 데이터 블록 수(11). 
최대 256-M(0x10000000) 샘플. 

13 Read Length 수집데이터를 읽을 때 API로부터 읽는 샘플 수 
14 WR Ptr. 버퍼 쓰기 포인터 
15 RD Ptr. 버퍼 읽기 포인터 
16 Sample/sec 채널 블록당 초당 샘플 수 
17 Save 19번 폴더, 파일명으로 파일을 연다. 
18 … 폴더 검색 및 파일명 선택, 입력 
19 “C:\\data.txt” 저장 경로 및 파일명, 18번에서 선택, 입력한 파일경로 표시된

다. 기본 경로는 “C:\\data.txt”이다. 
20 Single Buf/ 

Continuous Buf 
일반 모드 측정의 수집 샘플의 저장 버퍼링 방식을 선택한다. 
단일 모드, 연속 모드. 

21 Start/Stop ‘Start’ 버튼으로 일반 모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 트리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버퍼링으로 라이브러리 내부에서는 장

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주기적으로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를 읽어 그래프에 표시한다. 20번 버퍼링 
방식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다르다.  
‘Stop’ 버튼으로 데이터 수집을 중지한다 

22 ReadEn 라이브러리 버퍼의 데이터를 읽기 제어 컨트롤이다. 체크 상

태에서 데이터를 읽어 그래프에 표시한다.  
23 Run 선택한 채널에서 트리거가 발생되었는지 검사하여 발생한 경

우 상태를 읽고 중지한다. 트리거가 발생하면 36번, 37번 항에 
채널 번호와 데이터 값을 표시한다. 38번 버튼을 누르면 그래

프에 트리거 데이터가 그려진다.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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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st 트리거 채널을 선택한다. 선택한 채널에 대하여 연산 조건을 
설정한다. 

25 Set 26~28번 트리거 변수 값을 설정한다. 
26 Data/Volt 트리거 기준 값을 정수 값, 전압 값으로 설정할지를 선택한다. 
27 16384 정수 값이나 실수 전압 값으로 트리거 기준 값을 입력한다. 
28 ≥(increase) 트리거 비교 조건인 증가, 감소 구간을 선택한다. “≥

(increase)”는 증가 구간에서 설정값 이상일 때 트리거를 인지

하고, “≤(decrease)”는 감소 구간에서 이하 값일 때 인지한다. 
29 PreTrigger 트리거 이전 샘플 수. 
30 Samples 트리거 데이터 샘플 수. 채널 당 샘플 수로서 총 데이터 수는 

트리거 변수를 설정한 채널 수와 Samples의 곱이다. 
31 Set 트리거 수집 샘플 수를 설정한다. 
32 State 트리거 상태값을 읽는다. 트리거 발생시 33, 34번에 표시한다. 
33 Triggered Ch. 트리거가 발생한 채널의 비트가 설정된다. 
34 Data 트리거 발생 채널의 검출 값을 표시한다. 
35 Single Data Read 트리거가 검출되었을 때 트리거 데이터를 읽어 그래프에 표시

하고 검출 채널, 값을 표시한다. 
36 Full Range 그래프 전압축을 현재 높이에 ±10V로 맞춰 출력한다. 체크하

지 않으면 읽은 값으로 그래프에 표시한다. 
37 Bits 수집된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할 비트 수를 선택한다. “14-

bit”를 선택하면 상위 14-비트 데이터만 표시하고, 계산한다. 
38 Offset 그래프 밖에 표시되는 신호의 위치를 그래프에 위치하기 위한

값으로, 수집된 값에 설정된 값이 더해진다. 
39 1’st 최대/최소/편차 값을 계산이 실행될 채널을 선택한다. 
40 Value 선택된 채널의 데이터 값을 표시한다. 
41 Clear 최대, 최소, 편차 값을 초기화한다. 
42 Max. 측정 최대값을 표시한다. 
43 Min. 측정 최소값을 표시한다. 
44 Diff. 측정 편차값을 표시한다. 
45 Graph 16개 채널에 대한 라인을 표시한다. 
46 DOUT Set 디지털 출력을 실행한다. 
47 DOUT Get 디지털 출력값을 확인한다. 
48 DIN Get 디지털 입력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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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보드 인식 동작 순서 
장치와 보드 번호를 선택하여 장치 열기를 실행한다. 정상 동작이면 장치의 로직 버전, API

버전이 표시된다. 실패하면 인식 실패의 팝업 메시지 창이 나타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보드 인식이 필요하다. 
[실행 순서] 
장치 선택([그림 5-2]의 1번) → 보드 번호 선택(2) → 장치 열기(3) → 로직/DLL 버전 확인

(5) → 장치 중지(4)  
 

5.4.3 연속 일반 모드 동작 순서 
연속 모드는 라이브러리에 메모리 버퍼를 할당하여 링버퍼로 운용한다. 현재 버퍼에 저장

된 데이터 만큼 또는 특정 샘플 수로 읽거나 설정된 데이터 블록 크기 단위로 읽을 수 있는

데, 시험프로그램에서는 링버퍼 저장에 특정 샘플 수로 읽도록 구현하였다. 파일 저장 기능은 
사용자 선택 기능으로 수집 시작 전, 후에 저장 실행하고, 수집 종료 전, 후에 저장을 중지한

다. 
[실행 순서] 
수집 시작: 입력 채널 선택(6, 7, 8) → 버퍼 크기 입력(9, 10, 11) → 파일 저장(선택기능)(18, 

17, 19) → 측정 모드 선택(20-Continuous Buf.) → 수집 시작(21) 
데이터 표시: 그래프 표시 → 채널 값 표시(40) → 최대/최소값 연산 표시(42 ~ 44) 
수집 종료: 수집 종료(21) → 파일 저장 종료(17) 

 
5.4.4 단일 블록 모드 동작 순서 

단일 모드는 라이브러리에 메모리 버퍼를 할당하여 버퍼에 한 번 저장한 후 수집을 자동 
종료한다. 현재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는 설정된 데이터 블록 크기 단위로 읽는다. 파일 저장 
기능은 사용자 선택 기능이다. 

[실행 순서] 
수집 시작: 입력 채널 선택(6, 7, 8) → 버퍼 크기 입력(9, 10, 11) → 파일 저장(선택기능)(18, 

17, 19) → 측정 모드 선택(20-Single Buf.) → 수집 시작(21) 
데이터 표시: 그래프 표시 → 채널 값 표시(40) → 최대/최소값 연산 표시(42 ~ 44) 
수집 종료: 수집 종료(21) → 파일 저장 종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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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트리거 모드 동작 순서 
데이터 수집 실행은 연속 또는 단일 모드의 메모리 버퍼링을 실행한다. 선택된 채널에 대

한 트리거 연산을 실행하여 이벤트 발생시 샘플 데이터를 저장하고 중지한다. 연속 모드에서

는 트리거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수집이 진행된다. 그러나 단일 모드에서는 메모리에 블록 크

기의 데이터가 한 번 저장하므로 그 이후에는 트리거 연산이 종료된다.  
[실행 순서] 
채널 선택 및 변수 설정: 그래프 표시 → 채널 선택(24) → 트리거 발생 변수 설정(26 ~ 

28) → 설정(25) 
수집 시작: 입력 채널 선택(6, 7, 8) → 버퍼 크기 입력(9, 10, 11) → 파일 저장(선택기능)(18, 

17, 19) → 측정 모드 선택(20-Continuous Buf.) → 수집 시작(23) 체크 
데이터 표시: 그래프 표시 → 채널 값 표시(40) → 최대/최소값 연산 표시(42 ~ 44) 
수집 종료: 수집 종료(23) 해제 → 파일 저장 종료(17) 

 

[그림 5-3. 트리거 모드 데이터] 
 

5.4.6 샘플링 타이밍 
설정된 샘플링레이트에 따라 수집 실행하는 타이밍은 다음 그림과 같다. 하나 이상의 채널

을 선택할 경우, 인접 채널과의 시간 간격은 ADC 최고 샘플링레이트 2Msps이고, 채널 블록

간 간격은 설정 샘플링레이트의 시간을 유지한다. 

 
[그림 5-4. 샘플링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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