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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BM에서 PC(Personal computer)가 1981년도에 발표된 이후, PC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

활 속에도 깊숙이 파고 들어 왔다. 

아마, 컴퓨터가 없는 일상의 생활을 상상한다는 것은 현재에서는 힘든 일일 것이다. PC가 이토록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및 아키텍처를 일반에게 공개 함으로써 많

은 디바이스(장치)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PC에서는 ISA 방식의 장치들의 사용만으로도 충분한 성능 및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 속도 및 보다 나은 확장성 및 손쉬운 사용을 원하는 일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인터페이스(연결)가 요구되었고, 이에 USB 및 PCI 등의 표준 인터페이스 방식이 제정이 되

었다.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의 경우 병렬 방식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대량의 정

보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USB(Universal Serial Bus)의 경우 직렬 연결을 사용함으

로써 보다 간편하게 연결하고,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위의 두 방식 모두 Plug and Play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장치 설정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예전 ISA 보드의 경우 사용자가 

메모리, I/O, 인터럽트, DMA등을 직접 점퍼 및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

점은 보드간에 충돌발생을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하여 해결을 해 주어야만 하였다). 

 

특히, USB의 경우 Hot-pluggable 방식으로 장비(PC)가 동작 중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USB2.0의 경우 부족하던 데이터 전송속도를 최대 480Mbps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구적

인 보드의 확장 슬롯 수에 관계 없이 총 127개 까지의 디바이스를 하나의 호스트에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케이블을 통하여 500mA까지 전원공급이 가능하므로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장치

의 경우 별도의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그림 1-1]은 개인용 컴퓨터에 다양한 USB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USB Hub

 

[그림 1-1.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디바이스(장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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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PC에 자신만의 USB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개

인용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외부 장치를 제어하기 위하여는 시리얼 포트나 프린터 포트를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USB-LT의 경우 USB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개발자라 할지라도 간단한 제공 API를 이용함으로써 외

부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드의 외형은 28PIN 600MIL DIP IC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 IC를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

으며, 별도의 만능기판에 TEST POINT를 마련하여 간단한 회로는 자체 만능기판에 꾸며서 시험을 

하고, 여분의 I/O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PC 전원을 사용하므로 간단한 시험을 위하여는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DIP IC의 출력 핀만을 이용할 경우 모두 26개의 I/O포트와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Test 

point를 추가 이용 시 보드는 총 31개의 I/O 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림 1-2]의 경우 USB-LT를 이용한 간단한 실험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2. USB-LT 동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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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B-LT 기능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USB-LT의 경우 쉬운 I/O 연결을 위하여 간략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8Bit

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USB 및 I/O 연결을 담당하고 있으며, 명령어는 8051명령어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각 I/O 포트는 사용자가 입력으로 사용할 것인지 혹은 출력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설정

하여 원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I/O Port1

USB-LT

USB Low Speed

Device 2.0 

Specification

SIE
USB

Interface

I/O 입출력

I/O Port4

I/O Port5

I/O Port6

I/O Port7

16Byte

USB FIFO

Two 16Bit

Timer/Counter

ROM(OTP)

16KByte

RAM

256Byte

8Bit CPU

8051 Compatible

Program Instruction

 

[그림 2-1. USB-LT 기능 블록도] 

 

내부 프로그램 메모리는 미리 프로그램 된 펌-웨어가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메모리는 

OTP(One Time Programmable) 타입이다. 

 

GENERAL DESCRIPTION 

  Lost Speed device 1.5Mbps 

  USB HID Interface      

  8051 Compatible Instruction set 

  4 clocks per Instruction cycle 

  16K EPROM, 256Bytes RAM 

  USB Bus P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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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USB 키패드 , 시계 ,  전광판 , 조그셔틀 , 전압계   

 USB Data acquisition(온도 /습도 /전압 / 전류  측정 )  

 USB I/O 콘트롤   

 USB 리모콘 (PC 를  이용한  가전제품  제어 )  

 USB 프로그래머 (Serial Flash, ROM, EEPROM, 등등 )  

 

 

SPECIFICATION  

▣  Interface  

  ▪ USB Powered through USB-B connector MAX 500mA 

  ▪+5V Single Power Operation 

  ▪ 32 General Purpose I/O 

  ▪ 28pin DIP IC Form-Factor 

▣  Functions(Micro-Controller)  

  ▪ Two 16bit Timer/Counter  

  ▪ User configuration I/O 

       Schmitt trigger input  

       Schmitt trigger input with pull –up 

       N-ch open drain output  

       N-ch open drain output with pull -up 

  ▪ One Control endpoint  

  ▪ Two Data endpoint  

  ▪ 30 external interrupt source  

▣  External connection  

  ▪ 4pin USB B-type connector      

  ▪ 28pin DIP form-factor Pin-out 

  ▪ 6 Test Point 

 

 

SOFTWARE  

  ▣  Operating System  

     ▪ W indows 2000/XP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W indows Client DLL API 

  ▣  Software Development  

     ▪ W indows Application by User  

     ▪ Custom USB Device Firmware 

     ▪ Custom Windows Client 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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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설치에 앞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포장 내용물이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1 내용물 확인 

 

 

[그림 3-1. USB-LT 제품 내용물] 

제품 내용물 

1. USB-LT 보드  

2. USB(A-B) 케이블 

3. CD (매뉴얼/회로도/소스 등등) 

 

 

3.2 설치 과정 

PC에 보드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USB의 경우 Hot 

Plug 및 Plug & Play 장치이므로 보드 설치를 위하여 특별히 고려할 내용은 없다.  

또한, USB-LT의 경우 HID(Human Interface Device)로 연결되므로 전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1) 먼저 박스를 개봉하여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한다. 

(2) 연결된 케이블의 반대쪽에 USB-LT 보드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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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이블이 연결되면, 보드의 전원 공급 표시용 LED가 점등된다. 

(4)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내컴퓨터 -> 속성 -> 하드웨어 -> 장치관리자 화면에서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 HID 준수 장치가 표시되는 가를 확인한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

타나게 되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3-2. 내컴퓨터 속성 실행 화면] 

 

 

[그림 3-3. 시스템 등록 정보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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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장치관리자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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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B-LT 보드 설명 

보드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자세한 기능에 대한 사양은 스팩 부분을 참조 하기 바란다. 

 

4.1  USB-LT 개념 

LED1

SW1

USB B type

Connector

USB-LT Board

LED2

28

1 2 3 4 95 6 87 10 11 12 13 14

27 26 25 2024 23 2122 19 18 17 16 15

Micom
6
.0
0

 

[그림 4-1. USB-LT 외형도] 

 

위의 그림을 보면 USB-LT의 경우 I/O 기능을 쉽게 사용하고, 간단한 회로는 자체로 만능 

기판에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각에 대하여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USB B type Connector 

보드와 PC는 이 커넥터에 USB A-B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전원의 공급 및 데이터

는 케이블을 통하여 주고 받는다. 

 

(2) LED1 

보드에 전원이 공급되는가를 확인한다. 

 

(3) MICOM 

8051 호환 명령 세트를 가지고 있는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I/O 입출력 및 USB 데

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4) PIN 1-28 

외부와 I/O 입출력 및 전원을 공급한다. 외부에 공급되는 전원은 PC의 +5V 전원으로 

USB 케이블을 통하여 공급 받는다. 만약, 외부 보드에 별도의 전원이 있다면 서로간의 전

원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5) SW1 

누르게 되면 보드를 리셋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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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D2 

간단한 출력 제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 보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샘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 

 

 

4.2  메모리 구성 

일반적인 8051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메

모리 영역은 OTP 타입으로 최초 보드를 제공할 경우에 프로그램 되어 공급되므로 사용자가 재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원할 경우(보다 빠른 응답 및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경우)

에는 디에이큐시스템에 문의를 바란다.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16KByte

256Byte

 

 

[그림 4-2. 메모리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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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커넥터 Pin-out 

USB-LT에는 두 개의 커넥터가 있다. 먼저, USB연결을 위한 USB-B 타입 커넥터와 외부 I/O

와 전원을 외부에 공급하기 위한 DIP IC 형태의 PIN-OUT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의 Test 

Point가 있다. 

먼저. 보드의 USB-B 타입 커넥터의 PIN을 케이블이 연결되는 전면에서 볼 때 [그림 4-3]과

같다.  

 

USB B type

Connector

12

3 4
 

[그림 4-3. USB-B 커넥터(전면도)] 

 

[표 1.  USB-B 커넥터] 

번호 명칭 설명 비 고 

1 VCC USB 전원 +5V  

2 D- USB신호 Minus(Negative)  

3 D+ USB신호 Plus(Positive)  

4 GND USB 전원 GND  

 

 

LED1

SW1
USB B type

Connector

USB-LT Board

MICOM

LED2

28

1 2 3 4 95 6 87 10 11 12 13 14

27 26 25 2024 23 2122 19 18 17 16 15

 

[그림 4-4. DIP IC형태의 P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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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IP IC PIN-OUT] 

번호 명칭 설명 비 고 

1 P53 Port 5의 비트 3번  

2 P52 Port 5의 비트 2번  

3 P51 Port 5의 비트 1번  

4 P50 Port 5의 비트 0번   

5 P47 Port 4의 비트 7번  

6 P46 Port 4의 비트 6번  

7 P45 Port 4의 비트 5번  

8 P44 Port 4의 비트 4번  

9 P43 Port 4의 비트 3번  

10 P42 Port 4의 비트 2번  

11 P41 Port 4의 비트 1번  

12 P40 Port 4의 비트 0번  

13 P66 Port 6의 비트 6번 2 

14 GND 전원 Ground, 외부 보드에 전원을 공급한다.  

15 P65 Port 6의 비트 5번 2 

16 P17 Port 1의 비트 7번 3 

17 P16 Port 1의 비트 6번 3 

18 P15 Port 1의 비트 5번 3 

19 P14 Port 1의 비트 4번 3 

20 P13 Port 1의 비트 3번 3 

21 P12 Port 1의 비트 2번 3 

22 P71 Port 7의 비트 1번  

23 P70 Port 7의 비트 0번  

24 P57 Port 5의 비트 7번  

25 P56 Port 5의 비트 6번  

26 P55 Port 5의 비트 5번  

27 P54 Port 5의 비트 4번  

28 +5V USB 전원 +5V, 외부 보드에 전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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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est Point PIN-OUT] 

명칭 설명 비 고 

TP0 Port 6의 비트 0번 2 

TP1 Port 6의 비트 1번 2 

TP2 Port 6의 비트 2번 2 

TP3 Port 6의 비트 3번  2 

TP4 Port 6의 비트 4번 2 

 

㈜ 비고 

1. LED2의 경우 Port6의 비트 7번에 연결이 되어 있어 이 비트가 출력으로 설정되고, Low출력, 

0V 일 경우 점등한다. 

2. Port6의 경우 내부에 별도의 전류제한을 하는 회로가 마련되어 있어서 LED를 점등할 경우 외

부에 별도의 전류제한 저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3. Port1의 경우 표준 8051의 포트 1과 동일한 사양이다. 즉, 약한 Pull-up만을 설정할 수 있다. 

 

 

4.4  샘플 프로그램 설명 

보드와 함께 제공하는 CDROM에는 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샘플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USB HID 디바이스는 운영체제 자체의 드라이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드라이

버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제공되는 샘플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간략히 보

드의 이상 동작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각각의 포트를 입/출력 설정

하고 각각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4-5. 샘플 프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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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샘플 프로그램 2] 

 

위의 샘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필요하다. 

API는 “DLL” 형태로 제공이 되며, 컴파일을 하기 위하여는 임포트(Import) 라이브러리 및 헤더 

파일이 필요하다.  

 

상기에 명시된 모든 파일은 제공하는 CDROM에 포함되어 있다. 

 

On --- 각 포트의 LED가 점등된다. 

Off --- 각 포트의 LED가 소등된다. 

 

All Input --- [그림 4-6]과 같이 모든 포트의 불이 점등된다. 

All Output --- [그림 4-7]과 같이 모든 포트의 불이 소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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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All Output” 클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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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5.1  입력 시험 

보드의 이상 유무 및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기능 시험을 이장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시험

은 USB-LT보드가 설치된 PC에서 CDROM의 Exe폴더에 있는 “sample1.exe”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실행한다.  

 

CDROM의 App 및 App0 폴더에는 sample1 및 sample2의 실행 파일 및 소스 파일이 포함

되어 있어 실행 파일은 시험을 하는데 사용하고, 제공하는 샘플 소스 파일은 사용자가 필요

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Sample1.exe 실행 화면] 

 

위의 그림에서 왼쪽은 LED가 점등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오른쪽은 LED가 소등되어 있는 

것을 보인다. 포트 6의 비트 1의 입력이 “1’일 경우 점등되며, “0”일 경우 소등된다. 

즉, TP0를 VCC(+5V)에 연결하면 점등되고 GND와 쇼트를 시키게 되면 소등이 된다. 이때 포

트 6의 비트 1은 위 프로그램에서 입력으로 설정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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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출력 시험 

        보드에 있는 LED를 점등/소등 해 봄으로써 출력 기능을 검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LED가 소등/점등되어 있는 것을 보인다.  

 

 

 

[그림 5.2 LED 소등 및 점등된 장면] 

 

위의 그림에서 위쪽은 LED가 소등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아래쪽은 LED가 점등되어 있는 

것을 보인다. 포트 6의 비트 7의 출력이 “0’일 경우 점등되며, “1”일 경우 소등된다. 

Sample1 프로그램에서 출력(ON/OFF) 버튼을 눌러서 시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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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1 외형 치수 

보드의 외형 치수는 아래와 같다.  

 

 

< Top View >

66

19

10.7

10.5

2.547

< Right Side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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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회로도 

 



 
USB-LT(Light) Users Manual (Rev 1.2) 

 

                                  -21-                           http://www.daqsystem.com 

A.3  응용 회로(절연 입/출력) 

USB-LT의 경우 PC를 이용한 자동화에서 기존의 시리얼(RS232), 패러럴(프린터) 포트를 사

용하던 것을 간단하게 입/출력을 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USB-LT의 장점은 기존 RS232와 

프린터 포트는 공용 자원이라 프로그램간에 충돌 및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USB-LT의 경우 전용 자원이라 충돌할 염려가 없다. 또한, 32개의 I/O 포트를 제공하므로 웬만

한 제어 입/출력이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은 공장 자동화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장비간에 입출력을 주고 받을 경우 서로 

간섭 및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포트 커플러 절연을 사용하는데 이를 보여주고 있다. 

 

보드전원

IN

외부장비

R

외부전원

 

< 포토 커플러 입력 회로> 

 

보드전원

OUTN 외부장비

R

외부전원

 

<포토 커플러 출력회로> 

 

위의 그림에서 저항 값은 외부전원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 산업용에서

는 주로 5V, 12V, 24V, 48V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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