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B-LT02 Users Manual (Rev 1.0) 

 

                                  -1-                           http://www.daqsystem.com 

 

USB-LT02 
User’s Manual 

 

 

Windows, Windows2000, Windows NT and Windows XP are trademarks of Microsoft. We acknowledge that the trademarks or 

service names of all other organizations mentioned in this document as their own property. 

 

Information furnished by DAQ system is believed to be accurate and reliable. However,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by DAQ 

system for its use, nor for any infringements of patents or other rights of third parties which may result from its use. No license is 

granted by implication or otherwise under any patent or copyrights of DAQ system.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an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opied or 

reproduc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Copyrights  2005 DAQ system, All rights reserved. 

 



 
USB-LT02 Users Manual (Rev 1.0) 

 

                                  -2-                           http://www.daqsystem.com 

 

-- 목   차 -- 

 

1.  Introduction 

2.  USB-LT02 기능 

3.  설치 

  3.1  내용물 확인 

  3.2  설치 과정   

4.  USB-LT02 보드 설명 

  4.1  USB-LT02 개념 

  4.2  메모리 구성 

  4.3  커넥터 Pin-out 

  4.4  샘플 프로그램  

   5.  시험 

5.1  입력 시험 

5.2  출력 시험    

   Appendix 

A.1  외형 치수 

A.2  회로도 

A.3  응용 회로(절연 입/출력) 

A.4  USB-LT02(B) 

   Reference 

 



 
USB-LT02 Users Manual (Rev 1.0) 

 

                                  -3-                           http://www.daq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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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

록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및 아키텍처를 일반에게 공개 함으로

써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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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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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USB(Universal Serial Bus)의 경우 직렬 연결을 사용 

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연결하고,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위의 두 방식 모두 Plug and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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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메모리, I/O, 인터럽트, DMA 등을 직접 점퍼 및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식

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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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속도를 최대 480Mbps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구

적인 보드의 확장 슬롯 수에 관계 없이 총 127개까지의 디바이스를 하나의 호스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케이블을 통하여 500mA까지 전원 공급이 가능하므로 적은 전력을 소비하

는 장치의 경우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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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개인용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외부 장치를 제어하기 위하여는 시리얼 포트나 프린터 포트를 이용

하여 사용하였다.  

USB-LT02의 경우 USB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개발자라 할지라도 간단한 제공 API를 이용함으로

써 외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와의 연결은 스크류 터미널을 이용하여 손쉽게 연결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별도의 만능

기판에 TEST POINT를 마련하여 간단한 회로는 자체 만능기판에 꾸며서 시험을 하고, PC전원을 

사용하므로 간단한 시험을 위하여는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과 절연하여 동작할 수 있는 입/출력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외부 장

비 및 자체 모듈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자동화 제어 모듈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림1-2]의 경우 USB-LT02를 이용하여 220V 램프를 제어하는 간단한 실험을 보여준다. 

 

 

 

[그림 1-2. USB-LT02 동작 모습] 

 

㈜ 1. P57 에서 P54의 경우 최대 AC/DC 350V를 제어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130mA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 P53 에서 P50, P47에서 P40의 경우 최대 AC/DC 60V 이내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  

 로 550mA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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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B-LT02 기능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USB-LT02의 경우 쉬운 I/O 연결을 위하여 간략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8Bit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USB 및 I/O 연결을 담당하고 있으며, 명령어는 8051명령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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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여 원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I/O Port1

USB-L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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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lated Photo 

coupler Input

Isolated Solid State

Relay Output

Isolated Solid State

Relay Output

Isolated Photo 

coupler Input

Isolated Photo 

coupler Input

[그림 2-1. USB-LT02 기능 블록도] 

 

내부 프로그램 메모리는 미리 프로그램된 펌 웨어가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메모리는 

OTP(One Time Programmable) 타입이다. 

 

 

GENERAL DESCRIPTION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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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자동화 , 홈  오토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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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I/O 컨트롤 ,  원격제어  

 산업용  제어모듈  

 Light I llumination control  

 

 

SPECIFICATION  

▣  Interface  

  ▪ USB Powered through USB-B connector MAX 500mA 

  ▪ +5V Single Power Operation 

  ▪ 16 Isolated Photo-coupler Input 

  ▪ 16 Isolated Solid state Relay Out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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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screw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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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02 제품 내용물] 

제품 내용물 

1. USB-LT02 보드  

2. USB(A-B) 케이블 

3. CD (매뉴얼/소스 등등) 

 

 

 

 

 

 

 

 



 
USB-LT02 Users Manual (Rev 1.0) 

 

                                  -8-                           http://www.daq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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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02의 경우 HID(Human Interface Device)로 연결 되므로 전용 디바이스 드라이버

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1) 먼저 박스를 개봉하여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한다. 

(2) 연결된 케이블의 반대쪽에 USB-LT02 보드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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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설치가 정상적으

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3-2. 내컴퓨터 속성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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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시스템 등록정보 윈도우] 

 

 

 

[그림 3-4. 장치관리자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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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B-LT02 보드 설명 

보드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자세한 기능에 대한 사양은 스펙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4.1  USB-LT02 개념 

SW1

USB B type

Connector

USB-LT02 Board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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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6 25 2024 23 2122 19 18 17 16 15

P57 P56 P55 P54 P5C2 P53 P52 P51 P50 P5C1 P47 P46 P45 P44 P4C2 P43 P42 P41 P40 P4C1

P70 P71 P12 P13 P1C1 P14 P15 P16 P17 P1C2 P60 P61 P62 P63 P6C1 P64 P65 P66 P67 P6C2

DAQ systemUSB-LT02 www.daqsystem.com

LED1

LED2

Micom

6
.0
0

 

[그림 4-1. USB-LT02 외형도] 

 

위의 그림을 보면 USB-LT0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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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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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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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샘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 

 

(3) LED2 

보드에 전원이 공급되는가를 확인한다. 

 

(4) 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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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5) SW1 

누르게 되면 보드를 리셋시킨다. 

 

(6) P70, P71, P12, P13, P1C1 

포토 커플러 입력 단자. 입력 전압은 12V에서 24V 사이의 전원(12V 미만은 문의 바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 극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P1C1

P70

Port 7.0

2.4K

VCC

P71

Port 7.1

VCC

P12

Port 1.2

VCC

P13

Port 1.3

VCC

2.4K

2.4K

2.4K

From

External

To

Micom Port

 

[그림 4-2. 포토 커플러 입력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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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14, P15, P16, P17, P1C2 

포토 커플러 입력 단자. 입력 전압은 12V에서 24V 사이의 전원(12V 미만은 문의 바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 극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회로는 [그림 4-2]와 같이 구성이 되

어 있다. 

 

(8) P60, P61, P62, P63, P6C1 

포토 커플러 입력 단자. 입력 전압은 12V에서 24V 사이의 전원(12V 미만은 문의 바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 극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회로는 [그림 4-2]와 같이 구성이 되

어 있다. 

 

(9) P64, P65, P66, P67, P6C2 

포토 커플러 입력 단자. 입력 전압은 12V에서 24V 사이의 전원(12V 미만은 문의 바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 극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회로는 [그림 4-2]와 같이 구성이 되

어 있다. 

 

(10) P57, P56, P55, P54, P5C2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단자. 출력 제어 전압은 최대 350V이며,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는 130mA이다. 

VCC

000

000

000

From

Micom Port

To

External

Port 4.0

Port 4.1

Port 4.2

Port 4.3

P4C1

P40

P41

P42

P43

000

 

 

[그림 4-3.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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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53, P52, P51, P50, P5C1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단자. 출력 제어 전압은 최대 60V이며,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는 550mA이다. 회로는 [그림 4-3]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12) P47, P46, P45, P44, P4C2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단자. 출력 제어 전압은 최대 60V이며,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는 550mA이다. 회로는 [그림 4-3]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13) P43, P42, P41, P40, P4C1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단자. 출력 제어 전압은 최대 60V이며,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는 550mA이다. 회로는 [그림 4-3]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 출력에는 규정된 전압, 전류 이내에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이 파손   

 될 수 있다. 

 

4.2  메모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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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영역은 OTP 타입으로 최초 보드를 제공할 경우에 프로그램 되어 공급되므로 사용자

가 재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원할 경우(보다 빠른 응답 및 전

용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디에이큐시스템에 문의를 바란다.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16KByte

256Byte

[그림 4-4. 메모리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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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커넥터 Pin-out 

USB-LT02에는 두 개의 커넥터가 있다. 먼저, USB연결을 위한 USB-B 타입 커넥터와 외부 

I/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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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와 같다.  

USB B type

Connector

12

3 4
 

[그림 4-5. USB-B 커넥터(전면도)] 

 

[표 1. USB-B 커넥터] 

번 호 명 칭 설 명 비 고 

1 VCC USB 전원 +5V  

2 D- USB 신호 Minus(Negative)  

3 D+ USB 신호 Plus(Positive)  

4 GND USB 전원 GND  

 

 



 
USB-LT02 Users Manual (Rev 1.0) 

 

                                  -15-                           http://www.daqsystem.com 

LE

D2

SW1USB B type

Connector

USB-LT02 Board

MICOM

LE

D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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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6 25 2024 23 2122 19 18 17 16 15

P57 P56 P55 P54 P5C2 P53 P52 P51 P50 P5C1 P47 P46 P45 P44 P4C2 P43 P42 P41 P40 P4C1

P70 P71 P12 P13 P1C1 P14 P15 P16 P17 P1C2 P60 P61 P62 P63 P6C1 P64 P65 P66 P67 P6C2

DAQ systemUSB-LT02 Www.daqsystem.com

[그림 4-6. Screw Terminal 형태의 PIN-OUT] 

 

[표 2. Screw Terminal PIN-OUT] 

명칭 설명 비 고 

P70 Port 7.0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71 Port 7.1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12 Port 1.2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13 Port 1.3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1C1 P70, P71, P12, P13공통 입력 그림 4-2. 참조 

P14 Port 1.4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15 Port 1.5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16 Port 1.6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17 Port 1.7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1C2 P14, P15, P16, P17공통 입력 그림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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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 Port 6.0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61 Port 6.1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62 Port 6.2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63 Port 6.3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6C1 P60, P61, P62, P63공통 입력 그림 4-2. 참조 

P64 Port 6.4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65 Port 6.5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66 Port 6.6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67 Port 6.7 포토 커플러 입력 그림 4-2. 참조 

P6C2 P64, P65, P66, P67공통 입력 그림 4-2. 참조 

P57 Port 5.7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56 Port 5.6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55 Port 5.5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54 Port 5.4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5C2 P54, P55, P56, P57공통 출력 그림 4-3. 참조 

P53 Port 5.3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52 Port 5.2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51 Port 5.1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50 Port 5.0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5C1 P53, P52, P51, P50공통 출력 그림 4-3. 참조 

P47 Port 4.7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46 Port 4.6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45 Port 4.5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44 Port 4.4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4C2 P44, P45, P46, P47공통 출력 그림 4-3. 참조 

P43 Port 4.3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42 Port 4.2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41 Port 4.1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40 Port 4.0 포토 모스(반도체 릴레이) 출력 그림 4-3. 참조 

P4C1 P43, P42, P41, P40공통 출력 그림 4-3. 참조 

 

㈜ 1. P57에서 P54의 경우 최대 AC/DC 350V를 제어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130mA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 P53에서 P50, P47에서 P40의 경우 최대 AC/DC 60V 이내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  

 로 550mA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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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IP IC PIN-OUT]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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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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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est Point PIN-OUT] 

명칭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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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1의 경우 Port6의 비트 7번에 연결이 되어있어 이 비트가 출력으로 설정되고, Low 출력, 

0V일 경우 점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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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 별도의 전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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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의 이상 동작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각각의 포트를 입/출력 설정하고 각각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4-7. 샘플 프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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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샘플 프로그램 2] 

 

(1) Port Configure --- 각 포트의 입, 출력 모드 설정을 한다.  

                           Port : P5..P4  (하위 바이트 :  P4) 

                                 (상위 바이트 :  P5) 

Port : P1 P7 P6  (하위 바이트 :  P6) 

                                 (상위 바이트 :  P7 and P1) 

 

(2) Update --- Port Configure 값을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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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l Input --- MICOM의 모든 포트가 입력으로 사용된다. 

 단, 포토 커플러의 입력은 해당 핀만 가능(Port 6, Port7, Port1)  

 

[그림 4-9. All Input] 

 

All Output --- MICOM의 모든 포트가 출력으로 사용된다. 

 

[그림 4-10. All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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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포토모스 릴레이의 동작은 해당 핀만 가능(Port 4, Port5) 

 

[그림 4-11. Port 4 Output] 

 

 

[그림 4-12. Port 5 Output] 

 

(4) 각, Port의 “on” ,”off” 스위치는 Output mode 일 때에 사용하며 “High”, “Low”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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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샘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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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필요하다.  

상기에 명시된 모든 파일은 제공하는 CDROM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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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5.1  입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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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LT02 보드가 설치된 PC에서 CDROM의 Exe폴더에 있는 “sample1.exe”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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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실행 파일은 시험을 하는데 사용하고, 제공하는 샘플 소스 파일은 사용자가 필요한 기

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Sample1.exe 실행 화면] 

 

 

위의 그림에서 왼쪽은 LED가 점등되어 있고, 오른쪽은 LED가 소등되어 있다. 포트 6의 비트 

1의 입력이 있을 경우 점등되며 없을 경우 소등된다. 

즉, P61과 P6C1사이에 5V에서 12V 사이의 전원을 공급하면 점등되고, 전원 공급이 되지 않

을 경우에는 소등이 된다. 이때, 포트 6의 비트 1은 위 프로그램에서 입력으로 설정되어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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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출력 시험 

(1) 보드에 있는 LED를 점등/소등 해 봄으로써 출력 기능을 검사할 수 있다.  

 

 

[그림 5-2. LED 소등 및 점등] 

 

위의 그림에서 LED가 점등되어 있는 것을 보인다. 포트 6의 비트 7의 출력이 “0’일 경우 점등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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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치수는 관계자에게 요청바랍니다. 

 

< Top View >

83.8

USB B type

Connector

P57 P56 P55 P54 P5C2 P53 P52 P51 P50 P5C1 P47 P46 P45 P44 P4C2 P43 P42 P41 P40 P4C1

P70 P71 P12 P13 P1C1 P14 P15 P16 P17 P1C2 P60 P61 P62 P63 P6C1 P64 P65 P66 P67 P6C2

USB-LT02

91.4

115.6

107.9

10.7 10.0

1.6

< Right Side View >

6.35

34.3

47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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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USB-LT02 회로도 

USB-LT02는 당사의 USB-LT를 기본으로 만들어 졌으며, 동일한 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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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응용 회로(절연 입/출력) 

USB-LT02의 경우 PC를 이용한 자동화에서 기존의 시리얼(RS232), 패러럴(프린터) 포트를 

사용하던 것을 간단하게 입/출력을 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USB-LT02의 장점은 기존 

RS232와 프린터 포트는 공용 자원이라 프로그램간에 충돌 및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반

면에 USB-LT02의 경우 전용 자원이라 충돌할 염려가 없다. 또한, 32개의 I/O 포트를 제공하므

로 웬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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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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USB-LT02(B) 

USB-LT 사용자를 위하여 인터페이스 부분만을 구성한 USB-LT02(B) Type의 보드를 판매하고 

있다. USB-LT02(B)의 경우 USB-LT를 이용하여 입출력을 제어한다. 

 

[그림 A3-1] USB-LT02(B) 보드 

 
[그림 A3-2] USB-LT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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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3] USB-LT02(B)와 USB-LT가 결합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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