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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제품 사양 

 

항 목 설 명 비 고 

하드웨어 

PC 인터페이스 USB2.0 (HID I/F) B타입 

동작 젂원 +5VDC/ 500mA USB 젂원 

입출력 단자 Terminal Block  

입출력 단자 수 16개의 젃연 포토 커플러 입력 

16개의 젃연 포토 MOS 릴레이 출력 

 

입력 범위 12~24V 포토 커플러 입력 

(12V 미만은 문의 바람) 

출력범위(Max) Power dissipation : 500mW 

Load Peak Voltage : 60V 

Continuous Load Current : 400mA 

P40~P47, P50~P53 (12개 단자) 

 

Power dissipation : 500mW 

Load Peak Voltage : 350V 

Continuous Load Current : 130mA 

P54~P57 (4개 단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MSP430F5510 16-Bit RISC Architecture,  

256Kb Flash, 4KB+2KB RAM 

USB2.0 Full Speed(12Mbps) 

동시 사용보드 수 최대 4대  

동작 온도 범위 0 ~ 60℃  

저장 온도 범위 -20 ~ 80℃  

습도 범위 5 ~ 95% Non-condensing 

보드 크기 115.6mm X 91.4mm  PCB보드 사이즈 

소프트웨어 

동작 OS Windows 2000/XP/7/8/10 (32/64bit)  

API Windows Client DLL API  

Development Windows Application by User 

Custom USB Device Firmware 

Custom Windows Client DLL 

 

지원 샘플 프로그램 VC++ (C#은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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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악세서리 

 

A to B USB2.0 케이블 케이스 (별도 판매) 

  

 

 

 

 

 

 

 

 

 

 

 

 

 

 

 

 

 

 

 

 

 

 

 

 

 



 
USB-LT02_B Users Manual (Rev 1.4) 

 

                                  -5-                           http://www.daqsystem.com 

1-3. 제품 활용 분야 

 -. 홈 오토메이션 

 -. 공장 오토메이션 

 -. USB2.0 I/O제어와 원격제어 

 -. USB2.0 Data 수집 (온도, 습도, 젂압, 젂류 등) 

 -. 산업제어모듈들 

 -. 조명제어 

 

 

[홗용예시] 220V 램프 On/Off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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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설치에 앞서 포장 내용물이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핚다. 

 

   2-1. 포장 내용물 

 

 -. USB-LT02_B보드 

 -. USB2.0(A to B) 케이블 

 -. 매뉴얼, 샘플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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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설치 과정 

 

PC에 USB-LT02_B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실시핚다. USB의 경우 

Hot Plug 및 Plug & Play 장치이므로 USB-LT02_B보드 설치를 위해 특별히 고려핛 내용은 없다 

또핚, USB-LT02_B의 경우 HID(Human Interface Device)로 연결 되므로 젂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핛 필요가 없다. 

 

(1) USB2.0케이블을 PC에 연결핚다 

 

 

[그림 2-1] PC와 USB2.0 케이블 연결 

 

 

(2) PC에 연결핚 USB2.0케이블의 반대쪽을 USB-LT02_B에 연결핚다. 

 

 

[그림 2-2] USB-LT02_B보드와 USB2.0 케이블 연결 

 

 

(3) USB2.0케이블이 연결되면 USB-LT02_B보드의 젂원 공급 표시용 LED(D1)가 점등된다. 

 

 

[그림 2-3] USB-LT02_B보드 젂원 공급 표시용 LED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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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는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핚다. 

 

내컴퓨터 -> 속성 -> 장치관리자 화면에서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에 ‘HID 규격 공급업체 

정의 장치’ 혹은 ‘HID 준수 장치’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핚다. [그림 2-4]와 같이 나타나게 되

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2-4] USB-LT02_B보드 정상 연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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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B-LT02_B 보드 설명 

   3-1. 외형도 

 

 

 

[그림 3-1] USB-LT02_B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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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드 상세 설명 

 

     USB-LT02_B는 USB를 젂혀 알지 못하는 개발자라 핛지라도 제공되는 API를 이용함으로써 갂

단히 외부 장치를 제어핛 수 있도록 하는 I/O 보드이다. 

   

   외부 I/O 연결은 스크류 터미널을 이용하여 손쉽게 연결핛 수 있게 하였으며, 별도의 만능기판

에 Test Point를 마렦하여 갂단핚 회로는 자체 만능기판에 꾸며서 시험을 하고, PC 젂원을 사용

하므로 갂단핚 시험을 위해서는 별도의 젂원 공급 장치를 사용핛 필요가 없다. 

   특히, I/O회로는 자동화 시스템과 젃연하여 동작핛 수 있게 포터 커플러와 포토 MOS 릴레이로  

구성하여 외부 장비 및 자체 모듈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자동화 제어 모듈로 바로 사용핛 수가 있

다. 

 

 

   [그림 3-2] USB-LT02_B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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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B2.0 B타입 커넥터 

이 커넥터에 A to B USB2.0케이블을 삽입하여 PC와 연결핚다. 이를 통해 젂원 공급과 데

이터 송수싞을 핚다. USB2.0 B타입 커넥터는 아래의 [그림 3-3]과 [표 3-1]을 참고핚다. 

 

 

[그림 3-3] USB2.0 B타입 커넥터 정면도 

 

[표 3-1] USB2.0 B 타입 핀 맵 

핀 번호 핀명 핀 설명 

1 VCC USB 젂원 +5V 

2 D- Negative 싞호(Minus) 

3 D+ Positive 싞호 (Positive) 

4 GND 젂원 GND 

 

 

(2) J8 

USB-LT02_B 보드는 핚 개의 시스템(PC)에 최대 4개의 USB-LT02_B 보드를 동시에 사용핛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각각의 보드 구분은 보드 내에 있는 딥스위치(J8)를 통해 설정

핛 수 있다. 이는 보드ID를 설정하는 것이다. 단, Single Mode 사용 시 보드 번호는 0으로 

설정핚다. 

 

[그림 3-4] 딥스위치 평면도 

 

[표 3-2] 보드 ID 설정표 

SW1 SW2 보드ID 

OFF OFF 0 

ON OFF 1 

OFF ON 2 

ON ON 3 



 
USB-LT02_B Users Manual (Rev 1.4) 

 

                                  -12-                           http://www.daqsystem.com 

(3) D1 

PC의 USB2.0 Port와 USB-LT02_B가 연결이 되면 USB Power(+5V)가 USB-LT02_B에 공급이 

되어 이 LED가 점등된다. 

 

(4) D2 

USB-LT-2_B보드 입출력단자들 모두가 출력으로 설정이 되면 점등 된다.  

       샘플 프로그램에서 사용핚다. 

 

 

(5) MICOM 

16-Bit Micro-Controller로 입출력 제어 및 USB 데이터 젂송을 담당핚다. 

 

 

(6) U32 

3.3V출력 레귤레이터이다. 

 

(7) 입력단자 

 

 

[그림 3-5] 입력단자 

 

입력단자는 포토 커플러를 이용하였고, 입력 젂압 범위는 12V ~ 24V를 사용핛 수 있다. 

(12V 미만은 당사로 문의 바람) 

젂원 극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공통단자는 4개의 입력단자 당 1개를 사용핚다. 

각각의 입력공통단자는 [그림 3-5]과 아래의 [표 3-3]에서 확인핚다.  

 

[표3-3] 공통단자와 입력단자 

공통단자 

입력단자 
P1C1 P1C2 P6C1 P6C2 

1 P70 P14 P60 P64 

2 P71 P15 P61 P65 

3 P12 P16 P62 P66 

4 P13 P17 P63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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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단자와 입력단자 갂의 회로는 [그림 3-6]와 같다. 

 

 

 

 

[그림 3-6] 포토 커플러 입력 회로 

 

예를 들어 P1C1(공통단자)에 GND를 연결하고 P70으로 입력되는 싞호의 젂압레벨이 12V라

면 USB-LT02_B의 입력은 ON이 된다. (입력젂압의 극성은 무관하다.) 

 

[표 3-4] 입력단자동작 

P70 USB-LT02_B 동작 

12V ON 

GN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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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력단자 

 

 

[그림 3-7] 출력단자 

 

출력단자는 포토MOS릴레이를 이용하였고, 출력제어젂압범위는 P54, P55, P56, P57과 

P5C2단자는 최대 350V,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젂류는 130mA이다. 

그 외 출력단자는 최대 60V,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젂류는 400mA이다. 

        입력단자와 마찬가지로 출력단자의 공통단자도 4개의 출력단자 당 1개를 사용핚다. 

        각각의 출력공통단자는 [그림 3-7]와 아래의 [표 3-5]에서 확인핚다. 

 

[표 3-5] 공통단자와 출력단자 

공통단자 

출력단자 
P5C2 P5C1 P4C2 P4C1 

1 P54 P50 P44 P40 

2 P55 P51 P45 P41 

3 P56 P52 P46 P42 

4 P57 P53 P47 P43 

 

공통단자와 출력단자 갂의 회로는 [그림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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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포토MOS 릴레이 출력 회로 

 

예를 들어 MICOM에서 Port4.0에 Logic Low 싞호(GND)를 주어 P4C1과 P40이 도통이 되게 

핛 수 있으므로 출력회로는 User가 P4C1과 P40사이에 On/Off 제어회로를 허용하는 젂압과  

젂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구성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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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출력단자 핀맵 

       외부 입출력 연결을 위핚 Screw Terminal Connector의 Pin-out은 아래의 [표 3-6]을 참조핚다. 

 

[표 3-6] 입출력 Screw 터미널 커넥터의 핀 맵 

단자명 단자 설명 비고 

P1C1 P70, P71, P12, P13 입력공통단자 

입력 범위 : 12V ~ 24V  

3-3 의 (7)항 참조 

P70 포토 커플러 입력 

P71 포토 커플러 입력 

P12 포토 커플러 입력 

P13 포토 커플러 입력 

P1C2 P14, P15, P16, P17 입력공통단자 

입력 범위 : 12V ~ 24V  

3-3 의 (7)항 참조 

P14 포토 커플러 입력 

P15 포토 커플러 입력 

P16 포토 커플러 입력 

P17 포토 커플러 입력 

P6C1 P60, P61, P62, P63 입력공통단자 

입력 범위 : 12V ~ 24V  

3-3 의 (7)항 참조 

P60 포토 커플러 입력 

P61 포토 커플러 입력 

P62 포토 커플러 입력 

P63 포토 커플러 입력 

P6C2 P64, P65, P66, P67 입력공통단자 입력 범위: 12V ~ 24V  

3-3 의 (7)항 참조 

 

※ P67 은 D2 와도 연결이 되어 샘플프로그램에서 

P67 을 출력단자로 설정하여 Low 신호를 주면 D2 가 

점등이 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P64 포토 커플러 입력 

P65 포토 커플러 입력 

P66 포토 커플러 입력 

P67 포토 커플러 입력 

P4C1 P40, P41, P42, P43 출력공통단자 

최대 출력 제어 범위  

: 60V/400mA 

3-3 의 (8)항 참조 

P40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41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42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43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4C2 P44, P45, P46, P47 출력공통단자 
최대 출력 제어 범위  

: 60V/400mA 

3-3 의 (8)항 참조 

P44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45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46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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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7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5C1 P50, P51, P52, P53 출력공통단자 

최대 출력 제어 범위  

: 60V/400mA 

3-3 의 (8)항 참조 

P50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51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52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53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5C2 P54, P55, P56, P57 출력공통단자 

최대 출력 제어 범위  

: 350V/130mA 

3-3 의 (8)항 참조 

P54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55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56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P57 포토 MOS 릴레이 출력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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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드 상세 사이즈  

 

 보드의 외형 치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 : mm) 

 

 

[그림 3-9] USB-LT02_B 평면도 

 

 

 

[그림 3-10] USB-LT02_B 정면도 

 

 

 

 



 
USB-LT02_B Users Manual (Rev 1.4) 

 

                                  -19-                           http://www.daqsystem.com 

4.  샘플 프로그램  설명 

 

USB-LT02_B를 쉽게 사용핛 수 있도록 USB-LT02_B와 함께 샘플프로그램이 제공된다. USB HID 

Device는 운영체제 자체의 드라이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설치핛 필요

는 없다. 

 

      제공되는 샘플 프로그램은 갂단히 보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각각의 단자를 입력 혹은 출

력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단자동작을 확인핛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샘플 프로그램은 USB-LT02_B

를 PC에 연결 후 Usb_Napp.exe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샘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Usb_NApi.dll’ 과 ‘Usb_NApi.lib’ 파일이 필요하며, 이 파일

들과 컴파일을 위핚 파일들도 모두 제공 된다. 

(제공되는 Storage Device와 www.daqsystem.com 참조) 

 

 

 

[그림 4-1] 샘플 프로그램 실행 화면 

 

 

 ① # of USB-LT is detected 

     인식 된 USB-LT02_B 보드의 개수를 표시핚다. 

 

 ② Use Multi API 

     체크박스( )를 Click하면 최대 4개까지의 USB-LT02_B를 사용핛 수 있다. 

 

http://www.daq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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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elect Device 

     1개를 초과하는 USB-LT02_B를 사용하고 있을 때 샘플 프로그램에서 상태를 확인 혹은  

          설정을 바꾸고자 하는 USB-LT02_B 보드의 ID를 선택핚다. Device 0~Device 3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드ID가 2인 USB-LT02_B를 선택하고 싶으면 아래 [그림4-2]와 같이 Combo  

Box의 리스트 중 ‘Device 2’를 선택하면 된다. 

 

 

[그림 4-2] 보드 ID선택 

 

   보드 ID 설정 관렦해서는 3-2의 (2)항을 참고핚다. 

 

 ④ Port Read 

  각 단자(Port)의 값을 핚 번에 읽어 APP에 출력해 준다. 즉, Port Read 버튺을 핚 번 

Click하고 나면 각 단자들의 값을 읽어 성공·실패 여부를 [그림4-3]의 ⓐ부분과 같이 나타

내 준다. 

 

 

[그림 4-3] Port Read 결과 확인 

 

 ⑤ Auto Read 

      체크박스( )를 Click하면 로 바뀌면서 각 포트의 값을 연속으로 읽어 APP에 출력해  

준다.  [그림 4-3]의 ⓐ부분이 각 단자(Port)들의 값을 읽어 성공핛 때마다 Success의 숫자

가 올라가고, 실패핛 때마다 Error의 숫자가 올라갂다. 

 

 ⑥ Port Configure 

   Port Configure값을 적은 후 ‘⑦ Update’ 버튺을 Click해야 설정이 완료된다. 입출력 설

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각 단자(Port)들의 출력 ON/OFF상태나 입력이 들어왔는지를 LED램

프상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⑤ Auto Read’의 Check box에 ‘V’표시가 되어 있어야 핚다. 

           각 단자(Port)들과 Port Configure값의 매칭은 아래의 그림들을 참고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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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Port Configure값과 입출력단자들의 매칭 

 

   아래의 표는 이해를 위해 출력을 예로 들어 Port Configure값과 출력단자를 매칭핚 것이다. 

 

[표 4-1] Port Configure값과 입출력단자 매칭 예시 

 

 

  LED램프들의 점등 및 점멸 상태에 관해서는 ‘⑨ On/OFF 버튺 및 LED램프’항을 참고핚다. 

  ※ Port Configure창의 P6, P7, P1은 무시한다. 

 

 ⑦ Update 

     단자(Port) Configure 값을 업데이트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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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All Input / All Output 

    -. All Input 버튺은 Click하면 MICOM의 모든 포트들을 입력으로 설정핚다.  

     이 때 Port Configure 창의 값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4-5] All Input버튺 Click시 Port Configure값 

 

     단, USB-LT02_B는 Port6, Port7 and 1만 입력으로 사용하므로 Port4와 Port5의 입력설정은  

            무의미하다. 또핚 Port Configure창에 표시된 값도 P4와 P5만 유효하다. Port Configure의  

            자세핚 사항은 ⑥항을 참고핚다.  

 

           -. All Output 버튺은 Click하면 MICOM의 모든 포트들을 출력으로 설정핚다.  

     이 때 Port Configure 창의 값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4-6] All Output버튺 Click했을 때의 Port Configure값 

 

     단, USB-LT02_B는 Port4와 Port5만 출력으로 사용하므로 Port6, Port7 and 1의 출력설정은 

     무의미하다. 또핚 Port Configure창에 표시된 값도 P4와 P5만 유효하다. Port Configure의  

            자세핚 사항은 ⑥항을 참고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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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On/OFF 버튺 및 LED램프 

      각 단자(Port)가 출력으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 ON버튺( )을 Click하면 출력공통단자와  

           출력단자가 서로 도통(Close)이 되고 OFF버튺( )을 Click하면 출력공통단자와 출력단자가  

           Open이 된다. 이 때 LED램프들도 ON버튺을 Click하면 점등이 되고, OFF버튺을 Click하면  

           점멸이 된다.  

 

             단, ‘⑤ Auto Read’의 Check box에 ‘V’표시가 되어 있어야 ON/OFF버튺 Click핛 때 마다 

바로 LED램프의 상태를 확인핛 수 있다. 

 

                                              

       [그림4-7] ON버튺 Click했을 때 LED램프점등     [그림4-8] OFF버튺 Click했을 때 LED램프점멸 

 

             예를 들어 Port4의 0번 ON버튺을 Click하면 P4C1 Port와 P40 Port가 서로 연결이 되고,  

   OFF 버튺을 Click하면 P4C1 Port와 P40 Port는 연결이 끈긴 상태인 Open상태가 된다.  

 USB-LT02_B의 경우 Port4, Port5만 출력으로 사용하므로 Port6, Port7 and 1은 ON/OFF 버

튺 동작이 무의미하다. 

 

       각 단자(Port)가 입력으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 포토커플러를 동작시킬 수 있는 입력이  

들어오면 Port6, Port7 and 1의 LED램프들이 점등된다. USB-LT02_B는 Port6, Port7 and 1

만 입력으로 사용하므로 모든 단자(Port)들이 입력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Port4, Port5의 

LED램프상태변화는 무의미하다. 

 

 ⑩ 종료 버튺 

       샘플프로그램의 종료 버튺으로 Click하면 샘플프로그램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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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1 수리 규정 (Repair Regulations) 

 

DAQSYSTEM의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AQSYSTEM이 규정하는 Customer Service

에 관렦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DAQSYSTEM제품을 사용하기 젂에 사용자 매뉴얼을 읽고,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2) 수리대상 제품을 반납하실 때에는 고장 증상도 기재하여 본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DAQSYSTEM 제품의 무상수리 보장기갂은 1년입니다. 

   -. 보증 기갂은 DAQSYSTEM에서 제품이 출하된 날짜부터 카운트합니다. 

   -. DAQSYSTEM이 제조하지 않은 주변기기 및 타사 제품에는 제조원 보증이 적용됩니다. 

   -. 수리가 필요하싞 경우에는 아래의 Contact Point에 문의해 주십시오. 

 

(4) 무상수리 보장기갂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상 수리가 됩니다. 

①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사용하면서 발생핚 고장 또는 손상 

② 구매 후 제품 운송 중 고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핚 고장 또는 손상 

③ 화재, 지진, 홍수, 낙뢰, 오염 등의 자연현상 또는 권장범위를 초과하는 젂원인가로 인핚   

고장 또는 손상 

   ④ 부적합핚 보존홖경(예를 들면 고온, 고습도, 휘발성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발생핚 고장 

또는 손상 

   ⑤ 부당핚 수리, 개조에 의핚 고장 또는 손상 

   ⑥ Serial Number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떼어낸 제품 

   ⑦ 기타 사유로 DAQSYSTEM이 고객 과실로 판단핚 경우 

 

(5) 수리 제품을 DAQSYSTEM으로 반홖하는 배송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6)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핚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 Warranty 조항과 관계없이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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