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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설명 

(c)PCI(e)-DIO6400/01/02 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설명

한다. 현재 지원하는 API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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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Level API Functions 

Overview  

BOOL OpenDAQDevice (int nModel, int nBoard) 

BOOL  ResetBoard (int nModel, int nBoard) 

BOOL CloseDAQDevice (int nModel, int nBoard) 

 

 

OpenDAQDevice 
    디바이스를 Open한다. (c)PCI(e)-DIO6400 시리즈 보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초기에  

반드시 한번 함수를 호출하여 디바이스를 Open 하여야 한다. 

 

BOOL   OpenDAQDevice (int nModel, int nBoard) 

Parameters: 

nModel : PCI_DIO6400 모델번호를 적는다. 0에서 3까지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Return Value: 

디바이스 오픈에 성공할 경우 현재 시스템(PC)에 장착된 디바이스의 수를 리턴한다.  

실패할 경우 “-1”을 리턴함.  

 

ResetBoard 
현재 시스템(PC)에 장착된 디바이스를 초기화 한다. 

 

BOOL   ResetBoard (int nModel, int nBoard) 

Parameters: 

nModel : PCI-DIO6400 모델번호를 적는다. (0 ~ 3)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Return Value: 

      Reset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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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AQDevice 
Open된 모든 (c)PCI(e)-DIO6400 시리즈 디바이스를 Close한다. 

장치의 사용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장치를 Close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BOOL   CloseDAQDevice (int nModel, int nBoard) 

Parameters: 

nModel : PCI-DIO6400 모델번호를 적는다. (0 ~ 3)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Return Value: 

Close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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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Digital Input Output) API Functions 

Overview  

BOOL DIN_Read (int nModel, int nBoard, int nReg, DWORD *dwVal) 

BOOL  DOUT_Write (int nModel, int nBoard, int nReg, DWORD dwVal) 

BOOL DOUT_Read (int nModel, int nBoard, int nReg, DWORD *dwVal) 

BOOL Set_LED_Mode (int nModel, int nBoard, int nReg, int nMode) 

 

 

DIN_Read 

   32bit 또는 64bit Digital 입력 값을 읽는다.  

 

BOOL   DIN_Read (int nModel, int nBoard, int nReg, DWORD *dwVal) 

Parameters: 

nModel : PCI_DIO6400 모델번호를 적는다. 0에서 3까지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nReg : 추후 확장을 위하여 준비 되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반드시 0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dwVal : 입력 포트의 현재 값을 읽어올 변수의 포인터.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DOUT_Write 
32bit 또는 64bit Digital 값을 출력 포트에 출력한다.  

 

BOOL   DOUT_Write (int nModel, int nBoard, int nReg, DWORD dwVal) 

Parameters: 

nModel : PCI_DIO6400 모델번호를 적는다. 0에서 3까지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nReg : 추후 확장을 위하여 준비 되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반드시 0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dwVal : 출력 포트에 기록할 값.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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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T_Read 
    출력 포트의 현재 값을 32bit 또는 64bit로 읽는다.  

 

BOOL   DOUT_Read (int nModel, int nBoard, int nReg, DWORD *dwVal) 

Parameters: 

nModel : PCI_DIO6400 모델번호를 적는다. 0에서 3까지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nReg : 추후 확장을 위하여 준비 되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반드시 0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dwVal : 출력 포트의 현재 값을 읽어올 변수의 포인터.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Set_LED_Mode 
      프론트 판넬에 현재의 입/출력 값을 LED로 표시하는데 어떠한 값을 표시할 것인가를 설정 

할 수 있다. 

 (주) Compact PCI 보드의 경우에만 프론트 판넬에 16개의 LED indicator가 있어서 유효하다. 

     PCI 보드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함수이다. 

 

BOOL   Set_LED_Mode (int nModel, int nBoard, int nReg, int nMode) 

Parameters: 

nModel : cPCI_DIO6400 모델번호를 적는다. 0에서 3까지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nReg : 추후 확장을 위하여 준비 되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반드시 0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nMode : LED로 출력할 값을 설정한다. 

0 : 입력 15에서 0번까지 

1 : 입력 31 에서 16번까지 

2 : 출력 15에서 0번까지 

3 : 출력 31에서 16번까지이다.  

(주) 위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값을 사용하면 안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