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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설명 

PCI-PWM02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설명한다. 

현재 지원하는 API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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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Level API Functions 

Overview  

int    OpenDAQDevice (void) 

BOOL  ResetBoard (int nBoard) 

BOOL CloseDAQDevice (void) 

int    GetBoardNum (void) 

 

 

OpenDAQDevice 

 디바이스를 Open한다. PCI-PWM02보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초기에 반드시 한번 함수를  

호출하여 디바이스를 Open 하여야 한다. 

 

int   OpenDAQDevice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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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할 경우 “-1”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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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ResetBoard (int nBoard) 

Parameters: 보드 번호  

Return Value: 

리셋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CloseDAQDevice 
 오픈된 모든 PCI-PWM02 디바이스를 Close한다. 장치의 사용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장치를  

Close 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BOOL   CloseDAQDevice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Close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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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BoardNum 
 현재 PC에 설치된 PCI-PWM02 보드가 몇 개 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int    CloseDAQDevice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Close에 실패할 경우 -1, 성공일 경우 설치된 보드 개수를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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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API Functions 

Overview  

BOOL Pwm_Reset (int nCh) 

BOOL  Set_Mode (int nCh, int nMode) 

Int  Get_Mode (int nCh) 

BOOL  Set_Cont (int nCh, int nCont) 

Int  Get_Cont (int nCh) 

BOOL Pwm_Enable (int nCh) 

BOOL Pwm_Disable (int nCh) 

BOOL  Set_Pwm (int nCh, int nNum) 

Int  Get_Pwm (int nCh) 

BOOL  Set_Delay (int nCh, int nTime) 

Int  Get_Delay (int nCh) 

BOOL  Set_Period (int nCh, int nTime) 

Int  Get_Period (int nCh) 

BOOL       Set_Dout (int dout) 

BOOL       Get_Dout (void) 

BOOL       Get_Din (void) 

 

 

Pwm_Reset 
 각각의 PWM을 초기화 한다. 초기화를 하게 되면, PWM 값은 0이 되며, PWM Disable, 

Normal Mode, Delay time은 0, Period time은 1000mSEC 상태가 된다.  

 

BOOL Pwm_Reset (int nCh)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Return Value: 

초기화를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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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Mode 
 각각의 PWM의 동작 모드를 설정한다. 동작모드는 Normal Mode, 트리거 모드가 있다.  

 

BOOL  Set_Mode (int nCh, int nMode)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nMode : 0 Normal 모드, others 트리거 모드  

Return Value: 

함수가 실행이 실패일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Get_Mode 
 현재의 PWM 동작 모드를 알아낸다.  

 

Int  Get_Mode (int nCh)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Return Value: 

Normal Mode일 경우 “0”을 트리거 모드일 경우 “0”이 아닌 값을 리턴한다. 

 

 

Set_Cont 
 각각의 PWM의 트리거 동작 모드를 설정한다. 트리거 동작모드는 단일(One-shot) Mode 와  

연속(Continuous)트리거 모드가 있다.  

 

BOOL  Set_Cont (int nCh, int nCont)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nMode : “0” One-shot 트리거 모드, others Continuous 트리거 모드  

Return Value: 

함수가 실행이 실패일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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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_Cont 
 현재의 PWM 트리거 동작 모드를 알아낸다.  

 

Int  Get_Cont (int nCh)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Return Value: 

One-shot 트리거 Mode일 경우 “0”을 연속(Continuous) 트리거 모드일 경우 “0”이 아닌 값을  

리턴한다. 

 

 

Pwm_Enable 
 각각의 PWM 동작을 하도록 한다.  

 

BOOL Pwm_Enable (int nCh)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Return Value: 

함수가 실행이 실패일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Pwm_Disable 
 각각의 PWM 동작을 중지 하도록 한다.  

 

BOOL Pwm_Disable (int nCh)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Return Value: 

함수가 실행이 실패일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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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Pwm 
 각각의 PWM의 출력 동작을 제어한다. 설정 값 범위는 0에서 255이며, 255가 최대 값으로  

최대 밝기가 된다.  

 

BOOL  Set_Pwm (int nCh, int nNum)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nNum : 출력 설정 값  

Return Value: 

함수가 실행이 실패일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Get_Pwm 
 현재 설정된 PWM 동작 값을 읽어온다.  

 

Int  Get_Pwm (int nCh)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Return Value: 

실패의 경우 -1을 성공의 경우 설정된 PWM 값을 리턴한다. 

 

 

Set_Delay 
 각각의 PWM의 출력 지연 동작을 제어한다. 설정 값 범위는 0에서 4194303이며 분해능은  

1uSEC 단위이며 최대 4194303uSEC이다.  

 

BOOL  Set_Delay (int nCh, int nTime)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nTime : 출력 지연 시간 (0- 4194303)  

Return Value: 

함수가 실행이 실패일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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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_Delay 
 현재 설정된 PWM 출력 지연 값을 알아낸다.  

 

Int  Get_Delay (int nCh)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Return Value: 

실패의 경우 -1을 성공의 경우 설정된 출력 지연 값을 리턴한다. 

 

 

Set_Period 
 각각의 PWM의 출력 시간을 제어한다. 설정 값 범위는 0에서 4194303이며 분해능은  

1uSEC 단위이며 최대 4194303uSEC이다.  

 

BOOL  Set_Period (int nCh, int nTime)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nTime : 출력 시간 (0- 4194303)  

Return Value: 

함수가 실행이 실패일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Get_Period 
 현재 설정된 PWM 출력 시간 값을 알아낸다.  

 

Int  Get_Period (int nCh) 

Parameters: 

nCh : PWM 채널 번호 0에서 3번까지  

Return Value: 

실패의 경우 -1을 성공의 경우 설정된 출력 시간 값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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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Dout 
 Digital 출력 값을 설정한다. 각각의 비트가 1일 경우 출력이 ON이 된다. 총 출력은 비트  

0에서 11까지 이다. 

 

BOOL  Set_Dout (int dout) 

Parameters: 

dout : 각 비트로 출력할 값을 설정한다 (예) 0x081(decimal 129) 비트0, 비트7 ON  

Return Value: 

함수가 실행이 실패일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함.  

 

 

Get_Dout 
 현재 설정된 Digital 출력 값을 읽어 온다.  

 

Int  Get_Dout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실패의 경우 -1을 성공의 경우 설정된 Digital 출력 값을 리턴한다. 

 

 

Get_Din 
 현재 설정된 Digital 입력 값을 읽어 온다. 디지털 입력은 총 6개이다. 

 

Int  Get_Din (void) 

Parameters: 없음.  

Return Value: 

실패의 경우 -1을 성공의 경우 Digital 입력 값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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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Board 지원 API 설명 

한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PCI-PWM02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설명한다. 현재 지원하는 API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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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보드 API의 경우 싱글 보드 API에 보드 번호가 추가된 형태이다. 최대 설정 가능한 보드 번

호는 3이다. 

 

예)Parameters: 

nBoard :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 번호를 알려준다.  

보드 번호는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