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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Board Level API Functions 

Overview  

BOOL OpenDAQDevice(void) 

BOOL CloseDAQDevice(void) 

 

 

OpenDAQDevice 

BOOL  OpenDAQDevice(void) 

 

시스템에 보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한다. 정상 등록된 보드에 대해서만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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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DAQDevice 

BOOL   CloseDAQDevice(void) 

 

디바이스의 사용 등록을 해지한다. 장치의 사용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해당 함수를 호출하

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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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Note (AN342) 
NET-AIO11 API Programming 

 

             2012 DAQ system, all rights reserved.              http://www.daqsystem.com 

Board Programming API Functions 

Overview  

BOOL ReadyProgLoad(void); 

BOOL  ProgLoad(int nCount, WORD *byBuf); 

BOOL  FlashProgram(void); 

BOOL  FlashErase(void); 

BOOL  FlashEthernetConfig(WORD * data); 

 

 

ReadyProgLoad 

BOOL  ReadyProgLoad(void)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드 시스템 이미지를 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하기 전 데이터 수신 

준비를 명령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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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Load 

BOOL  ProgLoad(int nCount, unsigned char *byBuf)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드 시스템 이미지를 전송한다. 

 

Parameters: 

nCount : 전송할 데이터 바이트 수이다.  

*byBuf : 전송 데이터 버퍼 포인터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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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Program 

BOOL  FlashProgram(void) 

 

수신된 시스템 이미지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을 명령한다. 

 

Parameters: 

nCount : 전송할 데이터 바이트 수이다.  

*byBuf : 전송 데이터 버퍼 포인터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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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shErase 

BOOL  FlashErase(void) 

 

플래시 메모리를 초기화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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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shEthernetConfig 

BOOL  FlashEthernetConfig(WORD * data) 

 

플래시 메모리에 TCP/IP 이더넷 링크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는 보드가 부팅될 때 

적용된다. 

 

Parameters: 

*data : 보드에 적용할 IP, MAC, GateWay, Masking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포인터이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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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Control API Functions 

Overview  

BOOL  SetInterface(int if_type, char* strIP, int portnum); 

BOOL  GetInterface(int * if_type, int *connected); 

BOOL  GetDeviceInfo(WORD *ipaddr, WORD *submask, WORD *gateway, 

WORD *macaddr, WORD *portnum, WORD * firmware); 

 

 

SetInterface 

BOOL  SetInterface(int if_type, char* strIP, int portnum) 

 

시스템에서 보드와 데이터 입출력 하기 위한 USB/Ethernet 인터페이스를 설정한다. 

 

Parameters: 

If_type : 설정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한다. 0 : USB, 1 : Ethernet 

* strip : Ethernet 설정 시 시스템에서 TCP/IP 설정하는 상대방 보드의 IP 주소이다. 

portnum : 시스템에서 TCP/IP 설정에 사용하는 포트 번호이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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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Interface 

BOOL GetInterface(int * if_type, int *connected) 

 

보드와 링크 설정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종류 및 연결 상태를 얻는다. 

 

Parameters: 

* if_type : 설정된 인터페이스 종류를 얻는다.  

0 : USB 

1 : Ethernet 

* connected :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보드 연결 상태를 얻는다.  

0 : 연결되지 않음 

1 : 연결됨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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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DeviceInfo 

BOOL  GetDeviceInfo(WORD *ipaddr, WORD *submask, WORD *gateway, 

WORD *macaddr, WORD *portnum, WORD * firmware); 

 

보드에 설정된 이더넷 설정 정보와 펌 웨어 버전을 얻는다. 

 

Parameters: 

*ipaddr : IP 주소가 저장된다. 

*submask : Sub-net Mask 정보가 저장된다. 

*gateway : 게이트웨이 주소가 저장된다. 

*macaddr : MAC 주소 정보가 저장된다. 

*portnum : TCP/IP 포트 정보가 저장된다. 

*firmware : 펌웨어 버젼 정보가 저장된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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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Analog to Digital Convertor) API Functions 

Overview  

BOOL  SetSamplerate(DWORD sample); 

BOOL  GetAdcDataEX(int *ad_data); 

BOOL  StartGetDataRead( DWORD data_count, DWORD trigger_en,  

DWORD sync_en, DWORD count); 

BOOL  StopGetDataRead(void); 

BOOL  GetPointer( DWORD *rd_ptr, DWORD *wr_ptr, DWORD *rx_data_count, 

DWORD *adc_len); 

BOOL  SetDelayTime(DWORD delay); 

BOOL GetDelayState(DWORD *run_flag, DWORD *mem_end); 

BOOL StartDelayedDataRead(DWORD data_count); 

BOOL StopDelayedDataRead(void); 

 

 

SetSamplerate 

BOOL  SetSamplerate(DWORD sample) 

 

 ADC 데이터 샘플링 레이트를 설정한다. 

 

Parameters: 

sample : 샘플링 레이트 코드를 입력한다. 

0 -> 65,536sps, 1 -> 32,768sps 

샘플링 레이트[sps] = 65,536/(2^설정값)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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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AdcDataEX 

BOOL  GetAdcDataEX(int *ad_data) 

 

 연속모드 ADC 데이터를 읽는다. 

 

Parameters: 

* ad_data : 데이터 버퍼 포인터이다. 저장된 데이터 수는 StartGetDataRead()의 첫 번째 인자 

값과 같다. 

Return Value: 

 StartGetDataRead()의 첫 번째 인자 값 이상의 읽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FALSE”, 그

렇지 않으면 “TRUE”을 리턴한다.  

 

 

StartGetDataRead 

BOOL  StartGetDataRead(DWORD data_count, DWORD trigger_en, DWORD sync_en, 

DWORD count) 

 

 연속모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 

 

Parameters: 

data_count : 한 번에 읽어 올 데이터 수이다. 최대 4,194,034(4M) 까지 지원한다. 

trigger_en : Reserved 

sync_en : Reserved 

count : Reserved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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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GetDataRead 

BOOL  StopGetDataRead(void) 

 

 연속모드 데이터 수집을 중지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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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Pointer 

BOOL  GetPointer(DWORD *rd_ptr, DWORD *wr_ptr, DWORD *rx_data_count,  

DWORD *adc_len); 

 

 데이터 수집 중 수신되는 USB/Ethernet 데이터 수 및 버퍼링되는 메모리 포인터를 확인한다. 

Parameters: 

*rd_ptr : 데이터 버퍼를 응용프로그램에서 읽는 현재의 메모리 포인터이다. 

*wr_ptr : 데이터 버퍼를 쓰는 현재의 메모리 포인터이다. 

*rx_data_count : USB/Ethernet으로부터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 수(바이트) 이다. 

*adc_len : USB/Ethernet으로부터 입력되는 ADC 데이터(16-bit) 수이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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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DelayTime 

BOOL  SetDelayTime(DWORD delay) 

 

 지연 모드의 ADC 데이터 샘플링 전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Parameters: 

delay : 초 단위 지연시간으로 255초까지 설정한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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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DelayState 

BOOL  GetDelayState(DWORD *run_flag, DWORD *mem_end) 

 

 지연 대기 상태를 확인한다. 

대기 시간 동안 기다린 후 데이터 수집을 종료했는지 확인한다. 

 

Parameters: 

*run_flag : 대기 실행 후 524,288개 데이터(32,768sps인 경우 2초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는

지를 알려주는 플레그이다. 진행 중인 경우 TRUE, 종료인 경우 FALSE이다. 

*mem_end : 수집 데이터 개수를 알 수 있는 메모리 포인터이다.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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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DelayedDataRead 

BOOL  StartDelayedDataRead(DWORD data_count) 

 

 지연 모드에서 수집된 AD 데이터를 읽는 명령이다. 

 

Parameters: 

data_count : 보드에서 읽은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읽어 오는 데이터 단위 갯수이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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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elayedDataRead 

BOOL  StopDelayedDataRead(void) 

 

 지연 모드 AD 데이터를 읽기를 중지한다. 

Parameters: 

Return Value: 

함수 호출에 실패할 경우 “FALSE” 성공일 경우 “TRUE”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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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Digital Input/Output) API Functions 

Overview  

BOOL  SetDOUT(DWORD dout_val); 

BOOL  GetDIN(DWORD *din_val); 

 

 

SetDOUT 

BOOL  SetDOUT(DWORD dout_val) 

 

디지탈 출력을 설정한다. 

 

Parameters: 

dout_val : 출력 설정 값으로 8-bit 하위 바이트만 유효하다. 

1이 설정되면 해당 DOUT 핀과 DOUT_COM이 단선(short)된다.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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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DIN 

BOOL  GetDIN (DWORD *din_val) 

 

디지탈 입력 상태를 읽는다. 

 

Parameters: 

*din_val : 입력핀 값으로 하위 8-bit만 유효하다. 

DIN은 1이 읽히면 DIN_COM과 DIN이 루프가 형성되어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다. 

 

bit 31                                                8 7           0 

data Not Use DIN[7:0] 

 

Retur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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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