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XTHA Inc. S/W Module
Win32 API DLL

LXSMWD7

LAXTA Open API for Device
개요
LXSMWD7은 (주)락싸의 USB기반 8채널 뇌파측정기
LXE5208를 PC에서 사용자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서 임의
로 제어 가능하게 하는 win32 API 형식의 DLL 이다. 본
DLL을 사용하여 보드의 모든 기능을 개발자의 메인 프로그
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실기간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USB관련 하드웨어 코드를 DLL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발자는 DLL에서 제공하는 함수와 메시지만으로 장치와
통신이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LXSMWD7에서는 보드와의 통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모든 함수 및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LXSMWD7

DLL 개발 언어: Visual C++ 2010

락싸의 USB기반 뇌파측정기 QEEG-8 을 개발
자가 임의 제어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가능한
DLL

스펙







Real Time Stream Data Acquisition
Variable Sampling Frequency (Hz): 128, 256, 512, 1024
Variable voltage gain : 16 step (x 0.1 ~ x 17)
사용환경 : WindowsXP / Windows7 / Windows 8/8.1, Windows 10.
적용 가능한 장비 – 뇌파측정기 QEEG-8 (모델명 : LXE5208)
플랫폼 : 32비트 / 64비트 모두 지원.

파일구성

파일명

설명

LXSMWD7.DLL

DLL core, 프로젝트의 실행파일이 있는 폴더에 복사한다.

LXSMWD7.H

프로젝트 소스파일 루트에 복사하고 메인 프로그램에서 include 시킨다.

LXSMWD7.LIB

프로젝트 소스파일 루트에 복사하고 프로젝트에 link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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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SMWD7의 전체 작동 방식

PC
User Application Program
1.기본 환경 설정.
1

2.AD변환부 설정.

2,3

7
6

3.AD변환 시작, 종료명령.

LXSMWD7.DLL

4.AD변환 데이터의 PC전송.

5

메모리

스트림 스레드

5.쓰레드가 데이터를 저장
6.쓰레드가 UAP에 Message 전송
7.UAP는 메모리의 값을 읽어옴

1

2,3

5

USB Communication Chip

2,3

PC USB 포트

4

계측장비의 USB 포트

USB Communication Chip
2,3
2

Digital Gain Control Amp.

4

MCU
3

4

AD Converter

…
QEEG-8

Multi Channel Analog Input
그림- 1 . LXSMWD7의 전체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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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LL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메인 프로그램에서 장비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체 작동상황을 그림-1 에 보이고 있으며,
아래 표-1 에 세부설명을 보이고 있다.
표- 1. LXSMWD7의 기능별 설명 및 관련 DLL 함수.
기능

설명

관련DLL함수

1. 기본환경설정

컴퓨터에 장착된 USB 장치를 찾고, 여러 개의 USB 장치

Init_Device

중에서 원하는 장치의 핸들을 잡든지 혹은 해제 하는 과정.

Close_Device

장비의 AD변환부의 최대 채널수 설정, 샘플링 주파수 설정,

Set_ADCMaxNumChannel

프로그래머블 게인 앰프의 이득 설정 및 데이터를 전송 받

Set_SampleFreqency

을 채널을 선택한다..

Set_PGA

2. AD변환부 설정

Set_ConfigChannel
3. AD변환시작, 종료

장비의 AD변환기의 작동을 On Off하는 것이다. AD변환을

Start_Stream

ON 시키면 장비측의 AD변환기가 작동됨과 동시에 PC로 데

Stop_Stream

이터를 전송하게 되며, DLL에서는 전송되어 오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인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한 스레드가 생성된다. 종료 명령에 의해 장비의 AD변환과
정이 중지되고 동시에 스레드도 소멸된다.
4.AD변환데이터의 PC

장비에서 변환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PC의 로레벨 버퍼로

함수 없음.

전송

저장되는 과정이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개입될 수 없고 자

장비와 PC가 자동으로 처리함.

동으로 진행된다.
5.스레드가

데이터를

저장

AD변환이 시작되어 DLL에서 생성된 스레드는 연속적으로

함수 없음.

PC로 전송되어 오는 AD변환데이터를 지정된 메모리로 저장

DLL내부에서 자동 처리됨.

하게 된다.
6. 스레드가 UAP에 메

단계5에서 지정된 메모리가 전부 채워지면 스레드 내에서

메시지 발생..

시지 전송

메인 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DLL에서

WM_AcqUnitData

가

WM_USER+1로 정의 되어 있다.
7. UAP는 메모리의 값

단계6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메시지를 받은 메인프로그

함수 없음.

을 읽음.

램은 메시지를 받은 즉시 해당 메모리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사용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DLL에서 전

가져가야 한다.

송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Callback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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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데이터 처리방법.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DLL에서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된다. DLL의 Start_Stream명령이 수행
되면, 장치로 AD변환 및 데이터 전송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어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PC로 전송되게 된다. 한편, DLL에서는 장치에
서 연속적으로 PC로 수신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감시하고 이후 처리하기 위하여 스트림 처리용 스레드가 생성되게 된다. 스레드
의 역할은 입력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스트림 메모리에 저장하고 스트림 메모리가 전부 채워지면 부모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전송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동작이 무한히 반복되게 된다.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Start_Stream 명령을 내린 이후에는 메시지 처리 루
틴에서 모든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면 된다. 즉,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림 메시지가 수수 될 때마다

스트림 메모리의 데이터

를 가져와서 디스플레이 등의 사용자 처리를 하면 된다.

2 스트림 처리 전용

Start_Stream();

thread 생성

1 데이터 전송시작

메시지발생

하라는 명령 전송
PC에 연결된

Stream Thread

H/W장치

1 데이터 전송 종료

스트림메모리

하라는 명령 전송
Stop_Stream();

2 스트림 처리 전용
thread 소멸

그림- 2.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레드의 역할

스트림 메시지
DLL의 스트림 처리 루린에서 발생하게 되는 스트림 메시지는 DLL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에 의하여 발생된다.
SendMessage(MSGTARGET_WINDOW,WM_AcqUnitData,0,(LPARAM)AcqUnitData);
여기서 MSGTARGET_WINDOW 는 Init_Device함수의 인자로 전달된 메시지 타겟 윈도우의 핸들이며, WM_AcqUnitData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define WM_AcqUnitData

WM_USER+1

SendMessage의 마지막 인자인 (LPARAM)AcqUnitData 는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스트림 메모리인 AcqUnitData 의 포인트를
부모프로그램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LAXTHA Inc. http://www.laxt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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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메모리
 데이터 저장 형식

DLL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스트림 메모리는 float형으로 선언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모리의 앞부분부터 ch1,ch2,ch3,…,최대채널, 마킹용 채널 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채널마다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
가 저장되어 있다.

스트림 메모리 : float 형으로 선언되어 있다.
Ch1

123

Ch2

Ch3

………………..

…

N

…

…

최대채널

마킹채널

각각의 채널별로 모두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그림-3. 스트림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된 형식.
한 채널당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수는 최대채널의 설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값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채널당 데이터수 = 512/
최대채널수 로 결정된다. 1채널부터 64채널까지 각각의 경우에 데이터 수는 다음 표-2 와 같다. 뇌파측정기 LXE5208같은경우
최대채널수가 8이므로 한채널당 64개의 샘플링 데이터가 들어있게 된다.

표- 2 최대 채널수에 대응하는 채널당 데이터 수 및 가능한 최대 샘플링 주파수
최대 채널수

스트림메모리의

가능한 최대 샘플링주파수

한 채널당 데이터 수
2

256

8192 Hz

8

64

2048 Hz

4
16
32

128
32
16

4096 Hz

1024 Hz
512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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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킹채널이란?

스트림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보면 AD변환된 아날로그 신호 외에 마킹채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
며 장치에 하드웨어적으로 스위치 또는 5V 로직 구동회로를 연결하여 특정임의 사건의 시점 정보를 같이 전송하기 위한 용도이

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AD변환하여 채널 순서대로 스트림 메모리에 기록하고 항상 마지
막에는 스위치가 연결된 디지털 신호 입력부에서 값을 받아서 스트림 메모리의 마지막 부분에 스위치의 상태를 기록하게 된다.

스트림 메모리

CH1
CH2

다채널

아날로그

신호

입력부(AD변환)

CHN

스위치

디지털 신호 입력부

또는 5V로직

 스트림 메모리에 저장된 값의 범위 및 단위.
아날로그 신호
스트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AD변환된 값은 항상 –1.25 에서 +1.25 사이의 값을 갖는다. 단위는 볼트(V) 이다. –1.25에서
+1.25는 PGA의 게인 값을 변경한 경우에도 값의 한계치는 변하지 않는다. 즉, 다음 그림-3 과 같은 입력 시스템에서 스트림 메
모리에 저장되는 값은 ADC입력단의 값이다.

ADC

Amp.

PGA. 16 step Gain

입력범위

Fixed Gain

(x 0 ~ x 17)

-1.25V~1.25V

그림- 3. 아날로그 신호 흐름 체계
스위치 신호(로직신호)
스위치가 OFF된 상태를 1로 기록하며, ON상태는 0으로 기록된다. 로직입력을 시킨 경우에는 입력신호의 로직상태를 반전없이 그
대로 표현한다.
LAXTHA Inc. http://www.laxt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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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메시지 처리 코딩 방법.

앞에서 설명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Visual C++ 2010을 예로 view class에서 코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명
한다. 본 설명은 Visual C++ 에서의 일반적인 “사용자 정의메시지” 수신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

 단 계 1. me ssa ge_ma p에 수 동 으 로 “ 사 용 자 정 의 메 시 지 ” 추 가 한 다 .

위와 같이 메시지 처리부를 수동 설정하여,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WM_AcqUnitData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OnStreamData라는 함
수를 실행하라는 설정을 하는것이다. WM_AcqUnitData는 LXSMWD7.h에 이미 선언되어 있다. 한편, OnStreamData는 우리가 선
언하고 정의해야 할 함수 있다. 다음 단계2.

 단 계 2. 메 시 지 를 처 리 할 함 수 를 선 언 하 고 정 의 한 다 .
…View.h에 메시지 처리 함수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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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view.cpp에서 함수를 정의한다.

이제 위 함수 내에서 원하는 코딩을 하면 된다. 본 예제에서는 파형 디스플레이 루틴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스트림
메모리로 접근하는 방법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DLL에서 메시지가 전송될 때 인자로써 스트림 메모리의 포인터가 전송되고 있
으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lParam으로 받아야 한다. 위 예제에서 (float *) (lParam) 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메시지 처리부의 주의사항.
위 매시지 처리 함수는 DLL에서 메시지가 발생할 때 마다(그림 –2참조 ) 자동으로 호출되는 부분이다. 실시간 처리를 위한 코드
작성과정에서 가장 주의 해야 하는 부분이다. 즉, 메시지 처리 루틴에는 처리속도가 느린 것을 수행시키면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즉, 다음 메시지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메시지 발생 주기는 최대 채널수 및 샘플링 주
파수 설정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다음 표는 최대 채널 8로 한 경우, 샘플링 주파수 별로 메시지 발생 시 간격을 보이고 있다.

샘플링 주파수

메시지 발생 시간격 (초)

32Hz

2

64Hz

1

128Hz

0.5

256Hz

0.25

512Hz

0.125

1024Hz

0.0625

예로, 512Hz로 샘플링 한다면 다음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 까지는 0.125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이 시간동안 스트림 메모
리에 접근하여 채널 당 64개(총 8 x 64 의 float 형 데이터개수)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0.125초 이내에 파형 디스플레이라든지 혹
은 별도의 사용자 메모리에 데이터 이전 작업을 끝내야만 한다. 이것은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일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오는 데이터를 일단 지정 메모리에 모아두고
LAXTHA Inc. http://www.laxt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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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Stop_Stream명령을 내려 DLL의 AD변환을 종료 시키고 나서 이후 계산을 해야만 한다. 계산 종료 후 다시 Start_Stream 명
령을 내려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
메시지 발생 시 간격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최대 채널수와 샘플링 주파수 2 가지이다. 이 2가지 인자에 의하여 메시지 발생 시간
격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식에서 샘플링 주파수는 Hz단위이다.

메시지 발생시간격(초) = (512/최대채널수) x (1/샘플링 주파수)

“사용자 정의 메시지” 지원되지 않는 개발 툴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정의메시지”를 쉽게 활용 가능한 Visual C++등의 개발환경에서는 앞의 설명대로 DLL에서 전송되는 메시지 수신처리부 구

현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실시간 확보가능하나, LabView, MatLab 등의 툴에서는 “사용자 정의 메시지” 처리가 아예 지원되지 않든

지 혹은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툴에서는 DLL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스트림메시지 전송시 “사용자
정의메시지”가 아닌 “키보드 이벤트” 를 발생시키도록 설정하여, 스트림메시지 수신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통보 받을 수 있다.
본 방식은 최소한 매트랩이나 랩뷰 등에서 “키보드 이벤트 처리” 는 가능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단계1.
개발툴에서 DLL 내의 스트림 메모리 주소를 먼저 확보한다.
방법 : DLL 제공함수 Get_StreamMemory 혹은 Get_StreamMemoryFP 호출하여 스트림 배열의 주소값 확보가능. DLL 로딩후 1회
만 호출하면 됨.
단계2.
실시산 스트림 통지를 키보드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한다.
방법 : DLL 제공함수 Set_MessageMode(1) 을 호출하다. 인자에 1설정하고 본 함수 호출하면 DLL 에서 스트림 메모리에 데이터
확보된 경우 키보드중 + 가 눌러진 이벤트를 프로그램측으로 전송하게 된다.
단계3.
개발툴에서 “+ 키누름 “ 이벤트 처리기를 구현한다.
방법 : 개발툴( 매트랩, 랩뷰등)에서 제공되는 방법을 이용.
단계4.
상기 단계3에서의 구현된 “+ 키누름 “ 이벤트 처리기 내에서 스트림 데이터 확보하고 활용한다.
방법 : 스트림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배열의 주소는 상기 단계1에서 확보한 것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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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리스트
 전체 함수 리스트
LXSMWD7은 하드웨어 관련된 모든 복잡성을 DLL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다음 표-3 과 같이 단 8개의 함수 만으로 장
치와 통신 가능하다.
표- 3 전체 함수 리스트 – 코아.
Function

개요

short Init_Device(HWND msgtarget_window,int pid);

DLL 초기화 및 DLL에서 발생한 메시지를 받을 메인 프로그램
의 핸들과 PC에 장착된 장치의 고유ID를 전달한다.

short Start_Stream();

장치의 AD변환부를 작동시키는 명령이다.

short Stop_Stream();

장치의 AD변환을 종료하라는 명령이다.

short Close_Device();

장치의 디바이스 핸들을 놓아주고, 설정하였던 메모리를 모두
해제 한다.

short Set_ADCMaxNumChannel
(unsigned char

AD변환할 최대 채널 수를 지정한다. 1,2,4,8,16,32가능.

maxnum_channel);

short Set_SampleFreq(unsigned char samplefreq_idx);

장치의 샘플링 주파수를 설정한다.

short Set_PGA(unsigned char gain_idx);

장치에 내장된 PGA(Programmable Gain amp)의 게인값을 변
경한다. 전채널 동일한 전압이득으로 값을 설정한다.

short

Set_ConfigChannel

데이터를 받을 채널을 선택한다. 기본설정은 전부 선택이다.

(unsigned char *Is_Select_Channel);

보조함수.
Function

개요

short Set_MessageMode(unsigned char keybd);

DLL이 앱으로 스트림 통보시 키보드 + 키다운 이벤트 로 전송하게 하려면
본함수 호출하면서 인자에 1을 입력. 호출하지 않은 경우 혹은 본 함수 인자

unsigned long Get_StreamMemory();
float * Get_StreamMemoryFP();

에 0을 기록하여 호출하면 “사용자 정의 메시지”로 스트림 통보됨.
스트림메모리(1차원 실수형배열)의 주소를 unsigned llong 타입으로 반환함.
스트림메모리(1차원 실수형배열)의 주소를 float* 타입으로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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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호출순서
전체적인 함수의 호출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가장 주의할 것은 Init_Device이후에 가장 먼저 Set_ADCMaxNumChannel을 호
출하여 자신이 원하는 최대 채널을 설정하여야만 하고, 최대 채널 수 변경한 후에는 반드시 Set_SampleFreq를 호출하여 샘플링
주파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명령 들 중에서 장비에 내장된 MCU와 통신 완료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함
수들인 Set_ADCMaxNumChannel, Set_SampleFrequency, Set_PGA 함수는 함수 호출이후 메인프로그램에서 0.1초 이내에는 다
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요구된다.
Init_Device

함수 호출 후

Set_ADCMaxNumChannel

0.1초 대기 필요
함수 호출 후

Set_SampleFrequency

0.1초 대기 필요
함수 호출 후
0.1초 대기 필요

Set_PGA
Set_ConfigChannel
위 두 함수는 순서무관.

예

설정변경?

Start_Stream

아니오
Stop_Stream

수집종료?
아니오
예
Close_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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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별 상세설명
설명 규칙.
각각의 함수별로 모두 동일하게 다음의 설명방식을 따르고 있다.

함수명,
 함수선언
short Init_Device(HWND msgtarget_window,int pid);
 설명
함수사용을 위한 설명이 제시된다.

 인자


-

함수에서 인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입출력 값 전달 방법을 설명한다.

 호출시점
함수 호출시점을 설명한다.
 리턴값 및 에러


리턴값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함수 공통적으로 음수가 반환 경우 모두 에러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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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_Device
 함수선언
short Init_Device(HWND msgtarget_window,int pid);
 설명
DLL 초기화 및 DLL에서 발생한 메시지를 받을 메인 프로그램의 핸들을 전달하고, 장치의 고유 Id를 인수로 전달한다.
DLL초기화 과정에서 PC에 연결된 USB장치 중에서 인수로 전달된 장치의 고유 ID에 해당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하여 장치의 핸들을 확보한다. 이 함수는 장치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한번 호출되고

Close_Device 전에는 중복 호출할 수 없다. 장치의 고유 ID는 제품별로 다르게 할당되어 있다. 제품별 고유 ID는 표-4에 제시되
어 있다.

 인자

HWND msgtarget_window



int pid




I/O : 입력

설명: LXSMWD7에서 발생하는 스트림 메시지를 받을 윈도우 핸들을 전달한다.
I/O : 입력

설명 : 장치의 고유 식벌자를 입력한다. PC에 장착된 USB 장치 중에서 본 식별자를 이용하여 해당 장치를 찾는다. 다
음 페이지의 표-4에 제품모델별 고유 ID를 보이고 있다.

 호출시점

메인 프로그램 실행 후 처음 한번만 호출하고 그 다음 호출은 Close_Device를 호출하고 난 후
에 가능하다. Close_Device 호출 전 중복호출 불가능.

 리턴값 및 에러



1 : 초기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는 에러 상황이며 다음과 같다.


-1 : PC에 장착된 장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3 : 초기화 함수 내부적으로 장치 핸들 확보 성공하면 장치로 명령을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치로의 명령전



-2 : 이미 1번 호출되어 성공적으로 초기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Close_Device 호출 전에 중복 호출된 경우.

달 오류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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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품별 고유ID.
제품모델명
LXE5208

고유 ID (pi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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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_Stream
 함수선언
short Start_Stream();

 설명

장치의 AD변환부를 작동시키는 명령이다. 이 명령이 수행되면 장치는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PC로 전송하여 PC의 로레벨 버퍼로

데이타가 전송된다. 한편, 본 DLL 에서는 연속적으로 PC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감시하고 메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스레드가 생성된다. 스레드의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2 이다.

본 함수가 호출되면 DLL 내부적으로 1 개의

쓰레드가 생성되어 장비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트림 메모리에 저장한다. 스트림 메모리가 전부 채워지면, 메인 프로그램은
스트림 메모리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전부 가져가야 한다. 메인 프로그램이 언제 데이터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하여 스레
드는 스트림 메모리가 채워진 시점마다 메시지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즉, 메인 프로그램은 스레드에서 전송되어 오는 메
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호출시점

Init_Device - Set_ADCMaxNumChannel 호출이후, 중복 호출 불가능. Stop_Stream과는 교번식 호출은 제한 없음.

 인자
없음.

 리턴값 및 에러



1 : 정상 작동된 경우.

0 보다 작은 경우 에러


-1 : Init_Device호출되기 전에 이 함수 호출한 경우.



-3 : 장치로 스트림데이터 전송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2 : 이미 이 함수 호출되어 스트림 처리 쓰레드가 수행 중인 경우.
-4 : 현재 설정된 최대 채널 수에서 지원되지 않는 높은 샘플링 주파수로 데이터 수집을 하려고 할 때 발생. 표2를 참조하여 낮은 값으로 재설정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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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Stream
 함수선언

short Stop_Stream();

 설명

장치의 AD변환을 종료하라는 명령이다.

DLL 내부적으로는 Start_Stream에서 만들어졌던 쓰레드를 종료시킨다. 더 이상 메시지가 부모프로그램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호출시점

Init_Device호출되고 난 후면 중복 호출되어도 안전하다.

 인자
없음.

 리턴값 및 에러



1 에러가 없는 경우.

0 보다 작은 경우는 에러 상황



-1: Init_Device호출되기 전에 이 함수 호출한 경우.

-3: 장치로 스트림 데이터 전송 중지명령이 보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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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_Device
 함수선언

short Close_Device();

 설명

장치의 디바이스 핸들을 놓아주고, 설정하였던 메모리를 모두 해제 한다. 만일 Start_Stream이 호출되어 내부적으로 스트림 스

레드 작동 중에 이 함수가 호출되면, Close_Device 함수 내부적으로 Stop_Stream 함수가 호출되어 스레드를 종료 시키고 장치
를 해제 시킨다.

 호출시점

Init_Device 호출 성공 후.

 인자
없음

 리턴값 및 에러



1 : 정상 수행되었음.

0보다 작은 경우는 에러 상황



-1 : Init_Device호출되기 전에 이 함수 호출한 경우.

-3 : Start_Stream 함수가 정상 호출되어 DLL내부적으로 스레드 작동 중에 이 함수가 호출되면 내부적으로
Stop_Stream이 호출되는데 Stop_Stream수행 중 장치로 명령 전송이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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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ADCMaxNumChannel
 함수선언
short Set_ADCMaxNumChannel(unsigned_char maxnum_channel);

 설명

장치의 AD변환부에 인가하는 최대 아날로그 채널 수를 지정한다. Pc에 연결된 장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값을 설정한다.
Maxnum_channel

제품모델명
LXE5208

8

 호출시점

Init_Device가 호출되고 난 이후 항상 이 함수를 이용하여 채널 설정부터 해야한다. 중복 호출 가능. Start_Stream 수행 중에는
호출 불가능. 이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는 통상 샘플링 주파수를 재설정해야 한다. 예로 최대 채널 2, 샘플링 주파수 4096Hz로
설정된 상태에서 데이터 수집하다가 최대 채널 32로 변경하여 Start_Stream을 시도하면 샘플링 주파수 4096 Hz로 시도하게
된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 상황이며, 최대 채널 32인 경우 최대 샘플링 주파수는 512Hz이므로 (표-2 참조) 이 값보다는 작게 설
정 하여야 한다.

 인자

unsigned_char maxnum_channel



I/O : 입력

설명 : 최대 채널수를 지정한다. 8,16,32 중의 한 값만 가능하다.

 리턴값 및 에러


0 보다 큰 경우 : 정상 처리되었다. 반환되는 값은 현재 설정된 최대 채널수인 경우 각 채널당 스트림메모리에 저장된



0 보다 작은 경우 에러

데이터 수가 반환된다. 예 : 32채널인 경우 16이 반환된다. 표-2 참조.


-1 : Init_Device호출되기 전에 이 함수 호출한 경우.



-3 : 장치로 명령 전달 실패한 경우.




-2 : 스트림 처리 쓰레드가 수행 중인 경우.

-10 : 전달된 최대 채널수가 1,2,4,8,16,32,64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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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SampleFrequency
 함수선언
short Set_SampleFreq(unsigned char samplefreq_idx);

 설명
샘플링 주파수를 설정한다.

 호출시점

Init_Device 성공 후

 인자
unsigned char samplefreq_idx



I/O - 입력

값설정방법 : 샘플링 주파수 = 2^samplefreq_idx , 예: 512 Hz로 설정하고 싶은 경우 samplefreq_idx에는 9를 입력한
다.



가능한 값 : 0과 14사이의 정수 예 : 7(128Hz 로 설정),8(256Hz로 설정),9(512Hz로 설정), 10(1024Hz), 14(16384Hz)

 리턴값 및 에러



1: 정상 수행되었음.

0보다 작은 경우 에러.


-1 : Init_Device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함수 호출되었다.



-4 : 현재 설정된 최대 채널 수에서 지원되지 않는 높은 샘플링 주파수로 데이터 수집을 하려고 할 때 발생. 표-





-3 : 장치로 명령전달 실패.

2를 참조하여 낮은 값으로 재설정 해야 한다.
-10 : 인자로 전달된 값의 범위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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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PGA
 함수선언
short Set_PGA(unsigned char gain_idx)

 설명

전채널 모두 동일한 전압이득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이다. 장치에 내장된 PGA(Programmable Gain amp)의 게인값
을 변경한다. gain_idx의 값으로 PGA의 전압이득을 설정한다. Gain_idx에 따른 전압이득의 대응관계는 표 5에서 보이고 있다.

 호출시점

Init_Device 성공 후

 인자
unsigned char gain_idx



I/O - 입력
값의 범위 : 0 ~ 15.

 리턴값 및 에러



1: 정상 수행되었음.

0보다 작은 경우 에러다. 에러의 내용은 다음.


-1 : Init_Device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함수 호출되었다.



-10 : 인자로 전달된 값의 범위 오류.



-3 : 장치로 명령전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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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ain_idx별 PGA의 전압이득표.

Gain_idx

PGA Gain

1

0.2

0
2
3
4
5
6
7
8
9

0.1
0.4
0.7
1.0

1.36
1.70
2.55
3.40
4.25

10

5.67

12

8.50

11
13
14
15

6.80
10.20
11.90
17.00

LAXTHA Inc. http://www.laxtha.com

Document ID LXTDDS-LXSMWD7-DRV2
25/29 page

LXSMWD7

LAXTHA Inc. S/W Module. Win32 API DLL

Set_ConfigChannel
 함수선언
short Set_ConfigChannel(unsigned char * Is_Select_Channel);
 설명
데이터를 수집할 채널을 설정한다. 인자

Is_Select_Channel 로 전달하는 배열의 값이 1이면 해당채널 선택, 0이

면 제외시킨다. 본 함수 호출하지 않으면 모든 채널이 선택된 것으로 설정된다.
배열의 인덱스 0 이 채널1을 의미함을 주의해야 한다. 예로 ch3, ch6만 데이터를 받고 나머지는 받고
싶지 않은 경우 Is_Select_Channel[2]=1; Is_Select_Channel[5]=1; Is_Select_Channel[32]=1; (마킹채
널도 선택 가능하게 되어 있다.)로 설정하고 나머지 배열값은 모두 0으로 하여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된
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채널을 선택한 상황에 따라서 스트림 메모리(그림-3)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순서가 변경된다
는 것이다. Ch3, ch6만을 선택하였다면 스트림메모리에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저장된다.

스트림 메모리 : 데이터 저장순서가 변경된다.
Ch3

Ch6

마킹채널

무의미

무의미

무의미

…

무의미

 호출시점

Start_Stream 이 수행되지 않을 때.

 인자
unsigned char * Is_Select_Channel


I/O : 입력

 리턴값 및 에러



1: 정상 수행되었음.

0보다 작은 경우 에러다. 에러의 내용은 다음.


-2 : 스트림 처리 쓰레드가 수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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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MessageMode
 함수선언

short Set_MessageMode(unsigned char keybd);

 설명
DLL에서 앱측으로 스트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야 할 시점에 통보 수단으로 아래 2가지 방식이 가능하며 본 함수로 선
택가능하다. 응용프로그램 개발 툴 중에 “사용자정의 메시지” 개념이 없고, 일반 키보드 이벤트 처리는 가능한 툴에서는 본 함수
이용하여 DLL로 하여금 스트림 통지시 +키누름 이벤트 통보하도록 한다.
1.
2.

“사용자 정의 메시지” 로 통보. 함수 인자에 0을 기록하여 호출한 경우.
“+ 키누름” 이벤트 통보 . 함수 인자에 1을 기록하여 호출한 경우.

 호출시점

Start_Stream 이 수행되지 않을 때.

 인자

unsigned char keybd



I/O : 입력

0 : “사용자정의메시지” 로 스트림 통지함. 1 : “+ 키누름” 이벤트로 스트림 통지함.

 리턴값 및 에러



1: 정상 수행되었음.

0보다 작은 경우 에러.



-1 : Init_Device 호출전.

-2 : 스트림 처리 쓰레드가 수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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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_StreamMemory
 함수선언

unsigned long Get_StreamMemory();

 설명


스트림 메모리(실수형배열) 의 첫 주소를 unsigned long 타입으로 반환.

 호출시점
임의 시점.

 리턴값


스트림 메모리(실수형배열) 의 첫 주소를 unsigned long 타입으로 반환.

Get_StreamMemoryFP
 함수선언

float * Get_StreamMemoryFP();

 설명
스트림 메모리(실수형배열) 의 주소를 float * 타입으로 반환.

 호출시점
임의 시점.

 리턴값


스트림 메모리(실수형배열) 의 첫 주소를 float * 타입으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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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is Believing”
락싸는 정밀계측H/W, 신호처리 S/W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락싸는 전산화된 실시간 생체계측장비,분석S/W를 제공합니다.
락싸는 인체 대상의 연구,임상분야에 최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AXTHA Inc.
Advanced Scientific Instruments H/W & S/W

www.laxtha.com

general@laxt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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