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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 파일. 

kvLap.zip   : for LabVIEW 6.1 

 

이 파일에 첨부된 것은 간략한 readme 파일과 labview

는 vi’s를 사용하려면 readme 파일에 있는 인스톨 지침

나면, vi를 열어서 Labview 제어 도구막대에 있는 "Sele

분이 kvCanVi.llb 를 선택할 수 있는 브라우즈 윈도우가

자가  .lib 에 있는 제어 리스트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대화상자 밑에 있는 list control 을 사용해서 “View All

우리는 Labview 에 있는 context sensitive help 를 사용

다. 또한, 사용자는 CANlib SDK 문서를 참조할 수 있는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open a vi" 라고 말한 것은, starting Labview 를

할 때는, 작은 대화상자가 제시됩니다. 이 대화의 옵션들

분이 New Vi 를 선택하면, Labview는 여러분이 자신의

다. 이 때, 여러분은 Labview 제어 도구막대에 있는 "S

버 vi’s 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Labview 를 완전히, 그리고 자신의 카드에 대

여러분은 윈도우 파일 익스플로러에 있는 .lib 파일을 

시작하게 해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담긴 드라이버와 그

을 열게 합니다. 3 텍스트 노트들이 포함된 윈도우가 이

뉴 아이템 Window->Show Diagram 을 선택하십시오. 

도표를 가져올 것입니다 

KVaser LabView

KVaser LabView CAN Vls 는 Kvaser CAN runtime

구현합니다. 이러한 Vls 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과 똑 같

로 명명되며, “XXX” 는 CAN 라이브러리 함수의 이름입니

 

LabView 에서 
 

er CAN Card 사용하기 

 드라이버 파일입니다. 이 드라이버에 들어있

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인스톨되고 

ct A Control..." 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

 열립니다.  “Open” 을 누르면, 파일 대화상

. 드라이버 파일에 있는 모든 vi’s 를 보려면, 

” 하십시오. Readme 파일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며 전체 드라이버의 Tree 도표를 제공합니

데, 이는 이 드라이버가 이 라이브러리의 랩퍼

 언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labview를 시작

 두 가지는 New Vi 와 Open Vi 입니다. 여러

 측정 시스템을 생성하도록 빈 vi를 열게 됩니

elect A Control" 를 선택해서 KVASER 드라이

한 드라이버와 CANLib SDK 를 인스톨했다면, 

두 번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Labview를 

 드라이버에 포함된 간단한 테스트 프로그램

 드라이버의 Tree 입니다. 이 윈도우의 주 메

그러면 드라이버에 있는 모든 vi’s를 보여주는 

 CAN VIs 

 라이브러리에 대한 LabView 인터페이스를 

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Vls 는 모두 kvCanXXX 

다. 



 

필요 조건 

Vls 는 CANLIB SDK 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CANLIB DLL (CanLib32.dll)에서 정의된 함수들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Vls 가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경로에 있어야만 합니다. 실행 경로는 현재의 작업 

디렉토리로, PATH 환경 변수에서 정의된 디렉토리, 또는 표준 Windows System32 디렉토리 입니다. 

CANLIB SDK 인스톨 프로그램은 DLL 을 표준 윈도우 System32 디렉토리에 복사함으로써  DLL 을 이 

경로에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인스톨 

1. Install LabView  

2. Install the KVaser CANLIB SDK.  

3. Install the KVaser LabView CAN VIs in any directory.  

사용법 

1. Vls 는 임의의 LabView VI 처럼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떤 디렉토리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2. CANLIB SDK 문서에는 이용 가능한 함수들의 목록이 있으며, 사용 예제도 제공합니다.  

3. kvCanTree.vi VI 를 열어보십시오. 여기에는 Vls와 그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4. kvCanTree.vi VI 도표에는 모든 Vls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5. kvCanQuickStart.vi를 보십시오. 이 VI 는 단일 메시지를 CAN 버스에 기록하고 버스에서 단일 

메시지를 읽는 매우 간단한 예제입니다. 

 

※ 첨부 화일을 user.vi 폴더에 복사하면, LabVIEW Functions -> User libraries 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중 맨 오른쪽 하단부에 kvCANtree.vi 를 열면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