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AK CAN/LIN 드라이버 설치

&

PCAN-Basic API 설치

작성일: 2018.11.06.

수정일: 2021.02.19.



1

1. CAN & LIN 드라이버 설치

제품과 같이 제공되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start.peak-system.com 웹 페이지를 열면 언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1-1

여기서는 English를 선택합니다.

http://start.peak-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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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ownloads”를 선택합니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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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를 선택합니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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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의 OS에 맞는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여기서는 Windows 에서).

최신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Device Driver Setup”을 선택합니다.

그림 1-4

그러면 Downloads 폴더에 PEAK-System_Driver-Setup.zip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의 압축을 풀면 PeakOemDrv.exe 파일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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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OemDrv.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버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1-5

Next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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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ccept the terms in the License Agreement” 를 선택하고 Next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1-7

LIN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 CAN 드라이버만 설치하려면 Next 버튼을 선택합니다.

LIN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LIN device driver”에서 “Will be installed on local hard

drive”를 선택합니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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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installed on local hard drive” 나 “Entire feature will be installed on local hard drive” 는

같습니다. “Entire feature will be unavailable” 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 1-9

Next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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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버튼을 선택합니다. 잠시 후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그림 1-11

Finish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드라이버 설치는 끝났습니다.

기본 폴더로 설치할 경우 CAN과 LIN 드라이버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PCAN-View, PLIN-

View Pro)는 C:\Program Files\PEAK-System\PEAK-Drivers 4\Tools 폴더에 설치됩니다.

그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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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N-Basic API 라이브러리 (PCANBasic.dll), PLIN API 라이브러리 (PLinApi.dll)는

C:\Windows\System32 와 C:\Windows\SysWOW64 폴더에 설치됩니다 (Windows 10 기준).

그림 1-13

그림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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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 드라이버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CAN 드라이버만 설치되어 있고, LIN 드라이버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PeakOemDrv.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림 2-1

Modify 를 선택합니다.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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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그림 2-3

그림 1-8 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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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AN-Basic API 설치

start.peak-system.com 웹 페이지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All Downloads”를 선택한 후

“Development”를 선택합니다.

그림 3-1

http://start.peak-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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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N-Basic API에서 “Download”를 선택합니다.

그림 3-2

그러면 Downloads 폴더에 pcan-basic.zip 파일이 생성됩니다.

PCAN-Basic API를 설치할 폴더에 pcan-basic.zip 의 압축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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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Include 폴더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림 3-4

Samples 폴더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예제는 C#, C++, Delphi, JAVA, Python, VB .net 가

제공됩니다.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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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32 폴더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림 3-6

X64 폴더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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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32 또는 x64 폴더에 있는 PCANBasicExample.exe 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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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IN-API 설치

PLIN-API 의 예제를 설치하려면 그림 3-2 에서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PLIN-API 가 보입니다.

“Download”를 선택합니다.

그림 4-1

그러면 Downloads 폴더에 plin-api.zip 파일이 생성됩니다.

PLIN-API를 설치할 폴더에 plin-api.zip 의 압축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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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Include 폴더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림 4-3

Samples 폴더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예제는 C#, C++, Delphi, Python, VB .net 가 제공됩니다.

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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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폴더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림 4-5

Wind32 폴더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림 4-6

X64 폴더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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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32 또는 x64 폴더에 있는 PLIN-API Example.exe 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그림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