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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 이름 : MAI-3AXIS-AN V2.0 (3축 가속도 센서)

2. 용 도 : STmicrolelectonics 사의 LIS344ALH를 사용한 3축 가속도 센서 모듈로서
3.3V 레귤레이터가 내장되어 5V 또는 3.3V에서 동작 하며, XYZ out에서 전
압을 출력한다. 

3.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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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사양
1). STmicroelectronics사의 LIS344ALH 를 사용하며 전압으로 출력한다. 
2). 3.3V 레귤레이터를 내장하여 5V 또는 3.3V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다.
3). 사용자가 +/- 2g , +/- 6g Full-scale를 선택할 수 있다
4). F/S, P/D, S/T 핀으로 모듈을 컨트롤 할 수 있다. (Logic Level : 3.3V)
5). F/S, P/D, S/T 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6). 크기 : 18mm X 16 mm , 핀 간격 : 2.54mm (만능기판, 브레드보드 장착가능)

제품 구성
- MAI-3AXIS-AN 모듈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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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핀 설명

5. 외관 및 핀 설명

Y축 전압출력 (수평 시-1.65V 출력 : 변동가능)Y8

X축 전압출력 (수평 시-1.65V 출력 : 변동가능)X9

0V Ground 연결 핀GND5.6

Z축 전압출력 (수평 시-2.31V 출력 : 변동가능) Z7

3.3VPower Down (High: P/D 모드,Low : Normal 모드)  default: NormalPD4

3.3V를 입력하는 핀으로 연결 시 5V(8번)를 연결하면 안됨3.3V10

3.3VSelf Test (High: S/T 모드,Low: Normal 모드)         default: NormalST3

3.3VFull Scale 결정 (High : +/-6g, Low : +/- 2g)        default : +/-2gFS2

4V ~ 7V5V를 입력하는 핀으로 연결 시 3.3V(8번)를 연결하면 안됨5V1

입력전압기능 설명이름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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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듈 크기

7. 동 작

1).F/S는 Full Scale을 결정하는 핀으로 Low일때 +/-2g [660mV/g]의 감도를 갖고 High일
경우 +/-6g [220mV/g]를 갖는다 (단. VCC = 3.3V). 기본값(default)은 Low로써 +/- 2g 
[660mVg] 의 감도로 설정되어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동작상태가 된다.

2).S/T, P/D는 잘 사용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LIS344ALH의 데이터시트를 참조 바란다.
3).ATmega128의 ADC 입력인 Port  F에 X, Y, Z의 출력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4).ADC 핀으로 연결되는 전선이 길어져 Noise가 입력될 경우 RC Filer를 중간에 삽입해도

되며, 이때 저항 값은 100옴 ~ 5K옴 사이가 적당 하다. RC Filter는 ADC핀 가까이 연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