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사용설명서 

명  칭 품  번 
고성능 XGB 기본유닛 (통합본) 10310001379 

 
개정 이력 

발행일자 버전이력 개정내용 
2014.08 V1.0 초판발행 

 
대응 버전 

구분 대응 버전 
XG5000 V4.0 이상 

 
 
 
 
 
 
 
 
 
 
 
1. 일반 규격   
 

No 항 목 규  격 관련 규격 
1 사용온도 0℃∼55℃ - 
2 보관온도 -25℃∼70℃ - 
3 사용습도 5∼95%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 
4 보관습도 5∼95%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 

5 내진동  

단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 - 
주파수 가속도 진폭 횟수 

IEC 61131-2 

5≤f< 8.4㎐ - 3.5mm 

X,Y,Z 
각 방향 
10회 

8.4≤f≤150
㎐ 

9.8㎨(1G) - 

연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주파수 가속도 진폭 

5≤f< 8.4㎐ - 1.75mm 
8.4≤f≤150

㎐ 
4.9㎨(0.5G) - 

6 내충격 
• 최대 충격 가속도: 147㎨(15G) ,  
• 인가 시간: 11㎳ 
• 펄스 파형: 정현 반파 펄스 

(X, Y, Z 3방향 각 3회) 

IEC 61131-2 

7 내노이즈 

방형파 
임펄스 
노이즈 

  AC: ±1,500V 
DC: ±900V 

LS산전  
내부시험규

격 기준 

정전기방전 전압: 4 kV(접촉 방전) 
IEC 61131-2, 

IEC 61000-4-2 
방사전자계 

노이즈 
80~ 1000 MHz, 10 V/m 

IEC 61131-2, 
IEC 61000-4-3 

패스트 
트랜지언트 

/버스트 
노이즈 

구분 
전원 
모듈 

디지털/아날로그 
입출력, 

통신 인터페이스 
IEC 61131-2, 

IEC 61000-4-4 
전압 2 kV 1 kV 

8 주위환경 부식 성 가스, 먼지가 없을 것 - 
9 사용고도 2000m 이하 - 

10 오염도 2 이하 - 
11 냉각방식 자연 공랭식 - 

 
 

2. 전원 규격 
 

항 목 규  격 관련 규격 
정격입력전압 AC100V ~ AC240V - 
입력주파수 50/60 Hz - 

입력전류 
1.2A 이하  (AC110V, 최대부하) 

0.6A 이하  (AC220V, 최대부하) 

돌입전류 120Apeak 이하 
264VAC, 최대 부하, 위

상각 90℃ 

출력전압 
전압 

출력전압 

변동범위 
전류 - 

+24V 21.1~26.9V 0.4A - 
 

알아두기  
1) 전원공급기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 4A의 퓨즈가 장착되어 있는 전원 공급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3. 성능 규격 
(1) 공통규격 

항     목 

규      격 

비    고 XBC-

DN32U 

XBC- 

DN32UA 

XBC-

DN32UP 

연산 방식 
반복연산, 정주기 연산, 인터럽트 

연산, 고정주기 스캔 
- 

입출력 제어 방식 

스캔동기 일괄처리 방식  

(리프레시 방식),  

명령어에 의한 다이렉트 방식 
- 

프로그램 언어 
래더 다이어그램  

명령 리스트      
- 

명령어수 
기본 명령 28종 - 
응용 명령 677종 - 

연산처리 속도(기본명령) 60㎱/step -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32Kstep - 
최대 입출력 점수 352점(기본 + 증설10단) - 

데이터 

영역 

P P0000 ~ P2047F(32,768점)  입출력릴레이 

M M0000 ~ M2047F(32,768점) 내부 릴레이 

K K00000 ~ K8191F(131,072점) 킵 릴레이 

L L00000 ~ L4095F (65,536점) 링크 릴레이 

F F000 ~ F2047F (32,768점) 특수 릴레이 

T 
100ms, 10ms, 1ms:  

T000 ~ T2047 (2,048점) 
타이머 

C C000 ~ C2047 (2,048점) 카운터 

S S00.00 ~ S127.99  스텝 릴레이 

D D0000 ~ D19999(20,000워드) 
데이터 레지

스터 

U U00.00 ~ U0A.31 (384워드) 

아날로그 

데이터 

리프레시영역 

Z Z000~Z127 (128워드) - 
N N0000~N8191(10,240워드) - 

파일 

레지스터 
R 

RAM 영역 2블록 (R0 ~ R16,383) 
- 

FLASH 영역 4블록(128Kbyte) 

총 프로그램 수 256개  - 

태 

스 

크 

초기화 태스크 1개 - 
정주기 태스크 최대 16개 - 
외부 접점 태스크 최대 8개 - 
내부 디바이스 

태스크 
최대 16개 - 

고속카운터 태스크 최대 8개 - 
운전 모드 RUN, STOP, DEBUG - 

자기 진단 기능 
연산 지연 감시, 메모리 이상, 

입출력 이상  
- 

프로그램 포트 USB(1Ch) - 
정전 시 데이터 보존방법 기본 파라미터에서 래치 영역 설정 - 

내 

 

장 

 

기 

 

능 

PID 제어기능 

명령어에 의한 제어, 오토 튜닝, 

PWM 출력 기능, 강제 출력,  

연산 스캔 시간 설정, 적분 누적방

지기능, △MV기능, 

SV램프 기능, 정/역 혼합운전, 캐스

케이드(Cascade)  

- 

시리얼 

프로토콜 

XGT 전용 프로토콜 지원 

모드버스 프로토콜 지원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 지원 

LS 버스(인버터 프로토콜) 지원 

내장00 

P2P 1번 

채널 
RS-232C와 RS-485 두 채널 사용 

가능 

이더넷 

전송규격 

• 전송 미디어: 100Base-TX 

• 전송 속도: 100Mbps 

• Auto-MDIX*1 지원 

• IEEE 802.3 표준 지원 

- 

토폴로지 라인, 스타 - 
진단기능 모듈 정보, 서비스 별 상태 - 

프로토콜 
• XGT 전용   • 모드버스 TCP 

• 사용자 정의 
내장01 

P2P 2번 

고속링크 1번 서비스 • P2P  • 고속링크  • 리모트 접속 

데 

이 

터 

로 

깅 

그룹 설정 최대 10 그룹 - 
설정 

데이터 
그룹당 최대 32개 - 

파일 형태 CSV 파일  - 
파일 크기 최대 16MByte - 
SD 메모리  

타입 

SD, SDHC 타입  

(권장 제조사: SanDisk, Transcend) 
- 

메모리  

지원 용량 
최대 16GB - 

파일  

시스템 
FAT32 - 

 

 

내 

 

장 

 

기 

 

능 

고 

속 

카 

운 

터 

기 

능 

성     능 1상: 100㎑(2상: 50㎑) - 
채  널 수 1상 8채널, 2상 4채널 

- 카운터  

모드 

입력 펄스와 가·감산 방식에 따라 4가지

의 카운터 모드 지원 

• 1상 펄스 입력시 가 · 감산 카운터  

• 1상 펄스 입력시 B상 입력에 의한 가 

· 감산 카운터 

• 2상 펄스 입력시 가 · 감산 펄스 입력 

카운터 

• 2상 펄스 입력시 상승 하강 에지 위상 

차에 의해 동작 지정 

부가 기능 

• 내부/외부 프리셋 기능  

• 래치 카운터 기능 

• 비교 출력 기능 

• 단위시간당 회전수 기능 

- 

중량 (g) 571 683 673 - 
소비전류 (mA) 960 1,040 1,330 - 

 
(2) 아날로그형(XBC-DN32UA)성능규격 

항     목 규      격 
비    

고 

내 

 

장 

 

기 

 

능 

아 

날 

로 

그 

 

기 

능 

아 

날 

로 

그 

 

입 

력 

채널수 4채널 (전압/전류 선택가능) 

- 

성능 

입력범위 

전압: 1~5V, 0~5V, 0~10V, -10~10V 

전류: 4~20㎃,0~20㎃ 

입력 범위는 각 채널 별로 사용자 프로그램 

또는 

파라미터에서 설정 후 단자대 배선으로 설정 

입력 임피

던스 
1㏁ 이상(전압 입력),  250Ω (전류 입력) 

분해능 

1/16000 

0.250㎷ (1 ~ 5V) 

0.3125㎷ (0 ~ 5V) 

0.625㎷ (0 ~ 10V) 

1.250㎷ (±10V) 

1.0㎂ (4 ~ 20㎃) 

1.25㎂ (0 ~ 20㎃) 

 

 

정밀도 ±0.2%(상온), ±0.3%(동작온도) 

아 

날 

로 

그 

 

출 

력 

채널수 2채널 (전압/전류 선택가능) 

성능 

출력범위 

전압: 1~5V, 0~5V, 0~10V, -10~10V 

전류: 4~20㎃, 0~20㎃ 

출력 범위는 각 채널 별로 사용자 프로그램 

또는 파라미터에서 설정 

부하저항  전압: 1㏀ 이상, 전류: 600Ω 이하 

분해능 

1/16000  

0.250㎷ (1 ~ 5V) 

0.3125㎷ (0 ~ 5V) 

0.625㎷ (0 ~ 10V) 

1.250㎷ (±10V) 

1.0㎂ (4 ~ 20㎃) 

1.25㎂ (0 ~ 20㎃) 

 

 

정밀도 ±0.2%(상온), ±0.3%(동작온도) 

  
(3) 위치결정형(XBC-DN32UP)성능규격 

항     목 규      격 
비  

고 

내 

 

장 

 

기 

 

능 

위 

치 

결 

정 

기 

능 

기본 

기능 

제어축수: 4축  

제어방식: 위치제어/속도제어, 속도/위치제어, 위치/속도제어   

제어단위: 펄스, ㎜, inch, degree 

위치 결정 데이터: 축당 200개 데이터 선택 

(스텝 번호: 1∼200) 

운전모드: 종료, 계속, 연속운전 

운전방식: 단독, 반복운전 

- 

보간 

기능 
2/3/4축 직선보간, 2축 원호보간, 3축 헬리컬 보간 

위치 

결정 

위치 결정 방식: 엡설루트/인크리멘털 

위치 어드레스 범위: -2,147,483,648∼2,147,483,647 

속도: 최대 2Mpps(설정 속도 범위: 1∼2,000,000pps) 

가/감속 처리 (운전 패턴: 사다리꼴 방식, S커브 방식) 

원점 

복귀 

근사원점신호(Off)와 원점신호에 의한 방법 

근사원점신호(On)와 원점신호에 의한 방법 

근사원점신호에 의한 방법 

상하한과 원점에 의한 방법 

고속원점복귀 

상하한에 의한 방법 

원점에 의한 방법 

수동 

운전 
조그운전, MPG운전, 인칭운전 

엔코더 

입력 
라인드라이브(RS-422A) 1채널(최대 100kpps) 

 
 

 

4.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No 명   칭 용              도 

① 입력,출력 표시용LED ■ 입력, 출력 접점의 On/Off 상태를 표시 

② PADT접속용 커넥터 ■ XG5000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USB 1채널) 

③ 입력 단자대  ■ 실제 입력신호를 입력받는 단자대  

④ 출력 단자대  ■ 실제 출력신호를 출력하는 단자대  

⑤ RUN/STOP 모드스위치 

■ 기본 유닛의 운전모드를 설정합니다.  

• STOP → RUN : 프로그램의 연산 실행. 

• RUN → STOP : 프로그램의 연산 정지. 

(STOP인 경우 리모트 모드변경 가능) 

⑥ 상태 표시LED 

■ 기본 유닛의 동작 상태 

• PWR(적색점등) : 전원이 공급되고 있음을 표시. 

• RUN(녹색점등) : RUN모드로 운전 중을 표시. 

• ERR(적색점멸) : PLC 운전 중 에러 발생을 표시.  

• STATE(적색점멸) : SD카드 장착 시 점등, 에러 

발생 시 점멸 표시.  

• RD/WR(적색점멸) : SD카드 읽기 쓰기 동작을 

표시. 

⑦ SD카드 커넥터 ■ SD 장착  

⑧ 내장 통신 접속 포트  ■ 내장 Enet 통신 접속용 포트 

⑨ 내장 통신 접속 단자대  ■ 내장 RS-232C/485 통신 접속용 단자대  

⑩ 전원 단자대  ■ 전원 공급용 단자대 (AC 100 ~ 240V) 

⑪ 24V 출력 ■ DC 24V  

⑫ 배터리 홀더 ■ 배터리 홀더 (내장) 

⑬ 아날로그 표시용 LED ■ 입력, 출력 접점의 On/Off 상태를 표시 

⑭ 증설 단자대 ■ 아날로그 입력신호 단자대 /위치결정단자대 

⑮ 증설 단자대 ■ 아날로그 출력신호 단자대 /위치결정단자대 

 
5. 입출력 번호의 할당 방법 
(1) 입출력 번호의 할당이란 연산 수행 시 입력부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출력부에 

데이터를 출력 하기 위해 기본 유닛과 각 증설 모듈에 번지를 부여 

 
                       기본 유닛              증설모듈 #1~10 
 

장착모듈 사용가능 대수 비   고 
증설 입출력 모듈 10대 

- 특수 모듈 10대 
통신 모듈 2대 
옵션 모듈 장착불가 

(2) 입출력 번호를 할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구 분 

비    고 
입력  출력 

기본유닛 P0000 ~ P001F P0020 ~ P003F 기본유닛 고정 

내장기능 P0040~P007F 
64점 고정 
(내장아날로그,내장위치결정) 

증설 1단 P0080~P011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증설 2단 P0120 ~ P015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증설 3단 P0160 ~ P019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증설 4단 P0200 ~ P023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증설 5단 P0240 ~ P027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증설 6단 P0280 ~ P031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증설 7단 P0320 ~ P035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증설 8단 P0360 ~ P039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증설 9단 P0400 ~ P043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증설 10단 P0440 ~ P047F 64점 고정(특수/통신 포함) 

-기본 유닛(내장기능 포함)은 128점이 할당되고 기본 유닛을 제외한 모든 모듈은 

64점이 할당됩니다. 

(실제 입출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영역은 내부 릴레이로 사용 가능 합니다.) 
 

 

6. 배선 
(1) 위치결정 단자번호(삼원 ACT 40P 단자대 기준) 

MPG 
B- FP- RP- OV- EMG/

STP DR SVON COM
2

HOME
COM · MPG 

B+ FP- RP- OV- EMG/
STP DR SVON COM

2
HOME
COM ·

MPG 
A+ FP+ RP+ OV+ DOG COM

1
DR 
COM

ARM 
RST

HOME
+5V · MPG 

A+ FP+ RP+ OV+ DOG COM
1

DR 
COM

ARM 
RST

HOME
+5V ·

신호명 모듈공통

AX1 AX1BNM1

· FP- RP- OV- EMG/
STP DR SVON COM

2
HOME
COM · · FP- RP- OV- EMG/

STP DR SVON COM
2

HOME
COM ·

· FP+ RP+ OV+ DOG COM
1

DR 
COM

ARM 
RST

HOME
+5V · · FP+ RP+ OV+ DOG COM

1
DR 
COM

ARM 
RST

HOME
+5V ·

AX2 AX4BNM1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B14 B15 B16 B17 B18 B19 B20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

 
(2) 아날로그 입력 배선 

1) 전압 배선 

CH0+

-

CH1+

-

CH0-CH2+

-

CH3+

-

CH0+

CH1-

CH1+

CH2-

CH2+

CH3-

CH3+

V0+

COM0

V1+

COM1

V2+

COM2

V3+

COM3

DC24V+
DC24V- CB 전원

FG

 
  2) 전류 배선 

CH0+

-

CH1+

-

CH0-CH2+

-

CH3+

-

CH0+

CH1-
CH1+

CH2-
CH2+

CH3-
CH3+

V0+

COM0

V1+

COM1

V2+

COM2

V3+

COM3

DC24V+
DC24V- CB 전원

FG

 
(3) 아날로그 출력 배선 (전압,전류) 

+

-

V0-

V0+

V1-
V1+

I0-
I0+

I1-
I1+

1kΩ 이상

모터 구동 장치 등

DC24V+
DC24V- CB 전원

FG

1kΩ 이상

600Ω 이하

600Ω 이하

+

-

+

-

+

-

CH0

CH1

CH0

CH1

 

 
(4) 입출력 기기 배선 
1) 입력 배선 

외부기기

14Vdc

 
 2) 출력 배선 

외부부하

11/14Vdc

LOAD

LOAD

 
 

7. 외형 치수(㎜) 

 

형명 가로(W) 세로(L) 높이(H) 
XBC-DN32U 150.7 90 65 
XBC-DN32UA 185 90 65 
XBC-DN32UP 185 90 65 

 
8. 보증내용 
(1) 보증 기간 

구입하신 제품의 보증 기간은 제조 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2) 보증 범위 

위의 보증 기간 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교환 또는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 범위에서 
제외하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 사용설명서에 명기된 이외의 부적당한 조건·환경·취급으로 발생한 경우 
(b) 고장의 원인이 당사의 제품 이외의 것으로 발생한 경우 
(c) 당사와 당사가 정한 지정점 이외의 장소에서 개조와 수리를 한 경우 
(d) 제품 본래의 사용 방법이 아닌 경우 
(e) 당사에서 출하 시 과학·기술의 수준에서는 예상이 불가능한 사유에 의한 

경우 
(f) 기타 천재·화재 등 당사 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 

(3) 위의 보증은 PLC 단위체만의 보증을 의미하므로 시스템 구성이나 제품응용 
시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알아두기  

1) 배터리에 의한 데이터 백업 시간은 상온에서 3년 이상입니다. 
2)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정전 시 백업용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제거해도 프로그램 및 정전유지 데이터는 
슈퍼 커패시터에 의해서 30분 정도는 내용이 유지 되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교환해주어야 합니다. 

 

N L
PE

OUTPUT

+ -

- +
+ -

+

-
24Vd.c.

PWR
RUN
ERR

STATE
A/D D/A

+ -

- +
+ -

PWR
RUN
ERR

STATE

•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우)431-848 
 
•구입 문의 
 Automation)서울영업팀 TEL:(02)2034-4620~34 FAX:(02)2034-4622 
 부산영업 TEL:(051)310-6855~60 FAX:(051)310-6851 
 대구영업 TEL:(053)603-7741~7 FAX:(053)603-7788 
 서부영업(광주) TEL:(062)510-1885~91 FAX:(062)526-3262 
 서부영업(대전) TEL:(042)820-4240~42 FAX:(042)820-4298 
 서부영업(전주) TEL:(063)271-4012 FAX:(063)271-2613 
•기술 문의 
 고객상담센터 TEL:(전국)1544-2080 FAX:(041)550-8600 
 동현산전(안양) TEL:(031)479-4785-6 FAX:(031)479-4784 
 네오엔시스(대전) TEL:(042)934-4330~2   FAX:(042)934-4333 
 네오엔시스(천안) TEL:(041)570-6646~7 FAX:(041)570-6648 
 신광ENG(부산) TEL:(051)319-1051 FAX:(051)319-1052 
 에이엔디시스템 TEL:(051)319-4939 FAX:(051)319-4938 
 LS-WILL(구미) TEL:(054)454-7909 FAX:(054)473-3909 
•교육 신청 연락처  
 LS산전 연수원 TEL:(043)268-2631~2 FAX:(043)268-4384 
 서울/경기 교육장 TEL:(031)689-7101 FAX:(031)689-7113 
 부산 교육장 TEL:(051)310-6860 FAX:(051)310-6851 
 대구 교육장 TEL:(053)603-7744 FAX:(053)603-7788 
•A/S 문의 
 고객지원팀 TEL:(031)689-7112  FAX:(031)689-7113 
 천안고객지원 TEL:(041)550-8308~9 FAX:(041)554-3949 
 부산고객지원 TEL:(051)310-6922~3 FAX:(051)310-6851 
 대구고객지원 TEL:(053)603-7751~4 FAX:(053)603-7788 
 TEL:(053)383-2083 FAX:(053)603-7788 
 광주고객지원 TEL:(062)510-1883,92 FAX:(062)526-3262 
 
•서비스 대표 전화(전국 어디서나) 1544-2080, 080-777-2080(수신자부담전화) 
•홈페이지: http://www.lsis.com/ 
 

본 제품의 규격은 품질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전화 문의 바랍니다. 

발행일자: 2014년 8월 
10310001354 Ver 1.0 

LS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고성능 XGB 기본 유닛 

데이터 시트 

- 사용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본 데이터시트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잘 

보관하십시오. 

XBC-DN32U 
XBC-DN32UA 
XBC-DN32UP 

XBC   

 주의 
► 제품의 정격전압과 단자 배열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배선하여 

주십시오. 
화재, 감전사고 또는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 배선 시 단자의 나사를 규정 토크로 단단하게 조여 주십시오. 
단자의 나사가 풀리면 화재와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가연성 물질이 있는 주변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에 직접 진동이 인가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재와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전문 A/S요원 외에는 제품을 분해, 수리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와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사용설명서 와 데이터시트에 명기된 일반 규격의 환경 조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감전, 화재, 오작동 또는 제품 열화의 원인이 됩니다. 

► 출력단에 연결하는 부하는 규정된 정격 이내의 것을 사용하십시오. 
화재, 오작동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과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유독 물질의 발생,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 
► PLC제어반 이외의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FG단자의 접지는 반드시 PLC전용 3종 접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 증설 베이스의 연결시에는 증설 커넥터를 정확하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 모듈의 케이스로부터 PCB를 분리하거나 모듈을 개조하지 말아 주십시오. 
► 모듈의 장착 또는 탈착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주십시오. 
► 휴대전화나 무전기는 제품에서 30㎝ 이상 떨어뜨려 사용해 주십시오. 
► 입출력 신호 및 통신선은 고압선이나 동력선과는 최소 10㎝ 이상 떨어뜨려 

노이즈나 자기장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 가장 좋음 나) 양호 다) 불량 

  기타   PLC   기타   PLC   PLC   기타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 

►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서 설명하는 주의 사항은 고성능 XGB 기본 유닛에 관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PLC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은 고성능 XGB 기본 
유닛 편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주의사항은 ‘경고’와 ‘주의’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험한 상황을 불러 일으켜 
사망 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험한 상황을 불러 일으켜 
중경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 
 

► 제품과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그림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기호입니다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기호입니다 

 
► 사용설명서는 필요 시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보관하여 주시고 반드시 최종 

고객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 시 주의 사항 
►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케이스로부터 PCB를 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배선 시 모듈 상부의 배선 찌꺼기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만약 들어간 경우에는 제거하여 주십시오. 
►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모듈의 탈착을 금하여 주십시오 

 경고 
►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단자대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사고와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 내부의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화재, 감전사고 또는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 배터리는 충전, 분해, 가열, Short, 솔더링 등을 하지 마십시오.. 

발열, 파열, 발화에 의한 부상,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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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Manual 
Name Code 

Ultimate Performance XGB Unit (Integration) 10310001374 
Revision History 

Date Version Updated Information 
2014.08 V1.0 First Edition 

Applicable version 
For system configuration, the following version is necessary. 

Item Applicable version 
XG5000 V4.0 or Higher 

 
 
 
 
 
 
 
 
 
 
 
 
 
1. General Specifications 
 

No Item Specification Standard 
1 Operating 

temperature 0 ~ 55℃ - 

2 Storage 
temperature -25 ~ 70℃ - 

3 Operating 
humidity 5 ~ 95%RH,  non-condensing - 

4 Storage 
humidity 5 ~ 95%RH,  non-condensing - 

5 Vibration 
resistance 

For discontinuous vibration - - 
Frequency Acceleration Amplitude times 

IEC61131-2 

5≤f∠8.4 Hz - 3.5 mm 
10 times 
in each 

direction 
for 

 X, Y, Z  

8.4≤f≤150 Hz 9.8㎨ (1G) - 
For continuous vibration 

Frequency Acceleration Amplitude 
5≤f∠8.4 Hz - 1.75 mm 

8.4≤f≤150 Hz 4.9㎨(0.5G) - 

6 Shocks 
resistance 

• Max. impact acceleration : 147 ㎨ (15G) 
• Authorized time : 11㎳ 
• Pulse wave : Sign half-wave pulse 
 (Each 3 times in X,Y,Z directions) 

IEC61131-2 

7 Noise 
resistance 

Square wave  
Impulse noise 

  AC: ±1,500V 
DC: ±900V 

LSIS 
standard 

Electrostatic 
 discharge Voltage: 4kV (Contact discharge) IEC61131-2 

 IEC61000-4-2 
Radiated 

electromagneti
c field noise 

80 ~ 1,000 MHz, 10 V/m IEC61131-2 
 IEC61000-4-3 

Fast transient 
/burst noise 

Segment 
Power 
supply 
module 

Digital/analog 
input/output 

communication 
interface 

IEC61131-2 
 IEC61000-4-4 

Voltage 2 kV 1 kV 

8 Ambient 
conditions No corrosive gas or dust - 

9 Operating 
height 2000m or less - 

10 Pollution 
degree 2 or less - 

11 Cooling 
type Natural air cooling - 

 
 

2. Power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Standard 
Rated Voltage AC100V ~ AC240V - 

Frequency 50/60 Hz - 

Input current 
1.2A or less  (AC110V, Max load) 
0.6A or less  (AC220V, Max load) 

Max. inrush 
current 

120Apeak or less 
264VAC, Max load, 
Phase 90℃ 

Output 
Voltage 

Voltage 
Output 
Voltage 
range 

Current - 

+24V 21.1~26.9V 0.4A - 
 

Remarks  
1) Use Power Supply with Fuse(4A or less) on it  to protect power supply.  

 
 
 

 
3. Performance Specifications 
(1) CPU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Ref. XBC- 
DN32U 

XBC- 
DN32UA 

XBC- 
DN32UP 

Operation method 
Reiterative operation, fixed cycle 
operation, 
Interrupt operation, constant period scan 

- 

I/O control method 
Scan synchronous batch processing 
(refresh method) 
Direct method by instruction 

- 

Program language Ladder Diagram,  
Instruction List - 

No. of 
instruction 

Basic 28 - 
Application 677 - 

Operation speed  
(Basic instruction) 60㎱/Step - 

Program memory 32Kstep - 

I/O points 352points(main + 10 expansions) - 
- 

Data  
area 

P P0000 ~ P2047F (32,768 points) In/output 
M M0000 ~ M2047F (32,768 points) - 
K K0000 ~ K8191F (131,072 points) - 
L L0000 ~ L4095F (65,536 points) - 
F F0000 ~ F2047F (32,768 points) - 

T 100㎳, 10㎳, 1㎳: T0000 ~ T2047 
(2,048points) Timer 

C C0000 ~ C2047 (2,048 points) Counter 
S S00.00 ~ S127.99 Step relay 
D D0000 ~ D19999 (20,000 words) Data register 

U U0.0 ~ U0A.31 (384 words) Analog data 
refresh 

Z Z000~Z127 (128 words) - 
N N0000~N8191 (10,240words)  

File 
register R RAM: 2 block (R0~R16,383) - 

Flash:4 block (128kbyte) - 
No. of programs Max. 256 - 

Task 

Initialization 1 - 
Fixed 
cycle Max. 16 - 

External 
point  Max. 8 - 

Internal 
device Max. 16 - 

High 
Speed 
counter 

Max 8 - 

Operating mode RUN, STOP, DEBUG - 

Self-diagnosis Delay of operation, abnormal memory, 
abnormal I/O - 

Program port USB 1 channel - 
Data keeping 

method at power 
failure 

Setting latch area at basic parameter - 

B
uilt-in Function 

PID control 

Control by instruction, auto-tunning,  
PWM output, Forced output,  
Operation scan time setting,  
Antiwindup, Delta MV, PV tracking,  
Hybrid operation,  
Cascade operation 

-  

S
erial 

Protocol 
Dedicated protocol,  
Modbus protocol 
User defined protocol ,  
LS bus(inverter protocol)       

Embedded00 
P2P:01 

Channel RS-232C 1 port and RS-485 1 port  

E
thernet 

Transfer 
spec 

Cable: 100Base-TX 
Speed: 100Mbps  
Auto-MDIX 
IEEE 802.3 

- 

Topology Line, star - 
Diagnosis Module information, service condition - 

Protocol 
XGT dedicated 
Modbus TCP/IP 
user define frame 

Embedded01 
P2P:02 

High-speed 
link:01 Service P2P, High Speed link,  

Remote connection 

D
atalog 

Group Max 10 group - 
Data set 32 per group - 

Extension csv file - 
File size Max 16Mbyte - 

SD 
memory 

type 
SD,SDHC type 
(Recommand: SanDisk,Transcend) - 

Memory 
size Max 16GB - 

File 
system FAT32 - 

 
 

 
 

 
 
(2) Analog(XBC-DN32UA) type 

Item Specification Ref 

B
uilt-in Function 

A
nalog input 

Channel 4 channels(Voltage/Current) 

- 

Input range 

Voltage: 1~5V, 0~5V, 0~10V,-10~10V 
Current:4~20mA,0~20mA 
Input range can be set by user program or IO 
parameter. 

Input 
impedance 

1㏁ or more(Voltage input),   
250Ω (Current input) 

Resolution 

1/16000 
0.250mV(1~5V) 
0.3125mV(0~5V) 
0.625mV(0~10V) 
1.250mV(±10V) 

1.0㎂ (4 ~ 20㎃) 
1.25㎂ (0 ~ 20㎃) 
 

Accuracy ±0.2%(when ambient temperature is 25℃) 
±0.3%(when ambient temperature is 25℃) 

A
nalog O

utput 
Channel 2 channels(Voltage/Current) 

Input range 

Voltage: 1~5V, 0~5V, 0~10V,-10~10V 
Current:4~20mA,0~20mA 
Output range can be set by user program or IO 
parameter. 

Output 
impedance 

1㏁ or more(Voltage input),   
600Ω or less (Current input) 

Resolution 

1/16000 
0.250mV(1~5V) 
0.3125mV(0~5V) 
0.625mV(0~10V) 
1.250mV(±10V) 

1.0㎂ (4 ~ 20㎃) 
1.25㎂ (0 ~ 20㎃) 
 

Accuracy 
±0.2%(when ambient temperature is 25℃) 
±0.3%(when ambient temperature is 25℃) 

 
 
(3)Positioning(XBC-DN32UP) type 

Item Specification Ref 

B
uilt-in Function 

P
ositioning 

No. of 
control axis 4axis 

- 

Control 
Method 

Position, Speed, Speed/Position,  
Feed Control 

Control 
Unit Pulse ,mm, inch, degree 

Positioning 
Data 

Each axis can have up to 200 data 
(Step number:1~200) 

Positioning 

Absolute/Incremental method 
Address range: -2,147,483,648~2,147,483,647 
Speed: Max 2Mpps(1~2,000,000pps) 
Acc /Dec process: Trapezoid type, S-type 

Homing 
method 

DOG+HOME(Off),  
DOG+HOME(On), 
Upper limit + HOME,DOG, High speed, 
Upper/Lower limit, HOME 

Manual 
operation 

Jog operation, MPG operation, 
Inching operation 

Encoder 
input 

Line drive(RS-422A) input  
1Channel(Max 100kpps) 

 
 

B
uilt-in Function 

H
igh S

peed C
ounter 

Performance 1-phase : 100㎑ 8 channels 
2-phase : 50㎑ 4 channels - 

Counter 
mode 

4 counter modes are supported based on 
input pulse and INC/DEC method 
• 1 pulse operation Mode : INC/DEC count by 
program  
• 1 pulse operation Mode : INC/DEC count by 
phase B pulse input  
• 2 pulse operation Mode : INC/DEC count by 
input pulse  
• 2 pulse operation Mode : INC/DEC count by 
difference of phase 

- 

Function 
• Internal/external preset • Latch counter 
• Compare output  • No. of rotation per 
unit time 

- 

Weight (g) 571  683  673 - 
Current 

consumption (mA) 960 1,040 1,330 - 

 
4. Parts names and Descriptions 

 
 

 
 

 
No Name Description 
① Input status LED ■ Indicates input status. 

② PADT Connector ■ Connector to connect with XG5000 
• USB 1 channel 

③ Input terminal block ■ Input Terminal Block 
④ Output terminal block ■ Output terminal block 

⑤ RUN/STOP Mode 
switch 

■ Sets the operation mode of main unit. 
• STOP → RUN : Operation execution of program 
• RUN → STOP : Operation stop of program 
(In case of STOP, it can be changed to remote mode) 

⑥ Operation status LED 

■ Indicates the operation status of the main unit 
• PWR(RED ON) : Indicates power status. 
• RUN(GREEN ON) : RUN mode 
• ERR(RED blink) : indicates error 
• STATE(RED blink) : indicates SD card error 
• RD/WR(RED blink) : indicates Read/Write SD card 

⑦ SD card connector SD card attach 

⑧ Built-in Communication 
 Port ■ Port for Ethernet 

⑨ Built-in Communication 
 Terminal block ■ Terminal block for RS-232C/485 communication 

⑩ Power terminal block ■ Terminal block for power (AC 100~240V) 
⑪ 24V Output ■ 24V Output 
⑫ Battery holder ■ Battery holder(Embedded) 
⑬ Analog LED ■ Indicates input, output state 

⑭ Extension terminal 
block ■ Analog input/ Positioning terminal block 

⑮ Extension terminal 
block ■ Analog output/Positioning terminal block 

 
5. I/O Allocation Method 
(1) I/O No. Allocation grants address to unit & module for input/output data 

 
Main unit             Expansion module #1~10 

 

Mounting module No.of module can 
be mounted Ref. 

Expansion I/O module 10 
Total 10 modules can be 

mounted 
Special module (A/D, D/A) 10 

Communication module 2 
Option module None 

 
(2) The following is method of I/O number allocation 

Item Area Ref. Input Output 
Main unit P0000~ 

P001F 
P0020~ 
P003F Fixed 

Built-in Function P0040~P007F 64point fixed 
(Built-in Positioning, Built-in Analog) 

Expansion #1 P0080~P011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Expansion #2 P0120~P015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Expansion #3 P0160~P019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Expansion #4 P0200~P023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Expansion #5 P0240~P027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Expansion #6 P0280~P031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Expansion #7 P0320~P035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Expansion #8 P0360~P039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Expansion #9 P0400~P043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Expansion #10 P0440~P047F 64point fixed(including Special/Comm.) 

. Main unit(includes Built-in Function) is fixed at 128 point and I/O allocation for all  
expansion modules is fixed at 64 points 
(The unused area can be used as internal relay)  

 
6. Wiring 
(1) Positioning terminal block(Based on ACT 40P) 

MPG 
B- FP- RP- OV- EMG/

STP DR SVON COM
2

HOME
COM · MPG 

B+ FP- RP- OV- EMG/
STP DR SVON COM

2
HOME
COM ·

MPG 
A+ FP+ RP+ OV+ DOG COM

1
DR 
COM

ARM 
RST

HOME
+5V · MPG 

A+ FP+ RP+ OV+ DOG COM
1

DR 
COM

ARM 
RST

HOME
+5V ·

Rignal Bommon

AX1 AX1BNM1

· FP- RP- OV- EMG/
STP DR SVON COM

2
HOME
COM · · FP- RP- OV- EMG/

STP DR SVON COM
2

HOME
COM ·

· FP+ RP+ OV+ DOG COM
1

DR 
COM

ARM 
RST

HOME
+5V · · FP+ RP+ OV+ DOG COM

1
DR 
COM

ARM 
RST

HOME
+5V ·

AX2 AX4BNM1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B14 B15 B16 B17 B18 B19 B20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

 
 

(2) Analog input wiring example 
1) Voltage input 

CH0+

-

CH1+

-

CH0-CH2+

-

CH3+

-

CH0+

CH1-

CH1+

CH2-

CH2+

CH3-

CH3+

V0+

COM0

V1+

COM1

V2+

COM2

V3+

COM3

DC24V+
DC24V- DC power

FG

 
 

2) Current input 

CH0+

-

CH1+

-

CH0-CH2+

-

CH3+

-

CH0+

CH1-
CH1+

CH2-
CH2+

CH3-
CH3+

V0+

COM0

V1+

COM1

V2+

COM2

V3+

COM3

DC24V+
DC24V- DC power

FG

 
 

(3) Analog output wiring example(Voltage/Current) 

+

-

V0-

V0+

V1-
V1+

I0-
I0+

I1-
I1+

1kΩ 
or more

DC24V+
DC24V- DC power

FG

1kΩ 
or more

600Ω 
or less

600Ω 
or less

+

-

+

-

+

-

CH0

CH1

CH0

CH1

 

(4) Input/Output wiring example 
1) Input wiring 

External 
Cevice

14Vdc

 
  2) Output wiring 

External
Load

11/14Vdc

LOAD

LOAD

 
 

7. Dimension (㎜) 

 

Item Width Length Height 

XBC-DN32U 150.7 90 65 

XBC-DN32UA 185 90 65 

XBC-DN32UP 185 90 65 
 

8. Warranty 
(1) Warranty period 

LSIS provides an 18-month-warranty from the date of the production. 
(2) Warranty conditions 

For troubles within the warranty period, LSIS will replace the entire PLC or 
repair the troubled parts free of charge except the following cases. 
(a) The troubles caused by improper condition, environment or treatment 

except the instructions of LSIS. 
(b) The troubles caused by external devices. 
(c) The troubles caused by remodeling or repairing based on the user’s own 

discretion. 
(d) The troubles caused by improper usage of the product. 
(e) The troubles caused by the reason which exceeded the expectation from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when LSIS manufactured the product. 
(f) The troubles caused by natural disaster. 

(3) This warranty is limited to the PLC itself only. It is not valid for the whole system 
which the PLC is attached to. 

 
Remarks  
1)  When you try to detach terminal block, detach terminal block cover first 
2)  Data backup time by super capacitor is 3years or above at ambient 

 Without battery data backup time is 3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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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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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constantly endeavors to improve our products so that information in this 
datasheet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he date of issue: 2014. 8 
10310001354 Ver 1.0 

LS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Ultimate Performance XGB Unit 

DATA SHEET 

- When using LSIS equipment, thoroughly read this 
datasheet and associated manuals introduced in this 
datasheet. Also pay careful attention to safety and handle 
the module properly.  

- Store this datasheet in a safe place so that you can take it 
out and read it whenever necessary. 

 

XBC-DN32U 
XBC-DN32UA 
XBC-DN32UP 

XBC   
 

 Caution 
► Be sure to check the rated voltage and terminal arrangement for the 

module before wiring work. 
Risk of electric shock, fire and malfunction. 

► Tighten the screw of terminal block with the specified torque range. 
If the terminal screw is loose, it can cause fire and electric shock. 

► Use the PLC in an environment that meets the general 
specifications contained in this datasheet. 
Risk of electrical shock, fire, erroneous opera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PLC. 

► Be sure that external load does not exceed the rating of output 
module. 
Risk of fire and erroneous operation. 

► Do not use the PLC in the environment of direct vibration 
Risk of electrical shock, fire and erroneous operation. 

► Do not disassemble, repair or modify the PLC. 
Risk of electrical shock, fire and erroneous operation  

► When disposing of PLC and battery, treat it as industrial waste. 
Risk of poisonous pollution or explosion. 

 

   Precautions for use 
► Do not Install other places except PLC controlled place. 
► Make sure that the FG terminal is grounded with class 3 grounding which is 

dedicated to the PLC. Otherwise, it can cause disorder or malfunction of PLC 
 
 
 
 
 
► Connect expansion connector correctly when expansion module is needed. 
► Do not detach PCB from the case of the module and do not modify the module. 
► Turn off power when attaching or detaching module. 
► Cellular phone or walkie-talkie should be farther than 30cm from the PLC. 
► Input signal and communication line should be farther than10cm from a high-

tension and a power line in order not to be affected by noise and magnetic field. 

A) Best B) Good C) Bad 

 Others   PLC  Others   PLC   PLC  Others 

  Safety Precautions 

► Safety Precautions is for using the product safely and correctly in order to prevent 
the accidents and danger, so please go by them. 

► The precautions explained here only apply to this module. For safety precautions 
on the PLC system, refer to User’s manual. 

► The precautions are divided into 2 sections, ‘Warning’ and ‘Caution’. Each of the 
meanings is represented as follows. 
 

   If you violate instructions, it can cause death, fatal injury or a 
   considerable loss of property 
 
   If you violate instructions, it can cause a slight injury or a slight  

loss of products 
 

► The symbols which are indicated in the PLC and User’s Manual mean as follows. 
        This symbol means paying attention because of danger of injury, fire,  

or malfunction 
► This symbol means paying attention because of danger of electric shock. 

Store this datasheet in a safe place so that you can take it out and read  
it whenever necessary. Always forward it to the end user 

 Handling Precautions 

► Don’t drop or make impact. 
► Don’t detach PCB from case. It may cause problem.  
► When wiring, let no foreign material go into the module. If it goes into the module, 

remove it. 
► Don’t detach the module from slot while power is on 

 Warning 
► Do not contact the terminals while the power is applied. 

Risk of electric shock and malfunction. 
► Protect the product from being gone into by foreign metallic matter. 

Risk of fire, electric shock and malfunction. 
► Risk of fire, electric shock and malfunction. 

Risk of injury and fire by explosion and ignition. 

Warning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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