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Overview 2018

Festo 제품군 온라인 + 오프라인에서 상시 확인 가능!
완벽한 솔루션을 바로 검색 –
Festo 온라인 숍  www.festo.com 또는 디지털 제품 카탈로그(DVD)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Festo 온라인 숍
 www.festo.com
• 온라인의 장점: 실시간 업데이트, 더 많은 엔지니어링 도구, 예비 부품
카탈로그 및 Festo 지원 포털
• 간편하고 확실한 제품 선택
•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가격 및 배송 시간
• 빠른 주문 - 즉시 확인
• 신뢰할 수 있는 일정 관리 - 전체 배송 일자와 주문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숍에서 주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문 조회 및 배송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빠른 데이터 교환 – 온라인 숍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동료/고객/
공급업체와 장바구니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오류 없는 조달 – 구매자에게 부품 목록을 CSV 파일로 제공합니다.
• 간편한 편집 – 주문 확인서, 거래 명세서 및 청구서를 편리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재주문 -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전에 주문한 물품을 다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향상된 구조와 투명성 - Festo의 무료 Label Designer를 이용하여 재고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고 물품의 최적 주문량 같은 세부 정보와
제품 사진이 포함됩니다.
Festo 온라인 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www.festo.com/ols

DVD에 수록된 디지털 제품 카탈로그로 빠르게 원하시는 제품을 검색 및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건
최소
– Intel Pentium IV, 2.4 GHz+ 또는
AMD 2400 xp+
– 1GB RAM
– DVD-ROM 드라이브
– 화면 해상도 1024 x 768 픽셀
–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Vista SP2
– 브라우저: Microsoft Internet
Explorer 9

권장
– PC, 4년 이하
–
–
–
–
–
–

노트북, 2년 이하
2GHz 용량의 듀얼코어 CPU
2GB RAM
DVD-ROM 드라이브
화면 해상도 1280 x 1024 픽셀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Vista 또는 Windows 7, 8 또는
10(32 또는 64비트), 모든
Windows 업데이트 포함
– 브라우저: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1

설치 지침
1. DVD-ROM을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되면 5단계까지 진행합니다.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2. 시작 메뉴에서 실행을 선택합니다.
3. DVD-ROM 드라이브의 드라이브 문자를 입력한 후 setup. exe를
입력합니다. 예: d:\setup.exe
4. 그런 다음 OK 또는 Enter를 클릭합니다.
5. 화면 지시에 따릅니다.
자세한 정보(네트워크 설치, FAQ)는 DVD에 담긴 Info_de.pdf를 읽어보거나
Festo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ki@festo.com

책임 제한
Festo는 Festo 제품 선택 및 주문을 돕기 위해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된 자료나 결과물은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법적 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Festo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손해, 특히 이 DVD-ROM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신체적 상해, 자재 손상 또는 재정적 손실)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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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rive automation for your success.
We are the partner to inspire you.
We shape the future together.

Festo: a partner in dialogue, a partner for maximum productivity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금 세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파트너를 갖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파트너, 귀사 공정을 잘 알고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 및
해결하여 귀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Festo 전문가를 귀사의 생산성 –
엔지니어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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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 수 있음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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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동화 및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솔루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솔루션 :
Festo는 전기 및 공압 제어용 제품, 시스템,
서비스와 드라이브 기술을 제공합니다.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자동화 교육 및 개발 파트너
기술 연구소용 장비 공급부터 제조업체
교육/컨설팅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www.festo.com/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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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s of Automation :
Festo의 주요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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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 수 있음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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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시 제품! Festo의 주요 제품군에 속하는 2200개 이상의 제품은 대량 주문도 24시간
이내에 출하됩니다. 공장 자동화에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적합한 드라이브부터 액세
서리까지 전체 전기 및 공압 제어 시퀀스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전제 자동화 작업의 80%에 대응 가능하며, 널리 알려진 Festo의 품질과 합
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전 세계 13개 서비스 센터에서 재고를 확보해 빠른 발송이
가능합니다.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www.festo.com/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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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 수 있음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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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동화 – 생산 최적화
공장에서 부품, 모듈, 완제품의 그립핑, 이동 및 포지셔닝 같은 기본
작업은 Festo의 자동화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Festo의 경쟁력
Festo의 컴포넌트와 시스템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 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
부문의 생산 및 조립 공정에 사용됩니다.
여기에 맞춤형 서비스와 교육과정을 더해 전체 부가 가치 사슬 전체에
고객의 최우선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 작업 안정성 확보장
프로메이션 분야에는 수처리, 생명과학, 제약, 케미칼, 실험실 자동화,
광산 및 식품 산업이 있습니다.
Festo는 액체, 기체 및 고체 핸들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맞춤 산업 솔루션
Festo는 이러한 산업 부문에 액체 매체의 생산, 운송, 핸들링 및 폐기의
중앙 및 분산 자동화 개념을 제시합니다.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 집단인 Festo는 개별 공정 단계 또는 전체 시스템의
자동화에 있어 역량을 갖춘 파트너입니다.

전기 자동화 – 공장 및 공정 자동화의 생산성 최적화

관리
수준

제어 수준

현장 수준
센서/액추에이터 수준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공장 및 공정 자동화에 필요한 자동화 플랫폼
Festo의 CODESYS 컨트롤러, 특히 보호 등급 IP65의 제어 플랫폼 CPX는
기능 통합에 따른 고유의 장점을 발휘하며, 공장 및 공정 자동화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용 효과가 높은 총괄 개념,
기술적 시너지 효과, 분산 설치의 이점뿐만 아니라, OPC UA를 통한
Industry 4.0 연결도 포함됩니다.
지능형 자동화 역량
Festo는 핵심 및 보조 기계(공정), 분산 모듈의 선형 모션부터 모션
제어까지, 가장 단순한 웹 파라미터화 단일 축부터 다중 캐리어
시스템까지 전동 드라이브 기술을 활용합니다.
완전한 메카트로닉 솔루션
Festo만의 고유한 메카트로닉 모션 솔루션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 모듈,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공압, 서보-공압 및
(전동) 기계식 자동화 컴포넌트가 통합되어 있어 작업 유형에 따라 결합이
가능합니다. 메카트로닉 모션 솔루션은 사용하는 제어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www.festo.com/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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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경로를 통해 적합한 솔루션을 더 빠르게 검색
최고의 편리함:
1. 목차에서 찾는 제품군을 선택합니다.  3.
예: 전동 드라이브
42
2. 기술 사양과 설명을 확인한 후 제품 페이지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습니다.
3.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검색 키워드가 나타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에 검색 용어 또는 유형만 덧붙이면 됩니다.
검색 키워드:
 www.festo.com/catalogue/spindelachse
제품 타입:
 www.festo.com/catalogue/egc-bs
홈페이지 상에서는
검색 창에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제품 검색
xDKI 디지털 카탈로그는 적절한 제품을 빠르고 손쉽게 찾기 위해 다양한
검색 방식을 제공합니다.
→ 11 페이지 참조

=Festo 표준 제품 -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사용이 간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주요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품 선택의
속도와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빠른 제품 발송도 가능합니다.
Festo 전문가들이 실제 고객 요건에 따라 선정했으며, 자동화 기술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고, 최적의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별 표시 제품: 간편한 제품 선정 & 빠른 납기 대응
카탈로그에서 별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주요 제품으로 한 번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고 확보
주요 제품은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즉시 발송이 가능합니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 구성도 문제 없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자동화 기술의 주요 응용 분야를 넘어서거나, 밸브
터미널처럼 개별 구성이 가능한 제품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Festo 자동화 제품군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해당
제품은 Festo 전자 카탈로그, Festo 웹사이트, 온라인 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별 표시 제품 - Festo 표준 제품
주요 공압 및 전기 기능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책자 또는 전자 카탈로그에서 별 표시가 보이면 자동화
기술의 주요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별 표시로
원하는 제품을 더욱 빠르게 찾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별 표시가 있는 제품은 대부분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서 바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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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한눈에 보기 :
• 신속성: 24시간 이내 배송
• 우수성: Festo 품질, 합리적 가격
• 간편성: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온라인 주문

Subject
변경될
to 수
change
있음 – 2017/01

온라인 & 오프라인 - 원하는 솔루션을 빠르게
온라인: 웹 브라우저에서  www.festo.com 입력 > 홈페이지에서 “제품”
메뉴를 선택합니다.

오프라인: DVD를 넣고 제품 카탈로그를 설치합니다.
시작 페이지에서 “제품” 링크를 클릭합니다.

제품 그룹에서 제품으로 이동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제품 그룹 1 또는 제품 사진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제품과 함께 기술 사양 2와 선택 가능한 링크3가
표시됩니다.
– “Engineering”(엔지니어링): 제품 선정 및 산출 소프트웨어가 시작
– “Documentation”(설명서): PDF 형식으로 카탈로그 및 상세 정보
– “Feature search”(기능 검색): 제품 선택 범위를 좁혀나감
2. 전체 텍스트 검색: 검색창 5에 검색 문구를 입력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전체 제품명 또는 키워드, 품번, 주문 코드 또는
즐겨찾는 제품의 이름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한 정보에 따라 1단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품 리스트가
표시되거나 찾는 제품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빠른 링크:빠른 링크 4를 사용하면 주문 코드를 클릭하여 필요한
원하는 제품을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품 선정 툴의 기능
1. 탭 탐색 1
– “특징 선택”: 찾는 제품 사양을 선택합니다.
– “제품 리스트”: 제품 그룹내 모든 제품이 나열됩니다.
2. 주문 코드 입력란 2: 정확한 주문 코드를 입력합니다.
3. 제품 선정 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3:
– “장바구니에 담기”: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장바구니 내보
내기”와 “장바구니 관리” 섹션도 참조하십시오.
– “2D/3D 보기”: CAD 도면을 생성합니다. “CAD 도면 보기”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 “액세서리”: 적합한 액세서리가 표시됩니다.
– “자료”: 관련 기술 자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 “인쇄 미리보기”: 선택한 제품 모델의 사양이 표시됩니다.
4. 세부 정보 4: 품번, 가격, 제품 이미지, 도표, 회로 기호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선정 툴에서 제품 특징 선택하기
1. 제품 특징을 선택합니다.
– 탭 1을 사용하여 탐색합니다.
–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나열된 탭 1에서 필요한 특징 2을 선택하여
제품을 구성합니다.
– 탭 1을 통해 선택한 사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양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란색 느낌표로, 불완전한 사양은
빨간색 느낌표로 표시됩니다. 해당 사양을 선택하면 바로 이동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이미지 표시 3: 현재 구성에 따라 동작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합니다. 구성이 완료되면 “장바구니에 담기”
를 클릭하여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 장바구니에
담겼다는 메세지가 표시되면 “장바구니 관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

2017/01 – 변경될
Subject 수
to 있음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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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원하는 솔루션을 빠르게
xDKI2018 (전자 제품 카탈로그) 사용 방법
온라인: 웹 브라우저에서  www.festo.com 입력 > 국가 선택 … > 이동
홈페이지에서 “제품” 메뉴를 선택합니다.

오프라인: DVD를 넣고 제품 카탈로그를 설치합니다.
시작 페이지에서 “제품” 링크를 클릭합니다.

제품 파인더에서 제품 특징 선택
1. 파란색 버튼 “직접 찾기” 1를 클릭하여 필요한 제품 그룹을
선택합니다.
2. 좌측 선택란 2에서 원하는 기술 사양을 선택합니다.
3. 제품 사진을 선택하면 제품 선정 툴3이 시작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제품 엔지니어링 툴
1. 파란색 버튼 “엔지니어링 툴” 1을 클릭하여 필요한 엔지니어링 툴을
선택합니다.
해당 엔지니어링 툴은 선택한 기술 사양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며,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제품들을
제시합니다.

적합한 액세서리 빠르게 검색
1. 제품 선정 툴에 원하는 제품 사양을 선택합니다.
2. 우측 “액세서리” 버튼 1을 클릭합니다.
3. 액세서리 리스트 2에서 적합한 액세서리를 선택합니다.
이 툴은 적합한 액세서리 선택 목록으로 안내합니다.
팁:
일부 실린더 시리즈에서는 액세서리 리스트 2에서 “추천 액세서리”를
선택하면 적합한 액세서리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실린더 시리즈에서는 선택한 제품을 장바구니에 넢으면 “추천
액세서리” 3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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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원하는 솔루션을 빠르게
Festo Software 사용법
온라인: 이 페이지에 설명된 기능을 사용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이 페이지에 나오는 기능은 회원가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즐겨찾기
자주 주문하는 제품 구성을 즐겨찾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즐겨찾기 목록1을 모두 표시하려면
– “즐겨찾기” 탭2을 클릭하면 즐겨찾기 목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이름, 품번, 타입 코드, 그리고 삭제 버튼4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 선정 툴의 행을 더블 클릭하면 제품 선정 창3이 열립니다.
– 열 제목 5를 클릭하여 즐겨찾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즐겨찾기를 선택하고 우측 필드의 “제품 비교” 6을 클릭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CAD 모델 보기
“2D/3D view”를 클릭하면 제품의 CAD 미리보기가 들어있는 창이
열립니다. “Export”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을 적절한 형식으로 CAD
시스템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내보내기 …
1. … csv 파일로 내보내기: “내보내기” 1를 클릭하고, 새 창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2. 이후 이 파일을 Excel에서 열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고객 맞춤형 파일 형식: “설정” 3을 클릭하고 내보낼 정보를
지정합니다.
장바구니 관리
1. 장바구니를 온라인 샵으로 직접 업로드하여 주문합니다. 장바구니를
온라인 샵으로 직접 업로드하려면 “장바구니로 내보내기” 2를
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장바구니로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제품의
가격/출고일을 확인 후 주문 하시면 됩니다.
2. 주문하기: 주문 시, “내보내기”를 통해 장바구니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엑셀파일을 훼스토로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Support Portal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festo.com/sp

2017/01 –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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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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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o 온라인 샵
24시간 이용 혜택

• One Step Order Process – 요청, 가격 정보, 주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전체 주문 내역 확인 – 검색 기능을 이용한 주문/배송 상태 조회, 이전 주문 건의 재 주문이 용이합니다.
• 장바구니 공유 – 장바구니 저장 기능을 통해 구매 목록을 팀 동료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장바구니에 담긴 모든 제품의 문서 다운로드 – 선택한 제품의 전체 문서
• 24시간 확인 가능 – 제품 정보, 문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등), 가격, 재고 유무, 주문/배송 현황 등
• 자재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효율성 증대 – 구매 목록을 CSV 파일로 가져오거나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Ofﬁce 워드,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기능도 있습니다.

회원가입 혜택

한국훼스토 온라인샵에 회원 가입 하시면 전 제품의 최신 정보와 재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esto Online Shop
 www.festo.com

온라인샵 접속하기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www.festo.com/login을 통해 직접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샵 가입을 원하시면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Festo 온라인 숍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www.festo.com/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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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공압 드라이브

1

표준 실린더

콤팩트 실린더
ADN

콤팩트 실린더
AEN

콤팩트 실린더, Clean Design
CDC

작동 모드

복동

단동, 밀기, 당기기

복동

피스톤 직경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5 mm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51 … 7363 N

54 … 4416 N

141 … 3016 N

행정 거리

1 … 500 mm

1 … 25 mm

1 … 5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S)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ISO 21287
• 표준 ISO 15552 실린더 대비 최대
50%의 공간 절약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다양한 옵션
• 위치 감지용

• ISO 21287
• 표준 ISO 15552 실린더 대비 최대
50%의 공간 절약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다양한 옵션
• 위치 감지용

• ISO 21287
• 표준 ISO 15552 실린더 대비 최대
50%의 공간 절약
• 간편한 세척
• 향상된 내부식성
• 다양한 옵션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위치 감지용

온라인: è

adn

aen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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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표준 실린더

1

신 품
제

신 품
제

표준 실린더
DSBC

표준 실린더
DSBG

표준 실린더
DSBG

표준 실린더, Clean Design
DSBF

작동 모드

복동

복동

복동

복동

피스톤 직경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5 mm

160 mm, 200 mm, 250 mm,
320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5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415 … 7363 N

415 … 7363 N

12064 … 48255 N

415 … 7363 N

행정 거리

1 … 2800 mm

1 … 2800 mm

1 … 2700 mm

1 … 28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S),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S),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S),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신제품

• 저마찰용으로 최적화됨,
클램핑 프로파일 포함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저마찰용으로 최적화됨,
타이로드 포함

=

설명

• ISO 15552(ISO 6431,
VDMA 24562)
• 하중 및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공압
쿠션
• 다양한 옵션 :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 다양한 마운팅 액세서리
• 위치 감지용

• ISO 15552(ISO 6431,
VDMA 24562)
• 견고한 타이로드 디자인
• 하중 및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공압
쿠션
• 폭넓은 마운팅 액세서리
• 위치 감지용

• ISO 15552(ISO 6431,
VDMA 24562)
• 견고한 타이로드 디자인
•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 신제품: 스페이서 볼트 부착
옵션
• 위치 감지용

ISO 15552
향상된 내부식성
세척 용이
기본형 : FDA 승인 윤활 및
씰링
• 비윤활식 작동용 옵션 씰을
사용하여 긴 사용 수명
• 하중 및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공압
쿠션
• 위치 감지용

온라인: è

dsbc

dsbg

dsbg

ds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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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표준 실린더

표준 실린더
DNC

원형 실린더
DSNU

작동 모드

복동

복동

단동, 밀기

피스톤 직경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5 mm

8 mm, 10 mm,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 mm, 10 mm,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415 … 7363 N

23 … 1870.3 N

19 … 1765 N

행정 거리

2 … 2000 mm

1 … 5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수동 조절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V)
공압 쿠션 (PPS),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원형 실린더
ESNU

1 … 50 mm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

설명

•
•
•
•

ISO 15552(ISO 6431, VDMA 24562)
다양한 옵션 :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폭넓은 마운팅 액세서리
위치 감지용

온라인: è

dnc

•
•
•
•

ISO 6432
다양한 옵션
우수한 작동 성능과 긴 사용 수명
하중 및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공압 쿠션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위치 감지용

•
•
•
•
•

dsnu

esnu

ISO 6432
다양한 옵션
우수한 작동 성능과 긴 사용 수명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위치 감지용

스테인리스 스틸 실린더

원형 실린더
CRDSNU, CRDSNU-B

원형 실린더
CRDSNU, CRDSNU-B

표준 기반 실린더
CRDNG, CRDNGS

작동 모드

복동

복동

복동

피스톤 직경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5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68 … 295 N

483 … 1870 N

483 … 7363 N

행정 거리

1 … 500 mm

1 … 500 mm

10 … 20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S),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S),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양 끝단에서 조정 가능한 공압 쿠션

설명

• ISO 6432
• 높은 내부식성 : 강한 외부 자극에도
긴 제품 수명 보장
• 세척이 용이한 디자인
• 옵션 건식 씰로 긴 사용 수명 보장
• 맞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종류
• 하중 및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공압 쿠션
• 위치 감지용

• 높은 내부식성 : 강한 외부 자극에도
긴 제품 수명 보장
• 세척이 용이한 디자인
• 옵션 건식 씰로 긴 사용 수명 보장
• 맞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종류
• 하중 및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공압 쿠션
• 위치 감지용

• ISO 15552(ISO 6431, VDMA 24562)
• 높은 내부식성 : 강한 외부 자극에도
긴 제품 수명 보장
• 세척이 용이한 디자인
• 종류: 관통 피스톤 로드, 내열
디자인
• 나사산 마운팅, 액세서리를 이용한
마운팅
• 위치 감지용

온라인: è

crdnsu

crdsnu

crd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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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콤팩트 실린더

1

콤팩트 실린더, Clean Design
CDC

박형 실린더
ADVC, AEVC

콤팩트 실린더
ADVU, AEVU, AEVUZ

콤팩트 실린더
ADVUL

작동 모드

복동

복동, 단동, 밀기

복동, 단동, 밀기, 당기기

복동

피스톤 직경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4 mm, 6 mm, 10 mm,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5 mm, 사각
피스톤 로드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요크가 있는 가이드
로드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141 … 3016 N

4.9 … 4712 N

42 … 7363 N

51 … 4712 N

행정 거리

1 … 500 mm

2.5 … 25 mm

1 … 2000 mm

1 … 4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설명

• ISO 21287
• 표준 ISO 15552 실린더에
비해 최대 50%의 공간 절약
• 세척이 용이한 디자인
• 향상된 내부식성
• 다양한 옵션 :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위치 감지용

• VDMA 24562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Ø 32mm
기준
• 짧은 행정거리를 위한 박형
실린더
• 콤팩트한 사이즈에 강한 힘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T 슬롯 및 C 슬롯용 근접
센서를 이용한 위치 감지용

• 표준 ISO 15552 실린더에
• 가이드 로드 및 요크
비해 최대 50%의 공간 절약
플레이트로 피스톤 로드
• 다양한 옵션
회전 방지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평 베어링 가이드
• 위치 감지용
• 관통 피스톤 로드가 있는
옵션
• 위치 감지용

온라인: è

cdc

advc

advu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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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평면 실린더

평면 실린더
DZF

평면 실린더
DZH

평면 실린더
EZH

작동 모드

복동

복동

단동, 밀기

피스톤 직경

타원형 피스톤, 등가 직경 12 mm,
18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타원형 피스톤, 등가 직경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직사각형 피스톤 로드, 등가 직경 3 mm,
6 mm, 12 mm, 22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51 … 1870 N

104 … 1870 N

3.8 … 205 N

행정 거리

1 … 320 mm

1 … 1000 mm

10 … 5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에서 조정 가능한 공압 쿠션

쿠션 없음

설명

•
•
•
•
•
•

•
•
•
•
•
•

•
•
•
•

온라인: è

dzf

플랫 디자인
회전 방지 (특수 피스톤)
블록 조립용으로 적합
다양한 마운팅 방법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위치 감지용

플랫 디자인
회전 방지 (특수 피스톤)
매니폴드 조립용으로 적합
다양한 마운팅 방법
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위치 감지용

dzh

플랫 디자인
회전 방지 (특수 피스톤)
다양한 마운팅 방법
위치 감지용

ezh

카트리지 실린더 / 멀티마운트 실린더

작동 모드

멀티마운트 실린더
DPDM

카트리지 실린더
EGZ

복동, 단동, 밀기, 당기기

단동, 밀기

피스톤 직경

6mm, 10mm, 16mm, 20mm, 25mm, 32mm

6 mm, 10 mm, 16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9 … 483 N

13.9 … 109 N

행정 거리

5 ... 50mm

5 … 15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쿠션 없음

설명

•
•
•
•
•

• 최소의 설치 공간
• 다양한 마운팅 방법
• 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온라인: è

dpdm

20

다양한 마운팅 방법
광범위한 피스톤 로드 종류
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위치 감지용
동계불가

e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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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클램핑 유닛 실린더

1

클램핑 카트리지가 있는 표준
기반 실린더
DSBC-C

클램핑 카트리지가 있는
콤팩트 실린더
ADN-KP

클램핑 카트리지가 있는 원형
실린더
DSNU-KP

클램핑 카트리지가 있는 표준
기반 실린더
DNC-KP

작동 모드

복동

복동

복동

복동

피스톤 직경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5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8 mm, 10 mm, 12 mm, 16 mm, 32 mm, 40 mm, 50 mm,
20 mm, 25 mm
63 mm, 80 mm, 100 mm,
125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415 … 7363 N

188 … 4712 N

30 … 295 N

415 … 7363 N

10 … 500 mm

1 … 500 mm

10 … 2000 mm

행정 거리

10 … 28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S),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S),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설명

• 원하는 위치에서 클램핑
• 부하 변동, 작동 압력 변동
또는 시스템 내 누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스톤 로드를
장시간 제 위치에 고정할 수
있음
• 표준 홀 패턴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위치 감지용

• 원하는 위치에서 클램핑
• 부하 변동, 시스템 내 작동
압력 변동 또는 압력 소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스톤
로드를 장시간 제 위치에
고정할 수 있음
• ISO 21287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위치 감지용

• 원하는 위치에서 클램핑
• 부하 변동, 시스템 내 작동
압력 변동 또는 압력 소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스톤
로드를 장시간 제 위치에
고정할 수 있음
• ISO 6432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 위치 감지용

• ISO 15552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 원하는 위치에서 클램핑
• 부하 변동, 시스템 내 작동
압력 변동 또는 압력 소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스톤
로드를 장시간 제 위치에
고정할 수 있음
•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 위치 감지용

온라인: è

dsbc-c

adn-kp

dsnu-kp

dnc-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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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로드리스 실린더

선형 드라이브
DGC-K

선형 드라이브
DGC-G, DGC-GF, DGC-KF

헤비 듀티 가이드가 있는 선형
드라이브
DGC-HD

피스톤 직경

18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8 mm, 12 mm, 18 mm, 25 mm, 32 mm, 18 mm, 25 mm, 40 mm
40 mm, 50 mm, 63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153 … 3016 N

30 … 1870 N

153 … 754 N

행정 거리

1 … 8500 mm

1 … 8500 mm

1 … 5000 mm

쿠션

양 끝단에서 조정 가능한 공압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공압
쿠션, 양 끝단에서 조절 가능, 충격
완충기, 경성 특성 곡선, 충격 완충기,
연성 특성 곡선

충격 완충기, 경성 특성 곡선, 충격
완충기, 연성 특성 곡선

위치 감지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설명

• 콤팩트 디자인: 기본 디자인 DGC-G
보다 30% 더 작음
• 기본형 : 가이드 없음, 단순 실린더
기능
• 낮은 이동 자중
• 대칭형 디자인
• 선형 드라이브 DFP와 동일 규격
인터페이스

• 제품 타입 : 베이직, 평판 베어링,
순환 볼 베어링
• 한쪽에서 모든 설정에 접근 가능
• 가변 엔드 스톱과 중간 위치 모듈이
있는 옵션
• 풋 마운팅을 사용하여 DGPL과 교환
가능
• 베어링 계산용 소프트웨어 툴
• 옵션: 식품 산업용 NSF-H1 윤활유
(www.festo.com/sp > 인증서에서
재료에 관한 추가 정보 참조)
• 옵션: 작업물 고정용 클램핑 유닛

• DUO 레일 가이드로 최대 부하 및
토크 보장
• 토크 부하에서 작동 성능 매우
뛰어남
• 긴 사용 수명
• 캔틸레버 축 및 선형 갠트리의 기본
축으로 적합
• 광범위한 드라이브 유닛 마운팅용
옵션

온라인: è

dgc-k

dgc

dgc-hd

로드리스 실린더

선형 드라이브
DGO

선형 유닛
SLM

피스톤 직경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68 … 754 N

68 … 754 N

행정 거리

10 … 4000 mm

10 … 15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수동 조절 공압 쿠션 (PPV)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충격 완충기, 경성 특성 곡선

위치 감지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 및 유도 센서를 통해

설명

• 자기력 전달
• 내압 및 무누출
• 방오 및 방진 성능

• 자기력 전달
• 재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슬라이드 유닛과 로드리스
선형 드라이브의 결합
• 끝단 쿠션과 감지 개별 선택

온라인: è

dgo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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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반-회전 드라이브

1

신 품
제

신 품
제

반-회전 드라이브
DRVS

반-회전 드라이브
DSM, DSM-B, DSM-HD-B

반-회전 드라이브
DRRD

사이즈

6, 8, 12, 16, 25, 32, 40

6, 8, 10, 12, 16, 25, 32, 40, 63

8, 10, 12, 16, 20, 25, 32, 35, 40, 50, 63

6bar에서의 이론적 토크

0.15 … 20 Nm

0.15 … 80 Nm

0.2 … 112 Nm

허용되는 관성 질량
모멘트

6.5 … 350 kgcm²

6.5 … 5000 kgcm²

15 … 420000 kgcm²

위치 감지

근접 센서

없음, 근접 센서

근접 센서

회전 각도

0 … 270°

0 … 270°

180°

신제품

• 위치 센서 SRBS-Q1/Q12 포함: 신속
마운팅 및 무한 조정 가능
• 샤프트 장착용 플랜지 DARF와 플랜지
마운팅 DAMF� 활용성, 신속 간편한
마운팅

• 부착식 드라이브 샤프트 추가 가능 연결부 설계 시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음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

설명

• 회전식 베인이 있는 복동 반-회전
드라이브
• 경량화
• 고정 회전 각도,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회전 각도 조절 가능
• 튀기는 물과 먼지를 차단하는 하우징

• 반-회전 베인 드라이브
• 스피곳 샤프트, 중공인 플랜지형
샤프트, 탠덤 회전식 베인 및 스피곳
샤프트, 탠덤 회전식 베인 및 플랜지형
샤프트 또는 헤비 듀티 베어링(HD)
포함

• 트윈 피스톤 회전 드라이브, 랙 및
피니언 원리로 동력 전달
• 끝단 정확도가 매우 높음
• 압도적인 베어링 부하 용량
• 샤프트의 축 방향 정밀도가 매우 양호

온라인: è

drvs

dsm

drrd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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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탠덤 / 고출력 실린더

고출력 실린더
ADNH
피스톤 직경

25 mm, 40 mm, 63 mm, 100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1036 … 18281 N

행정 거리

1 … 150 mm

설명

•
•
•
•
•
•

온라인: è

adnh

ISO 21287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실린더 최대 4개까지 결합 가능
추력 증가
모든 실린더를 가압할 때 연결부 2개만으로 충분함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위치 감지용

다위치 실린더

다위치 실린더
ADNM
피스톤 직경

25 mm, 40 mm, 63 mm, 100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295 … 4712 N

전체 개별 행정의 최대
거리

1000 mm, 2000 mm

설명

•
•
•
•
•

온라인: è

adnm

24

ISO 21287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실린더 2 ... 5개 결합 가능
최대 5개 위치에 접근 가능
암/수 나사산 피스톤 로드
위치 감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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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슬라이드 드라이브

1

미니 슬라이드
DGSC

미니 슬라이드
DGSL

미니 슬라이드
SLF

피스톤 직경

6 mm

6 mm, 8 mm, 10 mm,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6 mm, 10 mm, 16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17 N

17 … 483 N

17 … 121 N

행정 거리

10 mm

10 … 200 mm

10 … 8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짧은 탄성 쿠션 링/패드,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없음,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고정
정지 장치가 있는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충격 완충기, 점진식, 양 끝단,
충격 완충기, 자체 조절식, 점진식, 양
끝단, 리듀싱 슬리브 포함

위치 감지

없음

근접 센서를 통해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근접 센서를 통해

=

설명

• 시장에서 가장 작은 가이드 슬라이드
유닛
• 고정밀 볼 베어링 케이지 가이드: 공정
신뢰성 및 우수한 품질 보장
• 고합금강 재질의 하우징을 사용하여
긴 사용 수명
• 최소 마찰 가이드와 씰을 사용하여
이탈 압력이 낮고 동작이 균일함

• 높은 부하 용량과 뛰어난 위치 조정
정확도
• 볼 베어링 케이지 가이드를 사용하여
최대 동작 정밀도 보장
• 8개 사이즈로 최대 유연성 보장
• 클램핑 카트리지 또는 끝단 잠금
기능이 있어 압력 강하 시에도 뛰어난
신뢰성 보장
• 광범위한 마운팅 및 부착 장치 옵션
• 콤팩트 디자인

•
•
•
•

온라인: è

dgsc

dgsl

slf

미니 슬라이드
SLS

미니 슬라이드
SLT

슬라이드 유닛
SPZ

플랫 디자인
볼 베어링 케이지 가이드
다양한 마운팅 옵션
끝단의 간편 조정

슬라이드 드라이브

피스톤 직경

6 mm, 10 mm, 16 mm

6 mm, 10 mm, 16 mm, 20 mm, 25 mm

10 mm, 16 mm, 20 mm, 25 mm, 32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17 … 121 N

34 … 590 N

60 … 724 N

행정 거리

5 … 30 mm

10 … 200 mm

10 … 1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양 끝단의 충격 완충기,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금속 고정 정지 장치가 있는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위치 감지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설명

• 플랫 디자인
• 볼 베어링 케이지 가이드
• 다양한 마운팅 옵션

•
•
•
•

•
•
•
•

온라인: è

sls

slt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강력한 트윈 피스톤 드라이브
볼 베어링 케이지 가이드
다양한 마운팅 옵션
끝단의 간편 조정

트윈 피스톤 드라이브
강한 힘으로 피스톤 회전 방지
평면 또는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피스톤 로드 간격이 넓어 부하 용량이
큼

s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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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가이드 로드 드라이브

콤팩트 실린더
ADNGF

콤팩트 실린더
ADVUL

피스톤 직경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68 … 4712 N

51 … 4712 N

행정 거리

1 … 400 mm

1 … 4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자체 조절 공압 쿠션 (PPS)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위치 감지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설명

•
•
•
•
•

•
•
•
•

온라인: è

adngf

ISO 21287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가이드 로드 및 요크 플레이트로 피스톤 로드 회전 방지
평 베어링 가이드
관통 피스톤 로드가 있는 옵션
위치 감지용

가이드 로드 및 요크 플레이트로 피스톤 로드 회전 방지
평 베어링 가이드
관통 피스톤 로드가 있는 옵션
위치 감지용

advul

가이드 로드 드라이브

가이드 드라이브
DFM, DFM-B

트윈 피스톤 실린더
DPZ

선형 유닛
SLE

피스톤 직경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80 mm, 100 mm

10 mm, 16 mm, 20 mm, 25 mm,
32 mm

10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68 … 4712 N

60 … 966 N

47 … 1178 N

행정 거리

10 … 400 mm

10 … 100 mm

10 … 500 mm

쿠션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공압
쿠션, 양 끝단에서 조절 가능, 충격
완충기, 연성 특성 곡선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충격 완충기, 경성 특성 곡선

위치 감지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 및 유도 센서를 통해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드라이브와 가이드 유닛이 한
하우징에 내장
• 높은 부하 및 횡하중 흡수
• 평면/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다양한 마운팅 옵션
• 다양한 제품 옵션

• 트윈 피스톤
• 평면 또는 순환 볼 베어링
• 끝단 정지 위치 조절

• 가이드 유닛과 표준 기반 실린더의
결합
• 다축 및 드라이브 결합
•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온라인: è

dfm

dpz

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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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스토퍼 실린더

1

스토퍼 실린더
DFSP

스토퍼 실린더
DFST

피스톤 직경

16 mm, 20 mm, 32 mm, 40 mm, 50 mm

50 mm, 63 mm, 80 mm

충격력

710 … 6280 N

3000 … 6000 N

행정 거리

5 … 30 mm

30 … 40 mm

위치 감지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토글 레버 위치 감지

유도 센서를 통해

설명

• 트러니언 버전, 암 나사산 포함/제외, 회전 방지 기능 포함/
제외
• 회전 방지 기능이 있는 롤러 버전
• 콤팩트 디자인
• 3개 면에 센서 슬롯 있음
• 매우 우수한 쿠션 특성과 견고한 피스톤 로드 가이드를
사용하여 긴 사용 수명
• 최대 90kg 중량의 작업물 캐리어, 팔레트 및 패키지를
안전하게 멈출 수 있음

•
•
•
•
•
•

온라인: è

dfsp

dfst

토글 레버 디자인
부드럽게 멈출 수 있는 일체형 조절식 충격 완충기
충격 부하 최대 800kg
피스톤 위치 감지
레버 잠금 메커니즘
토글 레버 디액티베이터

클램핑 실린더

클램핑 모듈
EV
클램핑 영역

Ø12 mm, Ø16 mm, Ø20 mm, Ø25 mm, Ø32 mm, Ø40 mm, Ø50 mm, Ø63 mm, 10x30 mm, 15x40 mm, 15x63 mm, 20x75 mm,
20x120 mm, 20x180 mm

행정 거리

3 … 5 mm

설명

•
•
•
•
•

온라인: è

ev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다이어프램 콤팩트 실린더
단동, 리셋 기능 포함
플랫 디자인, 공간 절약형 디자인
밀폐형 구조
압력 플레이트와 풋 마운팅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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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선형/회전 클램프

선형/회전 클램프
CLR
피스톤 직경

12 mm, 16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6bar에서의 이론적인
클램핑 힘

51 … 1682 N

클램핑 행정

10 … 50 mm

회전 각도

90° +/- 2°, 90° +/- 3°, 90° +/- 4°

설명

•
•
•
•
•
•

온라인: è

clr

회전 및 클램핑 동시 작동
회전 방향 조정 가능
옵션 : 클램핑 핑거
옵션 : 용접 환경 및 먼지 보호 가능
복동
위치 감지 기능

힌지 실린더

힌지 실린더
DW
피스톤 직경

50 mm, 63 mm, 80 mm

행정 거리

10 … 200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1178 … 3016 N

위치 감지

근접 센서를 통해

쿠션

내장형 끝단 쿠션

설명

•
•
•
•
•

온라인: è

dw

28

용접 시 컴포넌트를 고정하는 목적
복동
베어링 캡에 회전 베어링이 있어 간편한 마운팅
통합 유량 조절
내장형 끝단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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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벨로우즈 실린더

1

벨로우즈 실린더
EB
사이즈

80, 145, 165, 215, 250, 325, 385

행정 거리

20 … 230 mm

설명

•
•
•
•
•
•

온라인: è

eb

스프링 기능 부품 또는 진동 감소 목적
단일 또는 이중 벨로우즈 실린더
짧은 행정거리로 높은 추력
균일한 동작: 스틱 슬립 현상 없음
방수기능 포함, 분진발생환경에서 사용 가능
유지보수가 필요 없음

Fluidic Muscle (공압 머슬)

공압 머슬
DMSP
사이즈

5, 10, 20, 40

6bar에서의 이론적 힘

140 … 6000 N

공칭 길이

30 … 9000 mm

최대 수축

공칭 길이의 25%, 공칭 길이의 20%

설명

•
•
•
•
•
•
•

온라인: è

dmsp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프레스 피팅 연결부 포함
무게 30%까지 감량: 뛰어난 힘/무게 비율
단동, 당김
일체형 어댑터 종류 세 가지
동종 공압 실린더 대비 10배 추력
균일한 동작: 스틱 슬립 현상 없음
먼지, 오염물 및 액체를 차단하는 밀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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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소프트웨어 툴
회전 인덱스 테이블

이 툴을 사용하여 Festo의 DHTG 타입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회전 인덱스
테이블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일반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용도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하나 이상 제시됩니다.
툴 이용 방법:
• 전자 카탈로그에서 파란색 “Engineering” 버튼을 클릭하거나
• 엔지니어링 툴 아래에 있는 DVD를 클릭합니다.

회전 인덱스 테이블

신 품
제

회전 인덱스 테이블
DHTG
사이즈

65, 90, 140, 220

6bar에서의 이론적 토크

2.1 … 58.9 Nm

인덱싱

2 … 24

신제품

• 공압 및 전기 에너지용 스루피드

설명

•
•
•
•
•

온라인: è

dhtg

회전 또는 분리 작업용
견고한 디자인
간편한 설치 및 동작
회전식 테이블 직경: 65, 90, 140, 220 mm
회전 방향 자유롭게 제어

공정 자동화용 선형 액추에이터

신 품
제

변위 엔코더가 있는 선형 액추에이터
DFPI-NB3P
디자인

피스톤 로드, 실린더 튜브

작동 모드

복동

밸브 액추에이터 사이즈

100, 125, 160, 200, 250, 320

플랜지 홀 패턴
작동 압력

3 … 8 bar

주변 온도

−20 … 80 °C

신제품

• ISO 15552에 따른 추가 버전

설명

•
•
•
•
•

온라인: è

dfpi

30

ISO 15552에 따른 표준 기반 선형 액추에이터
외부 포지셔너에 간편하게 연결
거친 주변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IP65, IP67, IP69K, NEMA4
ATEX 2GD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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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공정 자동화용 1/4 회전 액추에이터

1

신 품
제

1/4 회전 액추에이터
DFPD

1/4 회전 액추에이터
DAPS

디자인

랙앤피니언

스카치 요크 시스템

작동 모드

복동, 단동

복동, 단동

밸브 액추에이터 사이즈

10, 20, 40, 80, 120, 160, 240, 300, 480

0008, 0015, 0030, 0053, 0060, 0090, 0106, 0120, 0180,
0240, 0360, 0480, 0720, 0960, 1440, 1920, 2880, 3840,
4000, 5760, 8000

플랜지 홀 패턴

F03, F04, F05, F0507, F0710, F1012

F03, F04, F05, F07, F10, F12, F14, F16, F25

작동 압력

2 … 8 bar

1 … 8.4 bar

주변 온도

-50 … 150 °C

-50 … 150 °C

신제품

• 새로운 시리즈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VDI/VDE 3845에 따른 솔레노이드 밸브/센서 박스용
NAMUR 포트 패턴
• ISO 5211에 따른 플랜지 홀 패턴
• 전체 회전 각도 범위 90°에서 균일한 토크 특성
• VDI/VDE 3845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 향상된 내부식성

•
•
•
•
•
•

온라인: è

dfpd

daps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높은 토크 출력
지침 2014/34/EU (ATEX)에 따른 승인
ISO 5211에 따른 플랜지 홀 패턴
VDI/VDE 3845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핸드휠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내식성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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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소프트웨어 툴
충격 완충기

대각선, 수직, 곡선, 직선, 레버, 디스크 등등 모든 유형의 완충 동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툴은 항상 최적의 충격 완충기를 제안합니다.
툴 이용 방법:
• 전자 카탈로그에서 파란색 “Engineering” 버튼을 클릭하거나
• 엔지니어링 툴 아래에 있는 DVD를 클릭합니다.

충격 완충기

충격 완충기
DYSR

충격 완충기
YSR-C

충격 완충기
YSRW

8 … 60 mm

4 … 60 mm

8 … 34 mm

행정 거리당 최대 에너지 4 … 384 J
흡수량

0.6 … 380 J

1.3 … 70 J

행정 거리

충격 완충기
YSRW-DGC

쿠션

조정 가능

자체 조절식

자체 조절식, 연성 특성 곡선

자체 조절식, 연성 특성 곡선

설명

• 스프링 리턴식 유압 충격
완충기
• 조절 가능한 쿠션 경도

• 경로 제어식 유량 제어
기능이 있는 유압 충격
완충기
• 빠르게 증가하는 쿠션력
곡선
• 짧은 쿠션 행정
• 회전식 드라이브용으로
적합

• 경로 제어식 유량 제어
기능이 있는 유압 충격
완충기
• 천천히 증가하는 쿠션력
곡선
• 긴 쿠션 행정
• 저진동 작업에 적합
• 짧은 사이클 시간 가능

• 선형 드라이브 DGC용
• 천천히 증가하는 쿠션력
곡선
• 사이즈: 12, 18, 25, 32, 40,
50, 63

온라인: è

dysr

ysr-c

ysrw

ysrw-dgc

충격 완충기

충격 완충기
DYEF-Y1, DYEF-Y1F

충격 완충기
DYSC

충격 완충기
DYSW

0.9 … 7 mm

4 … 25 mm

6 … 20 mm

행정 거리당 최대 에너지 0.005 … 1.2 J
흡수량

0.6 … 100 J

0.8 … 12 J

쿠션

금속 고정 정지 장치가 있는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패드, 금속 고정 정지
장치가 없는 양 끝단의 탄성 쿠션 링/
패드

자체 조절식

자체 조절식, 연성 특성 곡선

설명

• 유연한 고무 버퍼가 있는 기계식 충격
완충기
• 탄성이 있는 고무 버퍼를 사용하여
명확한 금속 끝단 구현 가능
• 조절 가능한 쿠션 경도
• 저에너지 쿠션용으로 적합
• 고정밀 금속 끝단 포함

• 경로 제어식 유량 제어 기능이 있는
유압 충격 완충기
• 빠르게 증가하는 쿠션력 곡선
• 짧은 쿠션 행정
• 회전식 드라이브용으로 적합
• 금속 고정 스톱 포함

• 경로 제어식 유량 제어 기능이 있는
유압 충격 완충기
• 천천히 증가하는 쿠션력 곡선
• 긴 쿠션 행정
• 저진동 작업에 적합
• 짧은 사이클 시간 가능
• 금속 고정 스톱 포함

온라인: è

dyef

dysc

dysw

행정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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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공압 드라이브용 액세서리

1

가이드 유닛
FEN, FENG

가이드 축
DGC-FA

클램핑 카트리지
KP

사이즈

8/10, 12/16, 20, 25, 32, 40, 50, 63,
80, 100

8 mm, 12 mm, 18 mm, 25 mm, 32 mm,
40 mm, 50 mm, 63 mm

행정 거리

1 … 500 mm

1 … 8500 mm
4 … 32 mm

클램핑 대상 원형 재료

80 … 7500 N

정적 유지력
설명

• 높은 토크 부하에서 표준 기반
실린더의 회전 방지
• 평면 또는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높은 가이드 정밀도로 작업물
핸들링

• 드라이브 없음
•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포함
• 가이드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드 유닛 포함
• 비틀림 저항성 개선
• 동적 부하로 진동 감소
• 다축 어플리케이션에서 힘과 토크
용량 지원

• 클램핑 유닛 조립용
•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용으로 인증
받지 않음

온라인: è

fen

dgc-fa

kp

공압 드라이브용 액세서리

마운팅 부착 장치

피스톤 로드 부착 장치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

설명

•
•
•
•
•
•
•

•
•
•
•
•

온라인: è

n_015001

사이즈
행정 거리
클램핑 대상 원형 재료
정적 유지력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마운팅 키트 DARQ
직접 마운팅
풋 마운팅플랜지 마운팅
회전 마운팅
클레비스 풋 LNG, 트러니언 서포트 LNZ
슬롯 너트 NST/NSTL
센터링 핀/슬리브 NSTH

로드 클레비스 SG, CRSG
로드 아이 SGS
커플링 피스 KSG
자동 정렬 로드 커플러 FK
어댑터 AD

n__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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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가이드 드라이브 DFM

Highlights

주요 사항
· 사이즈: 12...100
· 표준 행정거리: 10...400mm
· 유연성 : 다양한 마운팅 옵션
· 리니어 드라이브와 가이드의 조합

사이즈 및 행정거리 한눈에 보기
행정거리

10

20

25

30

40

50

80

100

125

160

200

DFM-12
DFM-16
DFM-20
DFM-25
DFM-32
DFM-40
DFM-50
DFM-63
DFM-80
DFM-100

기술 자료

피스톤 Ø [mm]
12

16

20

25

32

40

50

63

80

100

매체

압축 공기, 여과, 윤활 또는 비윤활

최대 허용 작동
압력 [bar]

10

온도 범위
[°C]

–20 … +80 (평 베어링 가이드)

F* [N]

19 ... 31

24 ... 73

35 ... 110

84 ... 123

116 … 188

109 ... 180

168 ... 257

168 ... 257

220 ... 352

332 ... 568

M* [Nm]

0.38 ... 0.65

0.55 ... 1.68

1.01 ... 3.00

2.85 ... 4.2

4.25 ... 7.3

4.8 ... 7.9

9.3 ... 14.15

10.5 ... 15.9

17.1 ... 27.2

25.7 ... 53.4

–5 … +60 (평 베어링 가이드)

* 스트로크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가이드를 위한 최대 허용 하중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

DFM
가이드 드라이브
클램핑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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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드라이브
1

공압 드라이브 DSBC
ISO 15552 표준 프로파일 실린더 및 쿠션 자동 조절 시스템 PPS

DSBC
ISO표준 프로파일 실린더

Innovative Cushioning System - PPS

혁신 적인 쿠셔닝 시스템 - PPS
PPS 쿠션 (자체 조절 공압 쿠션 시스템 )

PPV (수동 조절형 쿠션 조절 )

DSBC 실린더는 하중 및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 되는 공압

통상적인 실린더의 쿠션 조절 시스템 입니다. 매우 조건이 까다로운

쿠션 PPS을 통해 별도의 조절이 필요 없어 설치 시간을 절약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기존의 조절 쿠션 시스템으로 미세 조정을

생산 프로세스를 더욱 빠르게 운영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언제든

통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실린더를 사용하거나 설치

이상적인 쿠션 동작으로 장비 및 실린더의 마모를 최소화 해줍니다.

환경이 열악한 경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PPS 쿠션

PPV 쿠션

: 조절 나사 없이 자동 쿠션 조절

: 조절 나사를 통해 원하는 쿠션 조절

쿠션 시작

Cushioning path

V in mm/s

V in mm/s

P in bar

P in bar

실린더 정지

- 쿠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정지시 까지의 압력 / 속도의 편차 없이

쿠션 시작

실린더 정지

Cushioning path

- 쿠션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정지시 까지의 압력 / 속도의 편차가 심함

안정적으로 정지함

Highlights

Application

주요 사항

어플리케이션

· 사이즈: 32...125
· 표준 행정거리: 25...500mm
· 맞춤형 스트로크 1...2,800mm
· 위치 감지용 마그네틱 내장

PPS 자체 조절 공압 쿠션 시스템은 다양한 Festo 실린더에 적용 되어
있습니다. (DSBC, DSBF, DSBG, DSNU, CRDSNU, ADN, ADNGF)
DSBC는 다수의 실린더가 동기로 작동 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별도의 조절 없이 항상 일관성있고 최적으로 자체 조절이 됩니다.
DSBC
ISO 표준 실린더
카탈로그.../
dsbc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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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공압
포지셔닝 시스템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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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공압 포지셔닝 시스템
서보-공압 포지셔닝 시스템

소프트웨어 툴
소프트 스톱

소프트 스톱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공압 드라이브의 30%까지 이동 횟수를
줄여주며 진동도 크게 줄여줍니다. 이 선택 프로그램은 필요한 모든 계산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툴 이용 방법:
• 전자 카탈로그에서 파란색 “Engineering” 버튼을 클릭하거나
• 엔지니어링 툴 아래에 있는 DVD를 클릭합니다.

2

변위 엔코더가 있는 선형 드라이브

변위 엔코더가 있는 선형 드라이브
DDLI

변위 엔코더가 있는 표준 실린더
DNCI

피스톤 직경

25, 32, 40, 63

32, 40, 50, 63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295 ... 1870 N

415 ... 1870 N

최대 수평 부하

30... 180 kg

45 ... 180 kg

최대 수직 부하

10 ... 60 kg

15 ... 60 kg

행정 거리

100 ... 2000 mm

10 ... 2000 mm

설명

•
•
•
•
•

선형 드라이브 DGC-K 기반
가이드 없음
비접촉식 측정용 변위 엔코더 포함
축 컨트롤러 CPX-CMAX를 이용한 포지셔닝에 적합
끝단 컨트롤러 CPX-CMPX 또는 SPC11로 끝단을 제어할 때
적합
• 측정 실린더로 사용 가능
• 종단면의 공급 포트

• ISO 15552에 따른 표준 실린더
• 상대 아날로그, 비접촉식 측정용 일체형 변위 엔코더 포함
• 축 컨트롤러 CPX-CMAX, 끝단 컨트롤러 CPX-CMPX 또는
SPC11 및 측정 모듈 CPX-CMIX를 사용하는 서보-공압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수 나사산이 있는 피스톤 로드
• 다양한 피스톤 로드 종류

온라인: è

ddli

dn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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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공압 포지셔닝 시스템

¤

변위 엔코더가 있는 반-회전 드라이브
2
각도 변위 엔코더가 있는 반-회전 실린더
DSMI
피스톤 직경

25, 40, 63

6bar에서의 이론적 토크

5 ... 40 Nm

최대 관성 질량 모멘트,
수평

0.03 ... 0.6 kgm²

최대 관성 질량 모멘트,
수직

0.03 ... 0.6 kgm²

회전 각도

0 ... 272°

설명

• 로터리 베인 포함
• 일체형 회전식 포텐셔미터
• 축 컨트롤러 CPX-CMAX, 끝단 컨트롤러 CPX-CMPX 또는 SPC11 및 측정 모듈 CPX-CMIX를 사용하는 서보-공압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콤팩트 디자인

온라인: è

dsmi

비례 밸브

비례 방향 제어 밸브
VPWP
밸브 기능

5/3-way 비례 방향 제어 밸브, 폐쇄

공압 포트 1

G1/4, G1/8, G3/8

위치 조정/소프트
스톱용 작동 압력

4 ... 8 bar

작동 압력

0 ... 10 bar

표준 공칭 유량

350 ... 2000 l/min

설명

•
•
•
•
•
•
•

온라인: è

vpwp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제어 피스톤 스풀 밸브
디지털 작동
기능과 힘 제어 모니터링 일체형 압력 센서
자동 식별 기능 있음
진단 기능
통합 디지털 출력, 예: 클램핑/브레이크 유닛용
CPX-CMAX 및 CPX-CMPX가 있는 서보-공압용으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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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툴

전동 드라이브

포지셔닝 드라이브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전동기계식 선형 드라이브를 찾으셨나요? 위치 값,
유효 부하, 마운팅 위치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면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에
꼭 맞는 여러 솔루션을 제안해줍니다.
툴 이용 방법:
• 전자 카탈로그에서 파란색 “Engineering” 버튼을 클릭하거나
• 엔지니어링 툴 아래에 있는 DVD를 클릭합니다.

3

전동 드라이브 / 전동 축

전동 실린더
EPCO

전동 실린더
ESBF

전동 축 / 스핀들 구동
EGC-BS

전동 축 / 톱니 벨트 구동
EGC-HD-TB

사이즈

16, 25, 40

32, 40, 50, 63, 80, 100

70, 80, 120, 185

125, 160, 220

최대 이송력 Fx

50 … 650 N

1000 … 17000 N

300 … 3000 N

450 … 1800 N

반복 정밀도

+/−0.02

+/−0.01, +/−0.015, +/−0.05

+/−0.02

행정 거리

1 … 400 mm

100 … 400 mm

50 … 3000 mm

50 … 5000 mm

•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높은 부하/토크
• 옵션 : 클램핑 유닛 좌측 /
우측 / 양측
• 최적화한 프로파일
• 다양한 스핀들 피치
• 스핀들 서포트로 최고 이동
속도 지원
• 모터 축 방향 또는 병렬
키트를 통해 모터 연결

• 고하중용 가이드
• 최대 부하 및 토크와 큰
이송력에 적합
• 정밀 DUO 가이드
• 자유로운 모터 설치

egc

egc

설명

• 피스톤 로드 실린더 형태의
모터가 일체화된 전동
드라이브
• 볼 스크류 포함
• 제품 옵션 : 엔코더, 홀딩
브레이크 및 암나사산
피스톤 로드
• 스핀들 드라이브 : 사이즈당
두가지 피치
• 기존 공압으로 구현되었던
공장 자동화 분야의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
• 백래시가 없는 정밀 가이드

•

•

•

•
•

온라인: 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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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o

볼 스크류(사이즈 32 … 100)
또는 리드 스크류(사이즈
32 … 50)의 스핀들
드라이브로 사용 가능
제품 옵션 : 내부식성
강화형, IP65 보호 등급,
식품 산업용 승인 및 적용
가능 제품, 피스톤 로드
길이 연장
볼 스크류: 최적의 힘-속도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스핀들 피치
볼 스크류: 뛰어난 강성과
정밀성
모터 축 방향 또는 병렬
키트를 통해 모터 연결

es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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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드라이브 / 전동 축

톱니 벨트 축
EGC-TB

스핀들 축
EGC-HD-BS

미니 슬라이드
EGSL

미니 슬라이드
SLTE

사이즈

50, 70, 80, 120, 185

125, 160, 220

35, 45, 55, 75

10, 16

최대 이송력 Fx

50 … 2500 N

300 … 1300 N

75 … 450 N

3

반복 정밀도

+/−0.08, +/−0.1

+/−0.02

+/-0.015

+/-100.000

행정 거리

50 … 8500 mm

50 … 2400 mm

50 … 300 mm

50 … 150 mm

설명

•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높은 부하/ 토크
• 옵션 : 클램핑 유닛 좌측 /
우측 / 양측
• 최적화한 프로파일

• 고부하용 가이드
• 통합 볼 스크류
• 최대 부하 및 토크,
큰 이송력과 빠른 속도,
긴 사용 수명
• 고부하 용량을 갖는 정밀
DUO 가이드 레일

• 부하용량이 커 프레싱과
• 리드 스크류가 있는
접합 같은 수직 작업에 적합
전동기계식 선형 축
• 밀폐형 스핀들 : 파티클이나 • DC 서보 모터 포함
소형 부품의 유입을 차단
• I/O 인터페이스, PROFIBUS,
• 다양한 모터 위치 : 모터를
CANopen, DeviceNet을
병렬 또는 직렬로 부착 가능
통해 간편하게 작동
• 견고한 정밀 가이드

온라인: è

egc

egc

egsl

slte

전동 드라이브 / 전동 축

신품
제

신품
제

전동 슬라이드
EGSK

스핀들 축
ELGA-BS-KF

톱니 벨트 축
ELGA-TB-KF

사이즈

15, 20, 26, 33, 46

70, 80, 120, 150

70, 80, 120, 150

최대 이송력 Fx

19 … 392 N

300 … 3000 N

260 … 2000 N

반복 정밀도

+/−0.003 – +/−0.004, +/−0.003 –
+/−0.01, +/−0.01

+/−0.02

+/−0.08, +/−0.1

행정 거리

25 … 840 mm

신제품
설명

•
•
•
•
•

온라인: è

eg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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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스크류가 있는 전동기계식 선형 축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표준 마운팅 인터페이스
콤팩트 디자인
우수한 강성

50 … 3000 mm

50 … 8500 mm

• 신제품

• 식품 산업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 부하 용량과 토크 부하가 우수한 내부
정밀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커버스트립 보호형 타입
• 유연성이 있는 정밀 가이드
• 이송력과 정확도에서 최고 요건 충족
• 최고 2 m/s의 속도와 최고 15 m/s²의
가속도
• 공간 절약형 위치 감지
• 다양한 모터 위치

• 부하 용량과 토크 부하가 우수한 내부
정밀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커버스트립 보호형 타입
• 고부하 용량을 갖는 정밀 가이드 레일
• 최고 5 m/s의 속도와 최고 50 m/s²의
가속도
• 뛰어난 이송력
• 다양한 모터 위치

elga

e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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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드라이브 / 전동 축

3

톱니 벨트 축
ELGA-TB-G

톱니 벨트 축
ELGA-TB-RF

톱니 벨트 축
ELGG

톱니 벨트 축
ELGR

사이즈

70, 80, 120

70, 80, 120

35, 45, 55

35, 45, 55

최대 이송력 Fx

350 … 1300 N

260 … 1000 N

50 … 350 N

50 … 350 N

반복 정밀도

+/-0.08

+/-0.08

+/−0.1

+/−0.1

행정 거리

50 … 8500 mm

50 … 7400 mm

50 … 1200 mm

50 … 1500 mm

설명

•
•
•
•
•

일체형 베어링 가이드
경부하 및 보통 부하용
낮은 가이드 백래시
외부 가이드용 액추에이터
최고 5 m/s의 속도와 최고
50 m/s²의 가속도
• 다양한 모터 설치
• 자유로운 모터 설치 방향
선택

• 일체형 롤러 베어링 가이드
• 최고 10 m/s의 속도와 최고
50 m/s²의 가속도
• 가이드 백래시 = 0 mm
• 토크 부하 상태에서 매우
우수항 동작 성능
• LM 가이드의 대안으로
손색없는 견고함
• 외부 가이드용 액츄에이터,
고속에 적합
• 자유로운 모터 설치 방향
선택

• 두 개의 마주보는 슬라이드
2개가 포함된 톱니 벨트 축
• 가이드 타입 : 저가형
베어링 가이드, 정밀 볼
베어링 가이드
• 옵션인 중앙 지지 고정부는
강성을 향상
• 모든 방향에서 모터 마운팅
가능

• 가격 대비 최적의 성능
• Ready-to-install unit (설치
후 바로 사용 가능한 유닛),
쉽고 빠른 설계가 가능
• 평면 볼 베어링 가이드,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모든 방향에서 모터 마운팅
가능
• OMS 제품

온라인: è

elga

elga

elgg

elgr

전동 드라이브 / 전동 축

스핀들 축
DGE-SP

톱니 벨트 축
DGE-ZR, DGE-ZR-KF, DGE-ZR-HD

톱니 벨트 축
DGE-ZR-RF
25,40,63

사이즈

18, 25, 40, 63

8, 12, 18, 25, 40, 63

최대 이송력 Fx

140 … 1600 N

15 … 1500 N

260 … 1500 N

반복 정밀도

+/−0.02

+/−0.08, +/−0.1

+/−0.1

1 … 4500 mm

1 … 5000 mm

행정 거리
설명

• 타입 : 가이드X,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전동 톱니 벨트 축
• 전동 톱니 벨트와 롤러 베어링
• 옵션: 보호 버전
• 가이드가 없는 톱니 벨트 축 : DGE-ZR
가이드가 포함된 전동 축
•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포함 톱니 벨트 • 고속 동작에 적합
축 : DGE-ZR-KF
• 옵션 : 커버 타입

온라인: è

dg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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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드라이브 / 전동 축

회전 드라이브
ERMO

회전 모듈
ERMB

사이즈

12, 16, 25, 32

20, 25, 32

최대 이송력

0.15 ... 5 Nm

0.7 ... 8.5 Nm

최고 입력속도

50 ... 100 l/min

900 ... 1350 rpm

회전 각도

무한

무한

설명

•
•
•
•
•
•

•
•
•
•
•

온라인: è

ermo

스텝퍼 모터와 기어 유닛이 내장된 전동 회전식 드라이브
Servo Lite - 폐루프로 작동하는 엔코더
큰 힘과 토크를 흡수하기 위한 중부하용 베어링
뛰어난 평면 및 동심 구동성의 백래시가 없는 회전 플레이트
간편한 설치
간단한 회전 인덱싱 테이블 어플리케이션용, 다축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전 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

3

톱니 벨트 구동
콤팩트한 디자인
모든 위치에서 마운팅 가능
안정적인 출력 샤프트 베어링
제한 없는 위치 각도

ermb

리니어 가이드

신품
제

가이드 축
ELFA

가이드 축
EGC-FA

사이즈

70, 80

70, 80, 120, 185

행정 거리

50 … 7000 mm

50 … 8500 mm

가이드

롤러 베어링 가이드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신제품

• 새로운 시리즈

설명

•
•
•
•

온라인: è

elfa

드라이브 축 ELGA용
다축 어플리케이션에서 힘과 토크 지지용.
비틀림 저항성 개선
동적 부하로 진동 감소

• 가이드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
드라이브리스 가이드 유닛
• 다축 어플리케이션에서 힘과 토크 지지용.
• 비틀림 저항성 개선
egc

전동 핸들링 모듈

회전/리프팅 모듈
EHMB
사이즈

20, 25, 32

최대 이송력

0.7 … 6.7 Nm

최고 입력속도

900 … 1350 1/min

회전 각도

무한

설명

• 회전/리프팅 동작이 가능한 완전 모듈
• 직선 운동에 적합한 모듈식 드라이브 컨셉, 고속 동작에 적합
• 큰 직경의 중공축은 전원 공급 배선을 보다 안전하고 쉽게 도와줌

온라인: è

eh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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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드라이브 / 전동 축

신품
제

3

KEFD-BS
사이즈

12, 15, 20

최대 이송력 Fx

300 … 900 N

반복 정밀도

+/-0.02 mm

행정 거리

50 … 1600 mm

설명

•
•
•
•
•

온라인: è

kefd-bs

46

Double LM Guide가 내부에 장착된 고하중, 고강성 전동 드라이브
외부로부터 LM 및 볼 스크류가 보호되어 있는 Clean Look Type
Ball Screw와 LM guide block의 그리스 윤활을 위한 주입 포트 내장
외부 이물질 보호용 커버 장착 가능 (옵션 C)
옵션 : Black Anodizing, Raydent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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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들 및 톱니 벨트 축 ELGC
미니 슬라이드 EGSC
3

최대
공간 절약

콤팩트함!
주요 장점

적은 면적이 관건인 공간 절약형 핸들링 시스템에 이 축을 사용하여
조립 시스템, 테스트 및 검사 시스템, 소형 부품 핸들링 유닛,

• 초소형, 비용 효율성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 및 전자기기 부분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 설치 공간 대 작업 공간의

있습니다. 저가의 선형 축 ELGC와 미니 슬라이드 EGSC를 사용하여

최적 비율
• “원 사이즈 다운(one-size-

설치 공간과 작업 공간 사이의 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down)”라는 독특한 조립

두 제품 모두 공통된 시스템 접근방식, 플랫폼 아키텍처 그리고
어댑터 없는 연결부가 특징입니다.

시스템
• 선형 축과 미니 슬라이드로
구성된 확장이 가능한
모듈식 시스템 키트
• 액세서리 표준화로 설계
시간 단축 및 창고 규모
축소

스핀들 및 톱니 벨트 축 ELGC

“원 사이즈 다운(one-size-

보호되어 있는 내부 순환

down)” 조립 시스템

볼베어링 가이드는 XY 이동과

Festo의 신형 핸들링 시스템은

수직 Z 이동에 적합합니다.

단순한 선형이나 3차원 갠트리,
픽앤플레이스(pick & place)

미니 슬라이드 EGSC

솔루션이나 3D 캔틸레버 시스템

스핀들이 조용하게 작동하며,

모두 특별한 전문 기술이나 도구

탄성이 있는 고성능 미니

없이도 간편하게 결합하여

슬라이드는 수직 Z 이동 또는

조립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장착 위치와 상관없이 개별

시스템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가이드된 선형 이동에

범용 프로파일 조임장치를 통해

적합합니다.

더 큰 베이스 축을 더 작은 추가
축과 간단하게 결합할 수

하나의 기술

있습니다.

두 인터페이스 모두 외관이
깔끔하고(클린 룩) 중량을
최적화한 디자인을 사용하였고,
모터를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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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드라이브
콤팩트함과 간편함을 동시에 : 핸들링 시스템 한눈에 보기
저가형 콤팩트 핸들링 솔루션 - 개별 축에서 완전형 핸들링 시스템까지

3
단일 축 시스템
하중이 큰 제작물도 정밀한 위치
조정과 정렬 가능
• 미니 슬라이드와 회전식
드라이브를 어댑터 없이 직접
장착
• 2D 및 3D 시스템의 선형-회전
Z 축으로도 제공 가능

픽앤플레이스 솔루션
단순한 요구에 대한 간결한
답변:
• 미니 슬라이드와 회전식
드라이브를 어댑터 없이 직접
장착
• 기계적으로 단단한 디자인과
정밀 위치 조정

선형 갠트리
단순한 핸들링 작업의 수직 2D
이동을 적은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스핀들 또는 톱니 벨트 축에
미니 슬라이드가 결합되어
수직 2D 작업 공간에 적합
• 공간 최적화 및
간편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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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틸레버
설치 공간을 최적화한 견고한
3D 핸들링 유닛을 사용하여 더
큰 하중에 적합합니다.
• 스핀들 또는 톱니 벨트 축에
Z 축용 미니 슬라이드 결합
• 하중이 클 때 강성을 보강하는
90° 어댑터 추가

캔틸레버
단순한 작업에 적합한 단순한
소형 핸들링 유닛
• 3D 이동을 위한 스핀들 또는
톱니 벨트 축 결합
• 어댑터가 없고, Z 행정이 긴
경제적인 시스템 구조

캔틸레버
가이드 성능이 좋은 저가의 소형
시스템
• 3D 모션과 Y 행정이 긴 경우에
적합한 스핀들 또는 톱니 벨트
축 결합
• 가이드 축 ELFC를 포함해 두 개
축이 병렬로 설치되어

3차원 갠트리

증가하는 토크를 흡수하며,

가성비가 뛰어난 초소형 3D

캔틸레버 축의 가이드 성능

시스템

향상

• 소규모 갠트리 EXCM과 Z 축용
미니 슬라이드를 결합하여
작업 공간 극대화
• 길이 및 너비 조정 가능,
다양한 Z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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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드라이브
콤팩트함과 간편함을 동시에 : 핸들링 시스템 한눈에 보기
최적으로 결합된 무제한 확장이 가능한 모듈식 시스템

3
통합 커플링
• 모터 장착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초소형 디자인
• 사용 중 간편하게 교체

유연한 모터 조립 위치
스핀들 축과 미니 슬라이드로
모터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터 위치 90°로 세 번 회전,
세 가지 90° 방향 장착이
가능한 병렬 키트
• 모터 위치를 90°로 네 번 돌릴
수 있는 축방향 키트도 제공
• 설치 후 위치 재변경 가능

소형 핸들링 시스템
축 디자인으로 한쪽의 행정
길이가 0으로 최적화되어 공간
효율이 뛰어난 솔루션입니다.
• 설치 공간 대 작업 공간의 최적
비율
• 축의 한쪽 면에 모터 장착용
영점 행정 길이를 사용하여
병렬 부착에 적합
• 전자산업 부문의 기본 요구
충족

범용 마운팅 액세서리
• 기계 조립 및 축 상호연결용
표준 프로파일 마운팅
• 축 프로파일에서 횡방향 조립,
위치 조정이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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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위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톱니 벨트 축으로 모터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
• 모터 위치를 90°로 네 번 돌릴
수 있는 축방향 키트
• 모터 위치를 90°로 세 번
회전하는 종류와 세 가지 90°
방향 조립이 가능한 병렬 키트
• 나중에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저렴한 비용으로 위치 감지
• 표준
− 축 ELGC의 슬라이드 양쪽에
위치 자석
− 미니 슬라이드 EGSC에 위치
자석 링
• 자기-저항 근접 센서 SMT-8M
장착
− 전환 출력 PNP가 있는 상시
개방 또는 상시 폐쇄 접점
− 센서 브래킷을 이용해
앵글 키트

표준 프로파일 장착 부착물

프로파일에 유연하고,

원 사이즈 다운 조립 시스템에는

축과 축을 직각으로 장착하는

확실하고, 빠르게 장착

수직 축에 직접 장착하는 앵글

부착물이 있는 독특한 범용
“원 사이즈 다운” 조립 시스템

− 센서 브래킷에 간단하게

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본 축에 Z 축 역할을 하는

• 추가 어댑터 플레이트 없이

− 언제든 추가 또는 위치 조정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추가 축
결합
• 앵글 키트는 수직 장착 위치에
따라 기본 축 위에 장착
• Z 축은 어댑터 없이 표준
프로파일 부착물에 직접 장착
요크 플레이트
전기 회전식 드라이브 ERMO용

기본 축을 그 다음으로 가장

가능

작은 추가 축으로 조립
• 같은 크기의 축 2개를 결합할
때는 추가 장착 플레이트만
필요
• 장비에 기본 축 장착 용도로
사용
• 하나의 제품 시리즈에 속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포함

모든 축과 슬라이드에 동일한

• 미니 슬라이드 EGSC에 ERMO

프로파일 부착물을 사용할 수

를 장착할 때 어댑터 필요 없음

삽입하여 사용

있음

• 최적화된 설치 공간과 Z 축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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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들 및 톱니 벨트 축 ELGC
모듈식 시스템의 장점 – 저가의 독립 축으로 사용하거나 완전한 유닛으로 사용

3

가이드 축 ELFC-KF

스핀들 축 ELGC-BS-KF

• 재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와

• 네 가지 사이즈, 최고 이동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드 유닛이 있는 무동력
선형 가이드 유닛
• 다축 용도에서 힘과 토크 흡수
• 동적 부하 시 비틀림 저항
증가, 진동 감소

속도 1m/s, 길이 1,000mm
• 슬라이드 내부의 탄성이 있는
정밀 재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와 볼 스크류가 있는
스핀들
• 가이드와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밴드로
보호됨

내장된 커플링
• 스핀들 축에 통합된 초소형
디자인
• 클램핑 링을 포함한 커플링의
출력 절반은 축 구조의 일부
• ELGC-BS-KF에 맞게 최적으로
설계됨
• 사용 중 간편하게 교체
• 축방향 및 병렬 키트와 호환
• 중공인 내부를 사용하여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병렬 키트 피니언

진공 포트

유연한 모터 조립 위치

슬라이드 및 프로파일 장착

• 표준: 축 누출을 방지하는

모터 위치 및 장착 키트를

표준 범용 프로파일 패스너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설치 후에도 변경 가능.

함께 지능적으로 설계된
슬라이드가 독특한 “원 사이즈

• 축방향 키트: 모터 위치 90°

다운” 조립 시스템을

밀폐식 연결
• 선택사항: 설치 후 필요할
경우 진공 연결로 업그레이드
가능
• 진공 연결 시: 입자 배출이
적어 시스템 보호 성능 향상

4개, 180° 라인 회전 출구 방향

형성합니다.

2개

• 소형 핸들링 시스템에 적합한

• 병렬 키트: 90° 장착 방향 3개,
각각 90° 모터 위치 회전 3개,
180° 라인 회전 출구 방향 2개

축 및 미니 슬라이드의 어댑터
없는 연결
• 추가 어댑터 플레이트 없이
기본 축을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장착 축에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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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니 벨트 축 ELGC-TB-KF
• 세 가지 사이즈, 최고 이동
속도 1.5 m/s, 길이 2,000mm
• 톱니 벨트와 슬라이드 내부의
탄성이 있는 정밀 재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가이드와 톱니 벨트는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밴드로
덮여 있음

클린 룩 디자인

통합 커플링

톱니 벨트 축을 이용한 유연한

소형 이중 베어링

• 표면이 매끈하고 센서 슬롯이

• 톱니 벨트 축에 통합된 초소형

모터 장착

고성능, 이중 볼 베어링이 축에

모터 위치 및 장착 키트를

통합되어 구동력과 토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흡수합니다.

설치 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축 안의 소형 설치물

• 축방향 키트: 모터 위치 90°

• 병렬 키트에 추가 피니언

없는 클린 룩 디자인의 ELGC
• 청소가 간편하며, 오염이 적음
• 전자산업 부문과 장비의
보이는 영역에 사용하기 적합

디자인
• 클램핑 링을 포함한 커플링의
출력 절반은 축 구조의 일부
• ELGC-TB-KF에 맞게 최적으로
설계됨
• 사용 중 간편하게 교체
• 축방향 및 병렬 키트와 호환
• 중공인 내부를 사용하여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4개, 180° 라인 회전 출구 방향
2개
• 병렬 키트: 90° 장착 방향 3개,

베어링이 필요 없음
• 더 작은 핸들링 시스템에 맞는
더 작은 치수

각각 90° 모터 위치 회전 3개,
180° 라인 회전 출구 방향 2개

있는 병렬 키트 피니언

1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밴드

2 재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3 위치 감지용 자석

• 내부 가이드와 톱니 벨트 보호

• 사용 수명이 긴 일체형 재순환

• 슬라이드 양쪽의 위치 자석

• 마그네틱 스트립으로 완전
밀폐
• 거꾸로 설치해도 늘어지지

볼 베어링 가이드
• 견고한 정밀 가이드 레일이 큰
가이드 힘 흡수

않음

• 스핀들과 톱니 벨트 축 기본
제공
• 근접 스위치 SMT-8M을 함께
사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위치 감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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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슬라이드 EGSC-BS
모듈식 시스템의 장점 – 저가의 독립 축으로 사용하거나 완전한 유닛으로 사용

3
미니 슬라이드 EGSC-BS
• 네 가지 초소형 사이즈, 고정밀
위치 조정 속도 최고
600 mm/s, 길이 200mm
• 수명이 길고, 마모가 적은 볼
스크류가 사용된 스핀들
• 로드 베어링 용량이 큰 요크
슬라이드용 재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위치 감지용 링 자석
• 스핀들 너트에 들어 있는 위치
볼 스크류
• 내부 마찰이 적은 고급 볼
통합 선형 가이드

스크류

요크 슬라이드의 탄성 및 정밀

• 최소 기본 로드 토크 덕분에 더

선형 가이드와 내구성이 좋은

작은 모터를 사용할 수 있음

고급 볼 베어링 가이드가
하우징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석 링
• 미니 슬라이드 EGSC 기본 제공
• 근접 스위치 SMT-8M을 함께
사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위치 감지

• 따라서 전력 사용량은 물론
크기와 무게도 절감할 수 있음

• 견고한 정밀 가이드 레일이
횡방향력 흡수
• 높은 토크에서 회전할 때 보호
성능 향상
• 미니 슬라이드의 강성 향상

54

 www.festo.com/catalogue/…z

변경될 수 있음 – 2017/01

전동 드라이브

¤

3

통합 커플링

• 사용 중 간편하게 교체

• 미니 슬라이드에 통합된

• 축방향 및 병렬 키트와 호환

초소형 디자인
• 클램핑 링을 포함한 커플링의
출력 절반은 축 구조의 일부

• 중공인 내부를 사용하여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병렬 키트 피니언

• EGSC-BS에 맞게 최적으로
설계됨

요크 플레이트

소형 이중 베어링:

매우 유연한 모터 장착

압력 방출 포트

• 전기 회전식 드라이브 ERMO

고성능, 이중 볼 베어링이 미니

모터 위치 및 장착 키트를

• 표준: 포트에 나사로 고정하는

용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슬라이드에 통합되어 구동력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토크를 흡수합니다.

설치 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축 안의 소형 설치물

• 축방향 키트: 모터 위치 90°

• 미니 슬라이드 EGSC에 ERMO를
장착할 때 어댑터 필요 없음

• 병렬 키트에 추가 피니언
베어링이 필요 없음
• 더 작은 핸들링 시스템에 맞는
더 작은 치수

4개, 180° 라인 회전 출구 방향
2개
• 병렬 키트: 90° 장착 방향 3개,

소결판
• 선택사항: 나중에 피팅과
튜브를 이용해 압력 보상
공기가 배관될 수 있음
• 배관된 압력보상공기:
주변의 입자나 습기가 미니

각각 90° 모터 위치 회전 3개,

슬라이드에 흡입되지 않으며

180° 라인 회전 출구 방향 2개

드라이브에서 주변 대기로
입자가 방출되지 않음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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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핀들 축 ELGC-BS 및 전동 톱니 벨트 축 ELGC-TB
스핀들 축 ELGC-BS-KF

톱니 벨트 축 ELGC-TB-KF

3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밴드,
마그네틱 스트립으로 완전
밀폐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제품 사용 수명이 긴 일체형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견고한 정밀 가이드 레일이 큰 가이드 힘 흡수

콤팩트한 사이즈의
일체형 커플링, 사용 중
간편하게 교체 가능
모든 위치에서 모터 조립 가능
모터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클린 룩 디자인: 세척이
용이하며,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여 오염이 적음

진공 포트
• 표준 : 밀폐형 타입,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
• 옵션 : 언제든지 연결 가능, 진공 연결시 시스템
보호 성능 향상

콤팩트한 사이즈의 이중 베어링
축에 통합되어 공간 절약

기술 데이터

전동 스핀들 축
ELGC-BS-KF

전동 톱니 벨트 축
ELGC-TB-KF

가이드 축
ELFC-KF

디자인

볼 스크류가 있는 전동 축

톱니 벨트가 있는 전동 축

무동력 선형 가이드 유닛

사이즈

32, 45, 60, 80

45, 60, 80

32, 45, 60, 80

작동 스트로크 [mm]

100 … 1,000

200 … 2,000

100 … 2,000

최대 이송력 [N]

40, 100, 200, 350

75, 120, 250

-

최대 속도 [m/s]

1

1.5

1.5

최대 가속도 [m/s2]

15

15

15

다양한 조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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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슬라이드 EGSC-BS
압력 보상 포트
• 표준 : 포트에 나사로 고정하는 소결판
• 배관된 압력 보상 공기 : 주변의 입자나 습기가 미니
슬라이드에 흡입되지 않으며 드라이브에서 주변 대
기로 입자가 방출되지 않음

내부 마찰이 적은 초고성능
볼 스크류

3

콤팩트한 사이즈의
일체형 커플링 : 사용 중
간편하게 교체 가능
견고한 고부하 베어링과 정밀
리니어 가이드가 횡방향력을
흡수하고 회전을 방지

간편한 모터 설치 : 모터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클린 룩 디자인:
세척이 용이하며,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여 오염이 적음

표준화된 인터페이서 : 전동
회전 드라이브 ERMO 장착 시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음.

콤팩트한 사이즈의 이중
베어링: 축에 통합되어
공간 절약

기술 데이터
디자인

볼 스크류가 있는 전동 미니 슬라이드

사이즈

25 / 32 / 45 / 60

작동 스트로크 [mm]

25 … 200

최대 이송력 [N]

20 / 60 / 120 / 250

최대 속도 [m/s]

0,6

최대 가속도 [m/s ]

15

반복 정밀도 [µm]

± 15

2

다양한 조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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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공간 내 모든 위치에 접근: 미니 평면형 표면 갠트리 EXCM-30

3

고기능성, 초소형, 최대 작업

통신

추가 옵션

공간

• I/O: 최대 31개 위치에서

• Z 축 및 에너지 체인을

EXCM-30의 병렬 운동 구동
개념은 이동 질량이 적어 클린룸
용도에도 적합합니다. 평면형

간단하게 작동
• CANopen 및 이더넷: 무한한
위치 제어 가능

유연하고 단순한 에너지 체인
개념

표면 갠트리는 최대 작업 공간
면적이 700 x 510mm입니다.

클린 룩 디자인(선택사항)

고속으로 재순환하는 볼 베어링

• 깔끔하고 세련된 Y 축 커버

가이드가 높은 부하를 처리하며,

• 물질/입자의 유입과 방출 방지

적절한 구동장치와 제어장치

• 뒤집어 설치했을 때 특히

패키지 CMXH를 사전에

연결하는 범용 플랜지 어댑터
• 3D 에너지 체인을 사용한

•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회전과
기울기 조절이 되는 키트

유용함

구성하여 커미셔닝을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밀하고 강력한 축 정렬: 전기 회전식 드라이브 ERMO
비용이 저렴한 선회 및 위치

견고한 정밀 베어링

추가 옵션

조정을 위한 유연한 솔루션

• 역회전이 없는 회전판의

• 설치할 때 모터를 90°로 세

패키지

프리텐션 볼 베어링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으며,

초소형 ERMO는 부품과

• 뛰어난 평면 및 동심 구동 특성

위치를 언제라도 변경할 수

제작물의 회전과 정렬 또는

• 큰 힘과 토크를 흡수하도록

있음

부하가 더 큰 선회 작업을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동

설계됨
• 최대 27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실시되는

선회각을 제한하는 외부 장착

회전식 인덱싱 테이블 같은

키트

• 폐루프로 작동하는 엔코더
(옵션)
• M8 연결부가 있는 다중
회전용 일체형 기준 센서

까다로운 작업에 적합합니다.
전원 및 센서 케이블이 지나는
밀폐 중공 샤프트가 있어 핸들링
시스템에 간편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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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작을 동시에 제어: 구동장치 및 제어장치 패키지 CMXH
2D 모션에 적합한 소형, 고성능

PNP의 I/O 인터페이스와 범용

장치

통신을 지원하며, 사전 구성과

EXCM-30용으로 표준화된

Festo 플러그 및 작업으로 빠른

• 폐루프 서보 작동용 엔코더

제어장치 패키지 CMXH는

커미셔닝이 가능합니다.

• EN 61800-5-2에 따른 STO 안전

• 보호 등급이 IP20인 구동장치

3

및 제어장치 패키지

포함

모터와 모터 제어장치로
구성됩니다.

유연한 고성능 제어기: 서보 및 스테퍼 모터용 모터 제어장치
서보 모터 컨트롤러 CMMPAS-M0/M3
이 서보 모터 제어장치 범위는
동적 모션용 고기능성 솔루션을

• 보편적 개념의 커미셔닝,
프로그래밍 및 매개변수화
• 안전 지향 용도의 재시작
차단과 통합된 안전 정지 기능

제공하여 캠 디스크의 전자

• 펌웨어 및 파라미터용 SD 카드

제어에 적합합니다.

• STO(안전 토크 해제), 최대
범주 4, PLe 통합

CMMP-AS-M0은 표준 기능이
있는 기본 버전이며 CMMP-

• 최고 범주 4, PLe의 안전 정지
기능과 동적 안전 기능

AS-M3은 이더캣(Ethercat) 연결

CMMP-AS-M0

CMMP-AS-M3

CMMS-ST

CMMO-ST

또는 안전 모듈 같은 확장
옵션이 포함됩니다.

스테퍼 모터 컨트롤러 CMMx-ST

폐루프 서보 제어장치 CMMO-ST

CMMS-ST는 단일 축 위치
제어장치이며, 엔코더를 통해

는 스테퍼 모터에 적합합니다.
“WebConﬁg” 및 “WebDiag”,

폐루프 서보 시스템(옵션)을

구성 및 진단용 통합 HTML 웹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버, 범주 3, PLe의 STO(안전

엔코더 없이 스테퍼 모터가 있는

토크 OFF)가 포함됩니다.

저가 개방 루프 시스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고성능 모션: 서보 및 스테퍼 모터
서보 모터 EMMS/E-AS

스테퍼 모터 EMMS-ST

• 단일 회전 샤프트 엔코더

• 폐루프 기능용 엔코더(옵션)

(표준), 다중 회전 샤프트

• 보호 등급 IP65의 모터

엔코더(절대위치 옵션)

하우징과 플러그 연결부

• 보호 등급 IP65의 모터
하우징과 전원/엔코더 연결부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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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68 ko 2017/10 – 오류 삭제, 생략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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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및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툴

모터 및 컨트롤러

Festo Conﬁguration
Tool (FCT)

FCT는 모든 Festo 장치, 특히 모터 컨트롤러를 지원하는 구성 및 파라미터 설정
소프트웨어입니다.
매우 유연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장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며, 사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확인하며 익힐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의 Support(지원) > Support Portal(지원 포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CODESYS

IEC 61131-3에 따른 내장 장치의 표준화 프로그래밍용 CODESYS입니다. 단순한
커미셔닝, 빠른 프로그래밍 및 파라미터 설정으로 더욱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장점:
• 공압 및 전기 자동화 솔루션의 구성, 프로그래밍 및 커미셔닝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주는 하드웨어 중립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 단축 및 다축 포지셔닝 모션에 필요한 광범위한 모듈 라이브러리
• IEC 61131-3 표준이라는 말은 CODESYS가 모든 유형의 제어 작업에 유연하고
개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모듈식: 하드웨어 구성과 시각화용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기능도 제공
• 사용이 간편한 IEC 기능 블록 확장
• 기존 애플리케이션 부분 재사용
이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의 Support(지원) > Support Portal(지원 포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서보 모터

신품
제

통합형 드라이브
EMCA

서보 모터
EMME-AS

서보 모터
EMMS-AS

서보 모터
EMMB

공칭 토크

0.37 … 0.45 Nm

0.12 … 6.4 Nm

0.14 … 22.63 Nm

0.32 … 2.39 Nm

공칭 속도

3100 … 3150 1/min

3000 … 9000 1/min

2000 … 10300 1/min

3000 rpm

피크 토크

0.85 … 0.91 Nm

0.7 … 30 Nm

0.5 … 120 Nm

0.96 … 7.17 Mn

최고 속도

3300 … 3500 1/min

3910 … 10000 1/min

2210 … 23040 1/min

6000 rpm

설명

• 자유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64개의 위치 세트
• 버퍼링 기능이 있는 멀티턴
엔코더
(해상도 최대 32비트 또는
회전수
40억 이상)
• 기본 보호 등급 IP54, 옵션
IP65 가능, 시스템에 직접
설치
• CANopen, EtherNet/IP 및
I/O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동

• 브러시리스 영구 자화 방식
동기 서보 모터
• 디지털 절대 변위 엔코더,
싱글턴 또는 멀티턴
• 신뢰성, 역동성, 정확성
• 최적화된 연결 기술
• 40종 이상 보유
• 홀딩 브레이크 제공

• 브러시리스 영구 자화 방식
동기 서보 모터
• 디지털 절대 변위 엔코더,
싱글턴 또는 멀티턴
• 66종 보유
• 주문 제작 490종
• 홀딩 브레이크, IP65,
리졸버 옵션
• 다양한 권선 종류

• 브러시리스 영구 자화식
동기 서보 모터
• 디지털 싱글턴 절대 변위
엔코더
• 높은 신뢰도와 역동성,
정밀성
• 유지(Holding) 브레이크

온라인: è

emca

emme

emms

emmb-as

• 신제품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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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컨트롤러

신품
제

모터 컨트롤러
CMMB
공칭 전류

1.5 … 7 A

공칭 작동 전압 AC

200 … 240 _10% V

공칭 작동 전압 위상

1상

컨트롤러 정격 출력

100, 200, 400, 750 W

인터페이스

RS232 (38400 bps)

신제품

신제품

설명

•
•
•
•
•
•

온라인: è

cmmb-as

4

디지털 서보 컨트롤러(100 W … 750 W)
AC 서보 모터 제어용
펄스트레인 서보모터 제어
폐루프 위치 제어 기능이 있는 위치 컨트롤러
I/O 인터페이스
브레이크 저항 내장

스테퍼 모터

스테퍼 모터
EMMS-ST
최고 속도

430 … 6000 1/min

모터 홀딩 토크

0.09 … 9.3 Nm

설명

•
•
•
•
•

온라인: è

emms

2상 하이브리드 기술로 미세 증분과 우수한 구동 토크 구현
최적화된 연결 기술
28종 보유
폐루프 기능용 엔코더 (옵션)
홀딩 브레이크 제공

AC 서보 모터용 컨트롤러

신품
제

모터 컨트롤러
CMMP-AS-M0, CMMP-AS-M3
공칭 전류

2 … 13 A

공칭 작동 전압 AC

230 … 400 V

공칭 작동 전압 위상

1상, 3상

컨트롤러 정격 출력

500 … 9000 VA

필드버스 지원

PROFIBUS DP, CANopen, DeviceNet, EtherCAT, EtherNet/IP, Modbus/TCP, PROFINET

신제품

• 추가 종류

설명

•
•
•
•
•
•
•

온라인: è

cmmp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분산 모션 기능을 위한 여러 인터페이스와 기능: 플라잉 소우(Flying Saw), 플라잉 상태 측정, 모듈 기능 등
캠 디스크 컨트롤러와 역동적인 동작에 적합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카트로닉 다축 모듈 시스템과 완벽하게 조합
Festo 구성 도구(FCT)를 사용하여 확실하고 간편한 커미셔닝과 파라미터화 구현
스위치 또는 안전 모듈, 확장 모듈용 슬롯 3개 포함(옵션)
통합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Modbus/TCP, CAN 버스 및 디지털 I/O 모듈
추가 확장 모듈: PROFIBUS, PROFINET, EtherCA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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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서보 모터용 컨트롤러

모터 컨트롤러
SFC-DC
공칭 전류

4

3A

공칭 작동 전압 AC

24A

공칭 작동 전압 위상

75 VA

컨트롤러 정격 출력

PROFIBUS DP, CANopen, DeviceNet

필드버스 지원

20 … 70 mm

설명

•
•
•
•
•

온라인: è

sfc-dc

미니 슬라이드 SLTE, 수평 그립퍼 HGPLE 동작용
I/O 인터페이스, PROFIBUS, CANopen, DeviceNet으로 쉬운 작동
옵션 : 제어 판넬
제어 판넬 또는 Festo 소프트웨어 (FCT)로 파라미터화
FCT로 간편하고 쉽게 커미셔닝 및 파라미터 설정

스테퍼 모터용 컨트롤러

모터 컨트롤러
CMMO-ST

모터 컨트롤러
CMMS-ST

6A

8A

컨트롤러 작동 모드

PWM MOSFET 전원 출력단, P 위치 컨트롤러, PI 속도
컨트롤러, PI 전류 컨트롤러가 있는 캐스케이드 컨트롤러

PWM MOSFET 전원 출력단

필드버스 지원

Ethernet

PROFIBUS DP, CANopen

설명

• EPCO, ELGR, ERMO와 최적의 조합
• 스테퍼 모터 EMMS-ST의 편리한 FCT 커미셔닝
• 웹 브라우저와 파라미터 클라우드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파라미터 구성
• Festo 구성 도구(FCT)를 사용하여 확실하고 간편한
커미셔닝과 파라미터화 구현
• 디지털 I/O, IO-Link®, I-Port, Modbus TCP를 통해 간단하게
제어
• “안전 토크 해제 (STO)” : 안전 기능 지원
• 정현파 전류를 주입하여 모터 작동 소리가 매우 작음

• 스테퍼 모터 EMMS-ST 및 모션 최적 시리즈 제어용(EPCO,
ELGR, ERMO용)
• SD 카드 슬롯을 통한 간편한 커미셔닝과 펌웨어 업그레이드
• Festo 구성 도구(FCT)를 사용하여 확실하고 간편한
커미셔닝과 파라미터화 구현
• 통합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디지털 I/O, CAN, RS485
• “안전 토크 해제 (STO)” : 안전 기능 지원
• 옵션: PROFIBUS 및 DeviceNet ®

온라인: è

cmmo

cmms

공칭 전류, 부하 공급

4 kHz

최대 스텝 주파수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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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축 컨트롤러

신품
제

컨트롤러
CMXH-ST2
CPU 데이터
구성 지원

FCT (Festo Conﬁguration Tool)

컨트롤러
CECX-X-C1, CECX-X-M1

256 MB RAM, 32 MB 플래시, 400 MHz,
800 MHz 프로세서

64 MB DRAM, 프로세서 400 MHz

4

CODESYS V2.3, CODESYS V3
약 200 µs/1 k 명령

처리 시간
보호 등급

모터 컨트롤러
CPX-CEC-C1, CPX-CEC-M1

IP20

IP65, IP67

IP20

• OPC UA를 통한 클라우드 연결용
모듈이 있는 유체 및 모션 제어용
플랫폼 1개

신제품

설명

• 평면 갠트리 EXCM 제어용
• 밸브 터미널 구성 간편하게 작동
• 안전 토크 해제 (STO) : 안전 기능 지원 • IEC 61131-3에 따른 CODESYS
• 디지털 I/O 인터페이스, CAN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또는 Ethernet TCP/IP
• 원격 컨트롤러로 모든 필드버스에
제어
연결, 사전 처리용
• CANopen을 통해 전동 드라이브 작동
• 다축 동작 조정용 SoftMotion 기능

• CODESYS가 있는 모듈식 마스터
컨트롤러 또는 CODESYS와
SoftMotion이 있는 모션 컨트롤러
• 표준 IEC 61131-3에 따른 프로그래밍
• 옵션 모듈용 플러그인 슬롯 3개
• 옵션: PROFIBUS용 통신 모듈

온라인: è

cmxh

cecx-x

cpx-cec-m1

공정 자동화용 포지셔너

신품
제

포지셔너
CMSX
표준 공칭 유량

50 … 130 l/min

주변 온도

-5 … 60 °C

참조 값

0 – 10, 0 – 20 mA, 4 – 20 mA

작동 압력

3 … 8 bar

안전 지침

조정 가능, 고정, 개방, 폐쇄

신제품

• 추가 버전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온라인: è

cmsx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서 복동 공압식 1/4 회전 액추에이터의 위치 제어용.
PID 제어 알고리즘에 기반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위치 제어
회전 각도 약 90°의 1/4 회전 액추에이터와 VDI/VDE 지침 3845에 따른 기계식 인터페이스에 적합
24VDC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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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유닛

신품
제

기어 유닛
EMGC

4

연속 출력 토크

2 … 44 Nm

최고 입력 속도

4500 … 6000 1/min

비틀림 강성

0.105 … 2.4 Nm/arcmin

백래시

0.5 … 0.67°

관성 질량 모멘트, 기어
유닛

0.04 … 0.4 kgcm²

최대 효율

90%, 92%, 94%

신제품

• 새로운 시리즈

설명

• 유성 기어 유닛, 1단 또는 2단, 일체형 드라이브 EMCA용
• 기어비 i = 3 ~ i = 40, 재고 보유
• 수명 윤활

온라인: è

emgc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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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퍼
소프트웨어 툴

그립퍼

제품 파인더(그립퍼)

5

정확한 계산의 관건은 안정적인 그립입니다. 이를 위해 중량, 이동 방향, 거리 등을
계산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툴은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그립퍼 유형(수평,
3점, 각도 또는 회전/그립퍼)와 사이즈를 바로 결정해줍니다.
툴 이용 방법:
• 전자 카탈로그에서 파란색 “Product ﬁnder”(제품 파인더) 버튼을 클릭하거나
• DVD 안에 Engineering tools (엔지니어링 툴)을 클릭합니다.

수평 그립퍼

닫힘, 6 bar에서의 총
그립핑력

수평 그립퍼
DHPS

수평 그립퍼
HGPT

수평 그립퍼
HGPD

25 … 910 N

106 … 6300 N

94 ... 3716 N

그립퍼 조당 행정 거리

2 … 12.5 mm

1.5 … 25 mm

3 ... 20 mm

위치 감지

홀 센서 및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그립핑력 유지

열림 시, 닫힘 시

열림 시, 닫힘 시

열림 시, 닫힘 시

설명

• 중부하, 그립퍼 조를 위한 정밀 T-슬롯
가이드
• 콤팩트한 사이즈와 높은 그립핑력
• 최대 반복 정밀도
• 다양한 드라이브 유닛 마운팅 옵션

•
•
•
•
•

•
•
•
•
•

온라인: è

dhps

hgpt

뛰어난 내구성과 파지력
정밀 T가이드 구조
내부, 외부 그립핑 모두 사용 가능
에어 씰링을 통해 내부 먼지 유입 차단
고출력 옵션(F) 주문 가능

열악환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
토크 부하가 높아도 높은 그립핑력 유지
최소 공간에서 높은 그립핑력
40mm까지 8가지 그립핑 직경
반복 정밀도 0 … 0.05 mm

hgpd

수평 그립퍼

수평 그립퍼
HGPP

닫힘, 6 bar에서의 총
그립핑력

158 … 2742 N

80 … 830 N

그립퍼 조당 행정 거리

20 … 150 mm

2 … 12.5 mm

30 ... 80 mm

5 ... 7.5 mm

위치 감지

근접 센서를 통해

홀 센서 및 유도 센서를 통해

내장형 각형 변위 엔코더

근접 센서를 통해

그립핑력 유지

전동 평행 그립퍼
HGPLE

2점 그립퍼
HGP

수평 그립퍼
HGPL

160 ... 340 N

열림 시, 닫힘 시

설명

다양한 센서 옵션 추가
• 초정밀 그립퍼 조 가이드
공간 절약형, 고출력과 토크 • 내부, 외부 그립핑 모두
정밀한 센터링과 제어
사용 가능
긴 행정거리 : 긴 그립퍼 조 • 다양한 마운팅 방법으로
가이드
유연한 설치 가능
• 내부, 외부 그립핑 모두
사용 가능
• 스트로크 조절 가능
(사이클 타임 최적화)

• 긴 행정거리 전동 그립퍼
• 속도 조절이 가능한
자유로운 그립핑 위치
• 긴 행정 거리로 다양한
사이즈의 적재물을 그립핑
• 매우 민감한 대형 작업물을
이동할 때 그립핑력을 조정
가능
• 높은 토크 저항성, 높은
정밀도
• 고속 그립핑
• 최소 설치 비용

• 복동 피스톤 드라이브
• 높은 그립핑력, 콤팩트한
사이즈
• 자체 센터링
• 외부 / 내부 그립핑력 적합
• 분진이 많은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 이물질
유입 방지 캡 (보호 등급
IP54)
• 최대 반복 정밀도
• 내부 고정 유량 제어
• 다용도 그립퍼 : 적응형
그립퍼 핑거 옵션
• 다양한 마운팅 옵션

온라인: è

hgpl

hgple

hg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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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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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그립퍼

3점 그립퍼
DHDS

3점 그립퍼
HGDT

닫힘, 6 bar에서의 총
그립핑력

87 … 750 N

207 … 2592 N

그립퍼 조당 행정 거리

2.5 … 6 mm

1.5 … 10 mm

위치 감지

홀 센서 및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그립핑력 유지

닫힘 시

열림 시, 닫힘 시

설명

•
•
•
•

•
•
•
•
•

온라인: è

hgds

hgdt

각도 그립퍼
DHWS

각도 그립퍼
HGWM

30 … 1362 Ncm

22 ... 64 Ncm

중부하, 그립퍼 조를 위한 정밀 T-슬롯 가이드
콤팩트한 사이즈와 높은 그립핑력
최대 반복 정밀도
다양한 드라이브 유닛 마운팅용 옵션

5

그립퍼 조의 동기화
T 슬롯 가이드 포함
내부, 외부 그립핑 모두 사용 가능
에어 씰링을 통해 내부 먼지 유입 차단
고출력 옵션(F)도 주문 가능

각도 그립퍼

닫힘, 6 bar에서의 총
그립핑력
그립퍼 조당 행정 거리

40°

14 ... 18.5°

위치 감지

홀 센서 및 근접 센서를 통해

없음

그립핑력 유지

닫힘 시

설명

• 향상된 그립퍼 조 가이드
• 마이크로 타입 : 콤팩트한 사이즈, 핸디형
• 링크 가이드 시스템
• 다양한 마운팅 옵션
• 내부 고정 유량 제어로 어플리케이션의 90%에서 외부 유량 • 다용도 그립퍼 : 적응형 그립퍼 핑거 옵션
제어가 필요 없음
• 최대 반복 정밀도
• 다양한 드라이브 유닛 마운팅용 옵션

온라인: è

dh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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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퍼
반경 그립퍼

반경 그립퍼
DHRS

반경 그립퍼
HGRT

닫힘, 6 bar에서의 총
그립핑력

15 … 660 Ncm

158 ... 7754 Ncm

최대 개방 각도

180°

180°

위치 감지

홀 센서 및 근접 센서를 통해

근접 센서를 통해

설명

•
•
•
•

• 마이크로 타입 : 콤팩트한 사이즈, 핸디형
• 압축 스피링으로 높은 그립핑력 백업, 갑작스런 압력
하강에도 대상물을 그립핑
• 압축 스프링으로 높은 그립핑력 : 고하중 어플리케이션
• 개방 각도를 조절하여 사이클 시간 조정 가능, 그립퍼 핑거
당 최대 개방 각도는 90°로 그립퍼 조가 넓게 열려 충돌하는
것을 방지

온라인: è

dhrs

5

토크 부하가 높아도 그립퍼 조를 옆에서 지지
자체 센터링
그립퍼 조 센터링 옵션
최대 반복 정밀도

hgrt

회전/그립퍼 유닛

회전/그립퍼 유닛
HGDS
닫힘, 6 bar에서의 총
그립핑력

74 … 168 N

그립퍼 조당 행정 거리

2.5 … 7 mm

회전 각도

210°

위치 감지, 그립퍼

근접 센서를 통해

설명

• 수평 그립퍼와 회전 실린더의 조합
• 회전각 자유롭게 조정 가능
• 탄성 쿠션 또는 일체형 충격 완충기로 정밀한 끝단 정지

온라인: è

hg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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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우즈 그립퍼

벨로우즈 그립퍼
DHEB
벨로우즈 행정거리

3.5 … 25 mm

최소 그립핑 직경

8 … 66 mm

최대 그립핑 직경

11 … 85 mm

그립퍼의 최대 작동
주파수

≤4 Hz

설명

•
•
•
•
•
•

온라인: è

dheb

5

8 ~ 85mm 까지 11개의 그립핑 직경
이동 방향: 벨로우즈 상승 또는 하강
다양한 벨로우즈 재료: EPDM 또는 실리콘
측면 또는 위쪽 공압 연결부
최적화된 프로세스 순서로 품질 향상: 작업물의 긁힘 방지
근접 또는 위치 센서 감지(옵션)

그립퍼 액세서리

신품
제

적응형 그립퍼 핑거
DHAS
신제품

• 새로운 시리즈

설명

•
•
•
•

온라인: è

d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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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작업물 형태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
적응형 그립퍼 핑거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립핑, 물고기 꼬리지느러미 동작에서 착안한 Fin Ray Effect ®
사이즈 60, 80, 120
작업물 직경 범위 6 ~ 1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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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퍼
피드 분리기

피드 분리기
HPV

5

작동 모드

복동

피스톤 직경

10 mm, 14 mm, 22 mm

행정 거리

10 … 60 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45 … 225 N

설명

•
•
•
•

온라인: è

h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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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런저 2개 버전
트윈 피스톤, 비회전 피스톤 로드, 잠금 메커니즘 포함
최적의 경재성: 이송 공정에서 드라이브 2개 이상 교체
근접 센서 SME/SMT-8을 하우징에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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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링 시스템
핸들링 시스템

직교좌표 시스템

신품
제

신품
제

신품
제
단일 축 시스템
YXCS

2D 선형 갠트리
YXCL

설명

• 즉시 설치 가능한 단일 축
솔루션: 매칭 모터, 모터
컨트롤러 패키지를 비롯해
케이블 및 튜브 경로 배치용
에너지 체인 포함
• 모든 단일 축 운동에 적합
• 긴 갠트리 행정 거리와
중부하에 이상적
• 우수한 기계적 강성과
견고한 디자인

• 긴 갠트리 행정 거리와
• 우수한 동적 반응으로 짧은
중부하에 이상적
사이클 시간 보장
• 우수한 기계적 강성과
• 완벽한 드라이브와
견고한 디자인
컨트롤러의 조합으로 빠른
• 제품 공급 또는 로딩/언로딩
커미셔닝 보장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주
• 낮은 이동 자중으로 특히
사용
경제성이 뛰어남
•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Festo의 드라이브/축 사용

• 경량, 매우 무거운 중량의
적재물이나 높은 유효
부하를 처리 가능
• 매우 긴 행정거리에 특히
적합
• 우수한 기계적 강성과
견고한 디자인
• 자유로운 위치 조정, 모든
중간 위치 가능

온라인: è

yxcs

yxcl

yxcf

• 새로운 시리즈

신제품

6

2D 평면 갠트리
YXCF

선형 갠트리
EXCT

exct

직교좌표 시스템

신품
제

2D 평면 갠트리
EXCM

2D 평면 갠트리
EXCH

3D 갠트리
YXCR

설명

• 사이즈 추가
• 작은 설치 공간에서 높은 기능성을
발휘
• 작은 이동 부하
• 광학 엔코더와 2축 컨트롤러가 통합된
스테퍼 모터 2개로 작동
• 미끄럼 베어링 가이드 / 순환 볼
베어링 가이드

• 새로운 시리즈
• 다른 직교좌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최적의 동적 반응
• 이동 자중이 낮은 드라이브 개념
• 플랫 디자인
• 양쪽 축방향 모두 높은 가속도

• 경량, 매우 무거운 중량의 적재물이나
높은 유효 부하를 처리 가능
• 매우 긴 행정거리에 특히 적합
• 우수한 기계적 강성과 견고한 디자인
• 공압 및 전동 컴포넌트 - 자유롭게
결합 가능
• 전기 솔루션 - 자유로운 위치 조정/
모든 중간 위치 가능

온라인: è

excm

exch

yx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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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식 운동 시스템

트라이포드
EXPT
최대 페이로드

5 kg

작업 공간 공칭 직경

450 … 1200 mm

작업 공간 공칭 높이

100 mm

최대 픽 비율

12" 사이클에서 분당 150회 픽

설명

• 낮은 이동 질량 – 까다로운 3차원 동적 반응 조건에 적합
• 작동 역동성이 큰 경우에도 다양한 경로 프로파일로 뛰어난 경로 정확도 발휘

온라인: è

expt

6
제어 시스템

제어 시스템
CMCA
전기 연결

스프링 장착 터미널

주전원 전압 AC

230/400 V

공칭 작동 전압 위상

3상

주전원 주파수

50 … 60 Hz

안전 기능

안전 정지 1(SS1)

설명

• Festo의 핸들링 시스템용 제어 솔루션
• 마운팅 플레이트 제공 (옵션: 제어 캐비닛 하우징)
• 제어에 필요한 다축 컨트롤러 CMXR과 모터 컨트롤러 CMMP 포함

온라인: è

c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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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링 시스템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 HGO
핸들링 시스템의 구성부터 주문까지 한번에!
All-in-one Service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는 제품의 구성과 주문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Festo 홈페이지의
“제품 > 핸들링시스템 > 엔지니어링” 탭에서 Handling Online Guide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링 온라인
가이드는 엔지니어링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적합한 핸들링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단계:

3-Steps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 HGO
www.festo.com/handling-guide

6

먼저 핸들링 시스템의 타입을 선택하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에
입력합니다. 엔지니어링 도구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핸들링 시스템을 계산해 줍니다.

2단계:
제시된 리스트에서 가장 적합한 핸들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정확하게 구성된 CAD 모델과 해당
수치가 빠짐없이 포함된 자료 시트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추가 옵션을 이용해, 선택한 시스템을 요구 사항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한
핸들링 시스템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고 주문을
확인하십시오. EC 기기 지침에 따라 Festo에서
즉시 설치 가능한 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사용자 설명서 포함).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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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함. CAD 모델을 포함해 적합한 표준

• 직관성.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는 사용이 쉬울

핸들링 시스템을 불과 20분 만에 제공해
드립니다.
• 효율성.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는 엔지니어링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해주며,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입력 시 체계화된 안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입니다.
• 신뢰성. 정가가 바로 표시되므로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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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핸들링 가이드 HGO
www.festo.com/catalogue/hgo
Only 3 Steps!
기술적 요구 사항이 전문적이라도,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에 입력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Festo의 전문가들에게 전송할 수 있어, 고객은 맞춤화된 제안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빠짐없이
입력해주십시오.

표준 핸들링 시스템

맞춤형 핸들링 시스템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가 직접 고객의 핸들링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이 표준 핸들링 시스템의 범위를 넘어서면,
Festo의 프로젝트 엔지니어들이 고객에게 적합한 프로젝트
계획을 제안합니다. 고객은 부하, 동적 응답, 작업 공간 및
기계 시스템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에서 직접 주문

Festo 전문가들의 맞춤형 제안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면 정확하게 구성된 CAD, 자료 시트,
가격을 비롯해 선택 가능한 다양한 제안 내용이 바로
표시됩니다.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제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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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링 시스템

2차원 평면 갠트리 EXCM

6
EXCM
2차원 평면 미니 갠트리

Optimized solution for desktop application

Easy to Use

데스크 톱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솔루션

간편한 사용 및 통신

콤팩트한 평면형 갠트리 시스템 EXCM: 높은 기능성과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이 만나 최대의

원점 포함 32포지션의 저장된 단순한 위치를

작업공간을 제공합니다. 병렬로 구동되는 드라이브 구조 및 방식으로 매우 낮은 이송 부하를

선택 (Record Selection Mode) 하여 단순한 I/O

구현했으며, 매개변수가 미리 입력된 드라이브와 컨트롤러 패키지를 통해 손쉬운 설치 및 시운전이

제어, 또는 CANopen 과 Ethernet 을 이용한 직접

가능합니다.

위치 제어 (Direct Mode) 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

Driving principle

구동 원리
슬라이드가 하나의 톱니 벨트를 이용해 이차원 공간 (X/Y축 ) 으로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은
2개의 고정된 모터를 통해 위치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 모터들은 풀리를 통해 톱니 벨트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벨트는 모터의 제어에 따라 작업 공간의 모든 위치로 슬라이드가 이동할 수
있도록 작동합니다.

드라이브 내부 구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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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 Application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소형 부품의 조립 및 전자 산업
EXCM-30 은 소형 부품의 조립 및 전자제품 생산의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의 해답입니다. 예를 들어, 초소형 부품의 핸들링이나 콤팩트 한 생산
기계의 요구에 적합합니다.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 소형 부품의 공급, 나사 조임 및 마운팅
• 접착 포인트 세팅
• 전자 테스트: 접촉 포인트 접근, 저항 테스트
• 작업 물 및 부품의 유연한 포지셔닝
• 팔레트 적재 작업
• 데스크 톱 생산 / 조립

6
소형 전자 부품 조립 공정

Laboratory Automation(실험실 자동화 ) 프로세스
EXCM-10/EXCM-30 은 사전 및 사후 분석 실험 과정의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

Highlights

Product Line-up

주요 사항

제품 구성

• 행정 거리 (x축 ):100…700 [mm]
• 최대 작업 중량: 3 Kg
• 최대 속도: 0.5 [m/s]
• 최대 가속도: 10 [m/s2]
• 최대 반복 정밀도: ± 0.05 [mm]
• 위치 정밀도 (절대 값 ): ± 0.5 [mm]
• 사이즈: 10, 30
EXCM-10

EXCM-30

EXCM-30

컨트롤러 패키지 내장

다양한 모터 설치 옵션

전용 컨트롤러

EXCM
2차원 평면 미니 갠트리
데스크 톱에 최적화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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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기술
소프트웨어 툴

진공 기술

진공 선택

어떤 표면의 어떤 동작에 어떤 흡입 컵을 사용해야 할까요? 실험하지 말고
계산하십시오. 이 소프트웨어 툴은 선형 동작과 회전 동작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툴 이용 방법:
• 전자 카탈로그에서 파란색 “Engineering” 버튼을 클릭하거나
• DVD 안에 Engineering tools (엔지니어링 툴)을 클릭합니다.

진공 발생기

신품
제

7
진공 발생기
OVEM

진공 발생기, 공압
VN

진공 발생기
VAD

진공 발생기
OVEL

라발 노즐의 공칭 사이즈 0.45 … 2 mm

0.45 … 3 mm

0.5 … 1.5 mm

0.45-0.95mm

이젝터 특성

높은 흡입률, 높은 진공, 표준

높은 흡입률, 높은 진공, 표준,
인라인

높은 진공

높은 진공

통합 기능

전동 이젝터 펄스 밸브, 유량 공압 이젝터 펄스 밸브,
제어 밸브, 전동 온-오프 밸브, 개방형 소음기, 진공 스위치
필터, 전동 공기 절약 기능,
체크 밸브, 개방형 소음기,
진공 스위치

전동 이젝터 펄스

최대 진공

93%

86 … 93%

최대 흡입 유량

6 … 86.5 l/min

6.1 … 339 l/min

설명

• 간단한 작동 및 진단:
IO-Link ®를 사용하여 PLC
에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음
• 옵션 : LCD 디스플레이 화면
• 콤팩트 디자인
• IO-Link®를 통해 진공 센서
값 모니터링
• M12 플러그를 통한 중앙
전기 연결
•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구조,
일체형 소음기로 소음 감소
• 오염도 표시 기능이 탑재된
필터
• 옵션 : 공기 절약 회로, LCD
디스플레이를 통한 상태
모니터링
• 조절식 이젝터 펄스

• 작업 공간에서 직접 사용
•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가능
• 일자형(인라인: 공급
포트와 나란히 배치된 진공
포트) 또는 T자형(표준:
공급 포트와 90°로 배치된
진공 포트) 제공
• 콤팩트한 크기, 우수한
경제성
•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구조,
일체형 소음기로 소음 감소

• 경제적인 가격의 소형 진공
발생기
• 일체형 솔레노이드로 짧은
스위칭 시간
• 이젝터 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물 세팅
• 저소음
• 진공 센서 : 진공 모니터링

온라인: è

ovem

vn

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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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발생기

진공 발생기, 전기공압
VN

진공 발생기
VADM, VADMI

진공 발생기
VAD-M, VAD-M-I

진공 발생기 카트리지
VN

라발 노즐의 공칭 사이즈

0.45 … 3 mm

0.45 … 3 mm

0.7 … 2 mm

0.45 … 2 mm

이젝터 특성

표준, 높은 진공, 높은 흡입률

높은 진공

높은 진공

표준, 높은 진공, 높은 흡입률

통합 기능

공압 이젝터 펄스 밸브, 전동
온-오프 밸브, 개방형 소음기

전동 이젝터 펄스 밸브, 유량
제어 밸브, 전동 온-오프
밸브, 필터, 전동 공기 절약
기능, 체크 밸브, 진공 스위치

전동 이젝터 펄스 밸브, 전동
온-오프 밸브

85%

85 … 90%

최대 진공

92 … 93%

최대 흡입 유량

7.2 … 186 l/min

설명

• 작업 공간에서 직접 사용
가능
• 우수한 경제성
•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구조, 일체형 소음기로
소음 저감
• 솔레노이드 밸브 진공 ON/
OFF 기능 포함

• 콤팩트, 고내구성
• 콤팩트, 고내구성
• 솔레노이드 밸브(ON/OFF) • 솔레노이드 밸브(ON/OFF)
내장
내장
• 오염도 표시 기능이 탑재된 • 옵션 : 이젝터 펄스
필터
• 옵션 : 공기 절약형 회로,
진공 센서
• 옵션 : 조절식 이젝터 펄스

• 고객 특성화 된 분산
제어용 진공 발생기
하우징에 설치

vn

vadm

vn

온라인: è

92 … 93%
7.2 … 184.4 l/min

vad-m

7

진공 그립핑

베르누이 그립퍼
OGGB
흡입 컵 사이즈

흡입 그립퍼
ESG

연결 부착장치가 있는 흡입 컵
ESS

4x20 mm, 6x10 mm, 6x20 mm,
8x20 mm, 8x30 mm, 4x10 mm,
10x30 mm, 15x45 mm, 20x60 mm,
25x75 mm, 30x90 mm

4x20 mm, 6x10 mm, 6x20 mm,
8x20 mm, 8x30 mm, 4x10 mm,
10x30 mm, 15x45 mm, 20x60 mm,
25x75 mm, 30x90 mm

흡입 컵 직경

60 mm, 100 mm, 140 mm

2 … 200 mm

2 … 200 mm

공칭 작동 압력에서의
유지력

6 … 10 N

0.1 … 1610 N

0.1 … 1610 N

디자인

상단 진공 포트, 측면 진공 포트, 높이
보상자 포함, 긴 높이 보상자 포함

원형, 벨 모양

흡입 컵 소재

BR, FPM, NBR, PUR, VMQ (실리콘),
Vulkollan®

BR, FPM, NBR, PUR, VMQ (실리콘),
Vulkollan®

설명

• 매우 얇고 부서지기 쉬운 작업물을
운반할 때 적합
• 작업물과의 접촉 최소화, 부드러운
핸들링 가능
• 공기 소비량이 적어 에너지 비용 절감

• 약 2,000여가지의 조합
• 각도 보상기, 높이 보상기, 필터가 있는
옵션
• 흡입 컵 직경 15개
• 흡입 컵 형태 6개
• 흡입 컵 용적: 0.002 … 245 cm³
• 최소 작업물 반경: 10 … 680 mm
• 진공 포트: 푸쉬-인 커넥터 QS,
플라스틱 튜브용 바브형 피팅, 나사산
연결

• 흡입 컵 본체와 마운팅을 위한
지지판으로 구성된 흡입 컵
• 흡입 컵 용적: 0.002 … 245 cm³
• 최소 작업물 반경: 10 … 680 mm
• 흡입컵 홀더용 마운팅: 암 나사산, 수
나사산, 푸시인 커넥터

온라인: è

oggb

esg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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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컵
ESV

연결 부착장치가 있는 흡입 컵
VAS, VASB

흡입 컵 직경

20 ... 200 mm

2 ... 125 mm

공칭 작동 압력에서의
유지력

8.2 ... 1610 N

0.14 ... 700 N

디자인

벨 모양, 벨로우즈

흡입 컵 소재

BR, FPM, NBR, PUR, VMQ (silicone), Vulkollan®

NBR, PUR, TPE-U (PU), VMQ (silicone)

설명

•
•
•
•

•
•
•
•
•

온라인: è

esv

흡입 컵 사이즈

7

84

흡입 컵 교체용
간편한 교환 가능
흡입 컵 용적 : 0.318 … 245 cm³
작업물 반경 : 10 … 680 mm

높은 내구성과 품질
나사산 일체형
11가지 흡입 컵 직경
원형 흡입컵 모양, 벨로우즈
진공 포트 위치 : 상단, 측면

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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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방향 제어 밸브

신품
제

신품
제

신품
제
솔레노이드 밸브, 개별 연결용
VUVG

솔레노이드 밸브, 플러그인
VUVG-...T1

솔레노이드 밸브
VUVS

전동

전동

제어 타입

전동

공압 연결부 1

G1/4, G1/8, M3, M5, M7

공압 작동 포트

G1/4, G1/8, M3, M5, M7,
QS-1/4, QS-1/8, QS-10, QS-3, QS-3/16,
QS-3/8, QS-4,
QS-5/16, QS-5/32, QS-6,
QS-8, 플랜지

표준 공칭 유량

80 … 1380 l/min

130 … 1200 l/min

550 … 2400 l/min

밸브 기능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닫힘,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전기 연결

플러그, 전전기 연결 플레이트를 통해서, 전기 연결 플레이트를 통해서
연결 패턴 H, 수평 연결,
EN 61076-2-104에 따른 M8x1 A 코드, 2
핀, 3핀

EN 175301-803에 따른, 타입 B형, 타입 C

신제품

• 제품 버전 추가

• 제품 버전 추가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온라인: è

vuv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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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4, G1/8, G3/8
G1/4, G1/8, M5, M7, 플랜지

• 제품 버전 추가

G1/4, G1/8, G3/8, NPT1/4-18, NPT1/827, NPT3/8-18,
QS-1/2, QS-1/4, QS-10,
QS-12, QS-3/8, QS-4,
QS-5/16, QS-5/32, QS-6, QS-8

=

콤팩트한 일반형 밸브
E-Box를 사용한 전기 연결
사이즈에 비해 높은 유량
인라인 밸브를 개별 밸브 또는
매니폴드 밸브로 사용할 수 있음

• 서브 베이스 밸브
• 밸브 터미널 VTUG용 플러그인

• 일반형 밸브, 뛰어난 견고성과 내구성
•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 뛰어난 품질
• 개별 밸브 또는 매니폴드 밸브 VTUS로
사용 가능

vuvg

vu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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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방향 제어 밸브

신품
제

공압 밸브
VUWG

공압 밸브
VUWS

솔레노이드 밸브
VMPA1, VMPA14, VMPA2

제어 타입

공압

공압

전동

공압 연결부 1

G1/4, G1/8, M3, M5, M7

G1/4, G1/8, G3/8

G1/8, M7

공압 작동 포트

G1/4, G1/8, M3, M5, M7,
QS-1/4, QS-1/8, QS-10, QS-3, QS-3/16,
QS-3/8, QS-4,
QS-5/16, QS-5/32, QS-6, QS-8

G1/4, G1/8, G3/8, NPT1/4-18, NPT1/827, NPT3/8-18,
QS-1/4, QS-10, QS-3/8, QS-4, QS-5/16,
QS-5/32, QS-6, QS-8

G1/8, M7

표준 공칭 유량

80 … 1380 l/min

600 … 2400 l/min

160 … 900 l/min

밸브 기능

2x3/2-way, 단동, 닫힘,
2x3/2-way, 단동, 열림,
2x3/2-way, 단동, 열림/ 닫힘,
5/2-way, 복동,
5/2- way, 단동,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3/2-way, 단동, 닫힘,
3/2-way, 단동, 열림,
5/2-way, 복동,
5/2-way, 단동,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2x2/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M8x1, 플러그, EN 60947-5-2에 따름, 4
핀

전기 연결
• 사이즈 추가

신제품
설명

•
•
•
•

온라인: è

vuwg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콤팩트한 일반형 밸브
공압 작동식
사이즈에 비해 높은 유량
인라인 밸브를 개별 밸브 또는
매니폴드 밸브로 사용할 수 있음

• 일반형 밸브, 뛰어난 견고성과 내구성
• 공압 작동식
• 개별 밸브 또는 매니폴드 밸브 VTUS로
사용 가능

•
•
•
•

vuws

vm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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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버전 추가
밸브 터미널 MPA용
서브 베이스에 개별 밸브로 장착
다양한 밸브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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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일반형 방향 제어 밸브

8

솔레노이드 밸브
CPE10, CPE14, CPE18, CPE24

솔레노이드 및 공압 밸브, Tiger 2000
MFH, MVH, JMFH, JMVH, VL, J

솔레노이드 및 공압 밸브, Tiger Classic
MFH, MOFH, JMFH, JMFDH, VL/O, VL, JH,
JDH

제어 타입

전동, ISO 15218에 따른 파일럿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동, 공압

전동, 공압

공압 연결부 1

G1/4, G1/8, G3/8, M5, M7, QS-10, QS12, QS-4, QS-6, QS-8

G1/4, G1/8, G3/8

G1/2, G1/4, G1/8, G3/4, NPT1/8-27

공압 작동 포트

G1/4, G1/8, G3/8, M5, M7, QS-10, QS12, QS-4, QS-6, QS-8

G1/4, G1/8, G3/8

G1/2, G1/4, G1/8, G3/4

표준 공칭 유량

180 … 3200 l/min

750 … 2600 l/min

500 … 7500 l/min

밸브 기능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5/2-way, 복동/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단동/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3/2-way, 단동/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3/2-way, 단동/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3/2-way, 단동/단동 솔레노이드, 열림/닫힘,
5/2-way, 복동/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복동/복동 솔레노이드, 우선 신호,
5/2-way, 단동/단동 솔레노이드

전기 연결

M8x1, 타입 C, 2핀, 4핀

F 코일을 통해서, 별도 주문

F 코일을 통해서, 별도 주문

설명

• 범용 개별 밸브
• 사이즈 대비 고유량

• 뛰어난 내구성 및 신뢰성
• 개별 코일로 다양한 작동 전압
• 아마츄어 가이드 튜브 사용

•
•
•
•

온라인: è

cpe

tiger 2000

tiger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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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내구성 및 신뢰성
포핏 밸브
전체 금속 버전
아마츄어 가이드 튜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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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

표준 방향 제어 밸브

신품
제

신품
제

신품
제
솔레노이드 밸브
VSNC

중앙 플러그가 있는 표준 기반 개별 플러그가 있는 표준 기반 표준 기반 밸브, 플러그인
밸브
밸브
VSVA-T1
VSVA-R5, VSVA-R2
VSVA-C1, VSVA-P1

제어 타입

전동

전동

전동

전동

공압 연결부 1

G1/4, NPT1/4-18, QS-1/4,
QS-10, QS-3/8, QS-5/16,
QS-6, QS-8

ISO 5599-1에 따른 서브
베이스 사이즈 1, 사이즈 2

ISO 15407-1에 따른 서브
베이스 사이즈 18, 사이즈 26

ISO 5599-2에 다른 서브
베이스 사이즈 1,
ISO 5599-2에 따른 사이즈 2,
ISO 15407-2에 따른 사이즈
18, ISO 15407-2에 따른
사이즈 26

표준 공칭 유량

800 … 1350 l/min

400 … 2800 l/min

400 … 1400 l/min

370 … 2900 l/min

밸브 기능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또는 3/2-way, 변환
가능,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2x2/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닫힘,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우선 신호,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2x2/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닫힘,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우선 신호,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2x2/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2x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닫힘,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우선 신호,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1~2, 4~5 닫힘,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5/3-way, 포트 2 가압, 4 배기,
5/3-way, 포트 4 가압, 2 배기

DIN EN 175301-803에 따름,
타입 C, 보호 접지 도체 있음,
보호 접지 도체 없음

플러그, 플러그인
ISO 15407-2에 따름,
ISO 5599-2에 따름, 2핀, 4핀

전기 연결

플러그, EN 175301-803에
따름, 산업 표준(11 mm)에
따름, 타입 A, 타입 B, 3핀

M8x1, M12x1, 중앙 플러그,
원형 디자인, 3핀, 4핀

신제품

• 제품 버전 추가

• 전기 타이머 기능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

=

설명

• NAMUR 인터페이스
• 3/2-way 또는 5/2-way
밸브용 회전 가능한 씰
• 다양한 방폭 솔레노이드
시스템
• 견고함, 강력함
• 넓은 온도 범위
• 뛰어난 가성비

• ISO 5599-1에 따름
• 중앙 플러그를 통한 전기
연결
• 금속 하우징
• 다양한 밸브 사이즈를
조합하여 매니폴드 구성
가능

• ISO 15407-1 및 ISO 15218
표준 규격 대응
인터페이스가 있는 파일럿
밸브
• 타입 C 플러그를 통한 전기
연결
• 금속 하우징
• 다양한 밸브 사이즈를
조합하여 매니폴드 구성
가능

• 밸브 터미널 VTSA/VTSA-F용
• 금속 하우징

온라인: è

vsnc

vsva

vsva

v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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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작동기, 누름형,
중부하 옵션
• 전기 타이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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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표준 방향 제어 밸브

ISO 15407-1에 따른 공압 밸브
VSPA

8

ISO 5599-1에 따른 솔레노이드 밸브
ISO 5599-1에 따른 공압 밸브
MN1H, MFH, MDH, MEBH, MDH, JMN1H, VL, J, JD
JMN1DH, JMFH, JMFDH, JMDH, JMEBH,
JMEBDH, JMDDH

제어 타입

공압

전동

공압

공압 연결부 1

ISO 15407-1에 따른 서브 베이스 사이즈
18, 사이즈 26

ISO 5599-1에 따른 서브 베이스 사이즈
1, 사이즈 2, 사이즈 3, 사이즈 4

ISO 5599-1에 따른 서브 베이스 사이즈
1, 사이즈 2, 사이즈 3, 사이즈 4

표준 공칭 유량

400 … 1100 l/min

1200 … 6000 l/min

1200 … 6000 l/min

밸브 기능

2x3/2-way, 단동, 닫힘,
2x3/2-way, 단동, 열림,
2x3/2-way, 단동, 열림/ 닫힘,
5/2-way, 복동,
5/2-way, 복동, 우선 신호,
5/2-way, 단동,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우선 신호,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5/2-way, 복동,
5/2-way, 복동, 우선 신호
5/2-way, 단동,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M12x1, 중앙 플러그, F 코일을 통해서,
별도 주문, N1 코일을 통해서, 별도 주문,
원형 디자인, DIN EN 175301-803에 따름

전기 연결

설명

• ISO 15407-1에 따름
• 공압 작동
• 다양한 밸브 사이즈를 조합하여
매니폴드 구성 가능

• ISO 5599-1에 따름
• 금속 하우징
• ISO 사이즈 1, 2, 3 조합하여 매니폴드
구성 가능
• 광범위한 전기 연결 옵션 범위
• 추가적인 수직 쌓기 모듈 : 압력
레귤레이터, 유량 제어 밸브, 수직
압력 차단 플레이트
• 밸브 터미널로 사용 가능

• ISO 5599-1에 따름
• 공압 작동

온라인: è

vspa

iso 5599-1

iso 5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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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

특수 어플리케이션용 방향 제어 밸브

신품
제

제어 블록
VOFA

솔레노이드 밸브
VOFD

솔레노이드 밸브
VOFC

솔레노이드 밸브
VOVG

디자인

피스톤 스풀 밸브

직접 작동식 포핏 밸브

피스톤 밸브, 파일럿 피스톤
포핏 밸브

피스톤 스풀 밸브

밸브 기능

3/2-way, 단동, 닫힘,
5/2-way, 단동

3/2-way, 닫힘,
단동 솔레노이드, 반자동,
3/2-way, 닫힘,
단동 솔레노이드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작동 압력

3 … 10 bar

0 … 12 bar

0 … 8 bar

-0.9 … 8 bar

주변 온도

-5 … 50 °C

-50 … 60 °C

-25 … 60 °C

-5 … 50 °C

공압 연결부 1

G1/4

G1/4

표준 공칭 유량

950 … 1050 l/min

52 … 1900 l/min

766 … 2686 l/min

180 … 200 l/min

• 추가 버전

신제품
설명

온라인: è

M5, M7, 서브 베이스

• 이중 구조의 밸브 블록을
사용하여 위험한 동작도
안전한 반전이 가능
• 전기 및 공압 개별 연결부를
사용한 분산형 개별 연결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밸브
터미널 VTSA/VTSA-F에
통합된 기능으로 사용 가능
• VSVA 밸브 장착
• 센서로 스위칭 위치 감지

•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공정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먼지가 많은 열악한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 NAMUR 플랜지 패턴이
사용되어 1/4 회전
액추에이터에 특히 적합
• IEC 61508에 따라 SIL4까지
TÜV 승인

•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공정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먼지가 많은 열악한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 NAMUR 플랜지 패턴이
사용되어 1/4 회전
액추에이터에 특히 적합
• 내부 및 외부 파일럿 에어
전환이 가능한 밸브
• IEC 61508에 따라 SIL3까지
TÜV 승인

• 초소형 어셈블리 솔루션에
적합한 초소형 밸브
• 전자 장치 및 소형 부품
조립 산업에 적합
• 인라인, 세미 인라인 및
서브 베이스 밸브
• 2 ... 10 밸브용 매니폴드
레일

vofa

vofd

vofc

vofg

특수 어플리케이션용 방향 제어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MHA1, MHP1

솔레노이드 밸브
MHE 2/3/4, MHP 2/3/4
MHA 2/3/4

고속 스위칭 밸브
MHJ9, MHJ10

디자인

스프링 리턴이 있는 포핏 밸브

감압 포핏 밸브

스프링 리턴이 없는 포핏 밸브

밸브 기능

2/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2x2/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닫힘,
3/2-way, 단동 솔레노이드, 열림,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2/2-way, 단동, 닫힘

작동 압력

-0.9 … 8 bar

-0.9 … 8 bar

0.5 … 8 bar

주변 온도

-5 … 50 °C

-5 … 60 °C

-5 … 60 °C

공압 연결부 1

QS-3, QS-4, 서브 베이스, QSP10 대비

G1/4, G1/8, M7, QS-4, QS-6, QS-8, 서브
베이스

QS-4, QS-6, 서브 베이스

표준 공칭 유량

10 … 30 l/min

90 … 400 l/min

50 … 160 l/min

설명

•
•
•
•
•

• 직접 작동식 포핏 밸브
• 고속 스위칭 밸브: 스위칭 시간 2ms
이하
• 직접 마운팅, 개별 서브 베이스,
매니폴드 조립
• 2 ... 10 밸브용 매니폴드 블록

•
•
•
•

온라인: è

mh1

mh2

mh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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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동식 포핏 밸브
소형 밸브: 밸브 폭 10 mm
스위칭 시간 4ms 이하
서브 베이스 밸브
2 ... 10 밸브용 매니폴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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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동식 포핏 밸브
QS 피팅 일체형 밸브
스위칭 주파수 최대 1000 Hz
사용 수명: 스위칭 사이클 5억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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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기계 / 수동 작동 밸브 : 회전 레버 밸브

핸드 레버 밸브
VHER

핸드 레버 밸브
H-3-1/4-B, H-5-1/4-B

밸브 기능

4/3-way, 가압, 4/3-way, 배기, 4/3-way, 닫힘

3/2-way, 복동, 5/2-way, 복동

작동 타입

직접

직접

표준 공칭 유량

170 … 3800 l/min

550 … 600 l/min

공압 작동 포트

G1/2, G1/4, G1/8, M5

G1/4

작동 압력

0 … 10 bar

-0.95 … 10 bar

설명

• 추가 버전
• 금속 또는 폴리머 레버 디자인
• 전면 판넬 마운팅, 관통 또는 마운팅 홀

•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디자인

온라인: è

vher

n_v14

기계 / 수동 작동 밸브: 스템 작동 밸브

8
스템 작동 밸브
V-3-1/4-B, V-5-1/4-B, VO-3-1/4-B

푸시인 커넥터가 있는 리미트 스위치
SDK

푸시인 커넥터가 있는 리미트 정지 신호
발생기
SDV

밸브 기능

3/2-way, 단동, 닫힘,
3/2-way, 단동, 열림,
5/2-way, 단동

3/2-way, 단동, 닫힘

3/2-way, 단동, 닫힘

작동 타입

직접

직접

직접

표준 공칭 유량

550 … 600 l/min

16 l/min

8 … 16 l/min

공압 작동 포트

G1/4

PK-3

PK-3

작동 압력

-0.95 … 10 bar

0 … 8 bar

0 … 8 bar

설명

•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디자인

• 끝단 감지 및 위치 제어용
• 높은 정밀도
• 스테인리스강 디자인

• 끝단 감지 및 위치 제어용
• 우수한 정밀도, 낮은 작동력
• 견고한 디자인

온라인: è

vo-3

sdk

sdv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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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

기계 / 수동 작동 밸브: 롤러 레버 밸브

롤러 레버 밸브
R/O-3-PK-3

롤러 레버 밸브
RS-3-1/8, RS-4-1/8, ROS-3-1/8

롤러 레버 밸브
R-3-M5, R-3-1/4-B, R-5-1/4-B,
RO-3-1/4-B

밸브 기능

3/2-way, 단동, 열림/닫힘

3/2-way, 단동, 닫힘,
3/2-way, 단동, 열림,
4/2-way, 단동

3/2-way, 단동, 닫힘,
3/2-way, 단동, 열림,
5/2-way, 단동

작동 타입

직접

파일럿

직접

표준 공칭 유량

80 l/min

128 … 169 l/min

80 … 600 l/min

공압 작동 포트

PK-3

G1/8

G1/4, M5

작동 압력

0 … 8 bar

3.5 … 8 bar

-0.95 … 10 bar

설명

• 롤러 레버 있음
• 폴리머 디자인
• 덕트 배기

• 롤러 레버 있음
• 알루미늄 디자인
• 파일럿 컨트롤을 이용한 최소 작동력

• 롤러 레버 있음
•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디자인

온라인: è

n_vpk

ros-3

ro-3

8

기계 / 수동 작동 밸브: 롤러 레버 밸브

토글 레버 밸브
L/O-3-PK-3

아이들 리턴이 있는 롤러 레버
LS-3-1/8, LS-4-1/8, LOS-3-1/8

아이들 리턴이 있는 롤러 레버
L-3-M5, L-3-1/4-B, L-4-1/4-B,
LO-3-1/4-B

밸브 기능

3/2-way, 단동, 열림/닫힘

3/2-way, 단동, 닫힘,
3/2-way, 단동, 열림,
4/2-way, 단동

3/2-way, 단동, 닫힘,
3/2-way, 단동, 열림,
5/2-way, 단동

작동 타입

직접

파일럿

직접

표준 공칭 유량

80 l/min

128 … 175 l/min

80 … 600 l/min

공압 작동 포트

PK-3

G1/8

G1/4, M5

작동 압력

0 … 8 bar

3.5 … 8 bar

-0.95 … 10 bar

설명

• 아이들 리턴이 있는 롤러 레버 있음
• 폴리머 디자인
• 덕트 배기

• 토글 레버 있음
• 알루미늄 디자인
• 파일럿 컨트롤을 이용한 최소 작동력

• 롤러 레버 있음
•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디자인

온라인: è

n_vpk

los-3

lo-3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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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기계 / 수동 작동 밸브 : 회전 레버 밸브

8

회전 레버 밸브
RW/O-3-1/8

공압 제한 밸브
RWN/O-3-1/8-B

회전 레버 밸브
RW-3-M5

밸브 기능

3/2-way, 단동, 열림/닫힘

3/2-way, 단동, 열림/닫힘

3/2-way, 단동, 닫힘

작동 타입

직접

직접

직접

표준 공칭 유량

140 l/min

120 l/min

80 l/min

공압 작동 포트

G1/8

G1/8

M5

작동 압력

-0.95 … 8 bar

-0.95 … 8 bar

-0.95 … 8 bar

설명

• 회전 레버, 회전 레버 로드 같은
액추에이터 부착용 기본 밸브
• 알루미늄 디자인

• 한 방향에서 직접 작동
• 알루미늄 디자인

• 회전 레버 있음
• 견고한 다이캐스트 아연 디자인
• 다양한 액추에이터 부착장치

온라인: è

rw

rwn

rw-3

체크 밸브, 파일럿
VBNF

급속 배기 밸브
VBQF

체크 밸브
H, HA, HB

QS-6, QS-8

G1/4, G1/8, QS-6, QS-8

G1/2, G1/4, G1/8, G3/4, G3/8, M5,
QS-10, QS-12, QS-4, QS-6, QS-8, R1/2,
R1/4, R1/8, R3/8

체크 밸브 및 급속 배기 밸브

공압 연결부 1

115 … 2230 l/min

표준 공칭 유량
표준 유량 배기 6->0 bar

850 … 2500 l/min

표준 공칭 유량 가압
6->5 bar

350 … 960 l/min

표준 공칭 유량 1 -> 2, 6
~ 5 bar

260 … 620 l/min
0.2 … 10 bar

-1 … 12 bar

• 플랫 디자인
• 높은 유량
• 장착 시 수평으로 360° 회전 가능

•
•
•
•
•

• 밸브 기능: 논-리턴
• 나사 삽입 또는 인라인 설치
• 양 끝단의 나사 연결, 양 끝단의 푸시인
커넥터, 나사산/푸시인 커넥터

vbnf

vbqf

작동 압력
전체 온도 범위의 작동
압력

0.2 … 10 bar

설명

온라인: è

94

1000 … 5900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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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디자인
높은 유량
배출 소음 저감
소음기 장착 가능
덕트형 또는 비덕트형 배기장치 장착
가능

h-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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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밸브 및 급속 배기 밸브

공압 연결부 1

체크 밸브, 파일럿
HGL

수동 작동기
HAB

급속 배기 밸브
SE, SEU

G1/2, G1/4, G1/8, G3/8, M5, QS-10,
QS-12, QS-4, QS-6, QS-8

G1/2, G1/4, G1/8, G3/8

G1/2, G1/4, G1/8, G3/4, G3/8

165 l/min

550 … 7500 l/min

표준 공칭 유량
표준 유량 배기 6->0 bar

300 … 4560 l/min

표준 공칭 유량 가압
6->5 bar
표준 공칭 유량 1 -> 2, 6
~ 5 bar

130 … 1600 l/min

작동 압력

0.5 … 10 bar

0 … 10 bar

0.2 … 10 bar

• 밸브 기능: 배기 컴포넌트
• 체크 밸브 HGL용
• 실린더 내 공압 수동 배기용

•
•
•
•

hab

se

핸드 슬라이드 밸브
VBOH

온-오프 밸브
HE

볼 밸브
QH, QHS

밸브 기능

3/2-way, 단동

2/2-way, 복동, 3/2-way, 복동

2/2-way, 복동

공압 연결부 1

G1/2, G1/4, G1/8, G3/4, G3/8, M5

QS-10, QS-12, QS-6, QS-8, R1/2, R1/4,
R1/8, R3/8

G1, G1 1/2, G1/2, G1/4, G3/4, G3/8,
QS-4, QS-6, R1/8

전체 온도 범위의 작동
압력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온라인: è

밸브 기능: 파일럿 논-리턴 기능
공압 파일럿
수 나사산 삽입
파일럿 에어 포트: M5, G1/8, G1/4,
G3/8, QS-4

hgl

밸브 기능: 급속 배기
차단 밸브, 파일럿
나사 삽입
소음기 장착 또는 미장착

8

볼 밸브 및 ON-OFF 밸브

신품
제

표준 공칭 유량

236 … 7691 l/min

270 … 840 l/min

148 … 84000 l/min

작동 압력

-0.95 … 12 bar

-0.95 … 10 bar

-1 … 10 bar

신제품

• 추가 버전

설명

• 압축 공기 시스템의 가압 및 배기용
(예: 서비스 유닛 결합 업스트림),
에어건 및 공압 실린더 배기용 차단
기능으로 사용
• 중첩되지 않아 스위칭 시 압력 소실
없음
• 최소 설치 공간

• 차단 밸브, 수동 작동식
• 연결: 양 끝단의 나사산, 양 끝단의
푸시인 커넥터, 나사산/푸시인 커넥터

• 차단 밸브, 수동 작동식
• 인라인 설치, 나사 삽입 가능, 벌크헤드
피팅
• 옵션: 양 끝단의 나사산, 양 끝단의
푸시인 커넥터, 나사산/푸시인 커넥터

온라인: è

vboh

he

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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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압력 레귤레이터

차압 레귤레이터
LRL, LRLL
압력 조절 범위

2 … 6 bar

표준 공칭 유량

8

공칭 유량, 닫힘

30 … 730 l/min

공칭 유량, 열림

30 … 760 l/min

공압 연결부 1

G1/2, G1/4, G1/8, G3/8, M5

공압 연결부 2

QS-10, QS-12, QS-4, QS-6, QS-8

설명

•
•
•
•

온라인: è

lrl

관통형 압력 공급 장치가 있는 피스톤 레귤레이터
압력 게이지 없음
연결: 상단 또는 측면의 나사산/푸시인 커넥터
푸시인 커넥터 360° 회전 가능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VFOH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VFOF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VFOC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GRLA, GRLZ, CRGRLA, GRGA,
GRGZ, GRLSA

밸브 기능

배기 일방향 유량 조절
기능

배기 일방향 유량 조절 기능

급기 일방향 유량 조절 기능

배기 일방향 유량 조절 기능, 일방향
유량 조절 기능, 급기 일방향 유량
조절 기능

공압 연결부 1

QS-10, QS-4, QS-6, QS-8

QS-6, QS-8

QS-4, QS-6

G1/2, G1/4, G1/8, G3/4, G3/8, M3,
M5, PK-3, PK-3(유니언 너트 포함),
PK-4, PK-4(유니언 너트 포함), PK-6
(유니언 너트 포함), QS-10, QS-12,
QS-3, QS-4, QS-6, QS-8

유량 제어 방향의 표준
공칭 유량

180 … 530 l/min

240 … 650 l/min

0 … 270 l/min

0 … 4320 l/min

조절 부품

외부 육각형

내부 육각형

슬롯 헤드 나사

널링 나사, 슬롯 헤드 나사, 내부
육각형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클리닝이 간편한 디자인 • 플랫 디자인
• 향상된 내부식성
• 고 유량
• 조립 상태에서 360° 회전 • 조립 상태에서 360° 회전
가능
가능
•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와
파일럿 논-리턴 밸브의
기능 결합

• 차단 밸브, 한쪽 끝의 유량
컨트롤
• 금속 디자인
• 중저속을 위한 정밀 조정
• 푸시인 커넥터/푸시인
슬리브

• 일방향 유량제어
• 폴리머, 금속 또는 스테인리스강
디자인
• 다양한 유량의 표준, 소형, 인라인
옵션
•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와 파일럿
논-리턴 밸브의 기능 결합
• 연결: 양 끝단의 나사산, 양
끝단의 푸시인 커넥터, 나사산/
푸시인 커넥터

온라인: è

vfoh

vfoc

g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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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제어 밸브

유량 제어 소음기
VFFK
밸브 기능

유량 제어/소음기 기능

공압 연결부 1

M5, M7, R1/4, R1/8

유량 제어 방향의 표준
유량 6->0 bar
유량 제어 방향의 표준
공칭 유량
표준 유량 6->0 bar

0 … 420 l/min

조정 요소

널링 나사

설명

• 폴리머 소음기 있음

온라인: è

vffk

비레 제어 밸브

8

비례 유량 제어 밸브
VPCF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VPPX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VPPM

비례 방향 제어 밸브
VPWP

밸브 기능

3-way 비례 유량 제어 밸브

3-way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3-way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5/3-way 비례 방향 제어 밸브,
중간 위치 차단

공압 연결부 1

G3/8

G1/2, G1/4, G1/8,
서브 베이스

G1/2, G1/4, G1/8,
서브 베이스

G1/4, G1/8, G3/8

0.1 … 10 bar

0.02 … 10 bar

압력 조절 범위

4 … 8 bar

위치 조정/소프트
스톱용 작동 압력
작동 압력

1 … 10 bar

표준 공칭 유량

20 … 1500 l/min

1400 … 7000 l/min

380 … 7000 l/min

350 … 2000 l/min

설명

• 프로그래밍이 단순한 선형
특성 곡선
• ATEX 인증
• 뛰어난 동적 특성
• 센서가 내장된 피스톤 스풀
• M12x1 플러그를 통한 전기
연결, 8핀

• 외부 센서 입력이 있는 압력
레귤레이터
• 멀티 센서 컨트롤
(캐스케이드 컨트롤)
• FCT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 특성 조정 가능
• 별도의 출력을 갖는 통합
압력 센서
• 컨트롤러 고장 시 압력 유지

• 파일럿 작동식 압력
레귤레이터
• 멀티 센서 컨트롤
(캐스케이드 컨트롤)
• 밸브 터미널 MPA에 통합
사용 가능
• LED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 조정/선택
버튼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 일체형 압력 센서
• 플러그를 이용한 전기 연결,
원형 디자인, 8핀, M12 또는
터미널 연결

• 조절식 피스톤 스풀 밸브
• 디지털 작동
• 강도 조절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한 통합 압력 센서
• 자동 식별 기능 있음
• 진단 기능
• 통합 디지털 출력, 예:
클램핑/브레이크 유닛용
• CPX-CMAX 및 CPX-CMPX와
조합하여 서보-공압용으로
적합

온라인: è

vpcf

vppx

vppm

vp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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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비례 제어 밸브

신품
제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MPPES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VPPE

비례 방향 제어 밸브
MPYE

비례 방향 제어 밸브
VPPL

밸브 기능

3-way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닫힘

3-way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3-way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닫힘

5/3-way, 닫힘

3-way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닫힘

공압 연결부 1

G1/2, G1/4, G1/8

G1/8

G1/4, G1/8, G3/8, M5

압력 조절 범위

0 … 10 bar

0.02 … 10 bar

≤12 bar

8 bar

0 … 10 bar

310 … 1250 l/min

100 … 2000 l/min

G1/4, 플랜지
0.2 … 40 bar

위치 조정/소프트
스톱용 작동 압력
작동 압력
표준 공칭 유량

≤50 bar
300 l/min
• 새로운 시리즈

신제품
설명

• 직접 작동(G1/8), 파일럿
• 파일럿 작동식 압력
작동(G1/4, G1/2)
레귤레이터
• 아날로그 전압 또는 전류
• 아날로그 전압 신호로
신호로 설정값 입력
설정값 입력(0 ... 10V)
• 압력 조절 범위 선택
• M12x1 플러그를 통한 전기
• 플러그를 이용한 전기 연결,
연결, 4핀
DIN 45326에 따른 원형
디자인, M16 x 0.75, 8핀

• 조절식 피스톤 스풀 밸브
• 아날로그 작동
• 아날로그 전압 신호로
설정값 입력(0 ... 10V)
• SPC11와 조합하여 서보
공압용으로 적합

• 고압 어플리케이션용
• 직접 작동식 피스톤
레귤레이터
• 세 가지 종류: 플랜지 밸브,
외부 파일럿 급기 기능이
있는 플랜지 밸브, 인라인
밸브

온라인: è

mppes

mpye

vpp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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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방향 제어 밸브
VUVG, 범용 솔레노이드 밸브 및 공압 밸브 VUWG
Highlights

VUVG 밸브 주요 특성
VUVG: 최고의 범용 밸브
기본 적인 밸브 성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최고의 편의성을 갖춘 가장 뛰어난 범용
밸브입니다.
수동 작동기: 간편한 작동

E-box : 클릭! 부착만 시키면

고정 스크류

완료! 특허 받은 전기 연결 시

밸브에서 이탈 되지 않는 스크류로

스템 간편하게 다양한 규격의

어느 위치에서나 간편한 설치

전기 연결 가능

안전한 마운팅을 위해 넓어진 헤드

다양한 커버 제공으로 임의
작동 방지
다양한 사이즈의 피팅들과 함께
사용 가능 (Inch 규격 가능 )

내장 LED: 360° 어느 방향
에서도 밸브의 작동 상태 확인
가능. 빠르고 정확한 고장 부위
파악을 으로 유지 / 보수 시간
최소화

8

밸브 설치 방향 표시:
밸브 설치 시 혼선 방지

압력 존 분리기: 다양한 압력을
하나의 매니폴드에서 사용 가

밸브에 밀착된 씰:

능합니다.

씰이 밸브에서 이탈 되지

(예. 진공과 일반압력 동시 사용 )

않아 설치 편의성 증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설치
편의 기능과 특징들을 통해
다양하고 간편한 설치가 가능
합니다.

개별 밸브를 밸브 매니폴드에 장착

매우 자유로운 설치:

하는데 별도의 부품을 필요로하지

여러개의 밸브들은 추가적인 매니

않습니다.

폴드 없이 단순하게 측면의 홀에
긴 볼트를 이용해 직렬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압력전환 (내부 파일로트 에어 )

진공, 파기 및 유지
· 카트리지 씰링 시스템의 완벽한 차단율로 인해
5/3way(중립 차단 ) 밸브 단 하나만을 이용해 진공 생성
및 파기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파일로트 에어를 이용한 진공, 파기 및
유지회로는 진공을 관로 3에, 그리고 파기 압력을 관로
1에 연결하여 구현이 가능합니다.

· 서로 다른 2개의 압력이 필요한 경우.
· 서로 다른 압력을 1, 3, 5관로에 공급 가능.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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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범용 방향 제어 밸브
VUVG, 범용 솔레노이드 밸브 및 공압 밸브 VUWG

VUVG
다기능 고성능 범용 밸브

Solenoid Valve - VUVG

Pneumatic Valve - VUWG

솔레노이드 밸브 - VUVG

공압 밸브 - VUWG

8

인라인 밸브

서브 베이스 밸브

인라인 밸브

서브 베이스 밸브

세미 - 인라인 매니폴드

서브 베이스 매니폴드

세미 - 인라인 매니폴드

서브 베이스 매니폴드 밸브

Highlights

Ordering System - Configurable

주요 사항

모든 것을 구성 할 수 있는 간편한 설정 시스템 !

· 밸브 기능: 5/2-way, 5/3-way, 2x3/2-way 외

Festo의 온 / 오프라인 디지털

· 유량: 100, 220, 380, 750 [l/min]

카탈로그를 이용하시면 몇 번의

· 작동 압력: 1.5...8 bar(S타입: -0.9...10 bar)

클릭 만으로 간편하게 원하시는

· 밸브 폭: 10, 14, 18 [mm]

사양의 밸브를 선택 하실 수

· 공압 연결구: M5, M7, G1/8, G1/4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VUVG
다기능 고성능 범용 밸브
동급 대비 보다 높은 유량 !!

100

긴 수명 !!

 www.festo.com/catalogue/…

간편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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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터미널
소프트웨어 툴

밸브 터미널

제품 파인더(밸브
터미널)

제품 파인더를 사용하여 적합한 밸브 터미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Products”(제품) 아래에 있는 파란색 버튼 “Product ﬁnder”(제품 파인더)를
클릭하여 제품 파인더를 시작합니다. 좌측에서 단계별로 기술 특징을 선택합니다.
우측에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선택한 기술 특징이
반영됩니다.
로직 점검을 통해 정확한 구성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밸브 터미널 제품 파인더는 전자 카탈로그의 일부이며 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형 밸브 터미널

신품
제

신품
제

밸브 매니폴드
VTUG-S

멀티핀 플러그/필드버스
연결부가 있는 밸브 터미널
VTUG

밸브 매니폴드
VTUS

밸브 터미널
MPA-L

밸브 폭

10 mm, 14 mm, 18 mm

10 mm, 14 mm, 18 mm

21 mm, 26.5 mm, 31 mm

10 mm, 14 mm, 20 mm

표준 공칭 유량

10mm에서 380 l/m,
14mm에서 780 l/m,
18mm에서 1380 l/m

10mm에서 330 l/m,
14mm에서 630 l/m,
18mm에서 1200 l/m

600 … 2300 l/min

10mm에서 360 l/m,
14mm에서 670 l/m,
20mm에서 870 l/m

최대 밸브 연수

16

24

16

32

전기 작동

개별 연결

필드버스, 멀티핀 플러그,
IO-Link®, I-Port

개별 연결

필드버스, 멀티핀 플러그,
IO-Link ®, I-Port

밸브 터미널 디자인

고정 그리드

고정 그리드

고정 그리드

모듈형, 밸브 사이즈 혼합
가능

• 내부식성이 강화된 제어
케비닛 용

• 밸브 사이즈 추가

9

신제품

설명

• 소형 VUVG를 사용한
콤팩트 사이즈
• 전기 연결 플레이트를 통해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전기
연결
• 광범위한 밸브 기능
• 세미 인라인 밸브로 구성
가능

•
•
•
•
•

저비용 고정 그리드
매우 간편한 조립
교환 가능한 전기적 작동
IO-Link® 지원
개별 전기 연결식 밸브
VUVG를 통합할 수 있음
• 공압 다중 커넥터
플레이트도 제공

• 사용 수명이 긴 견고한
VUVS 밸브
• 개별 전기 연결
• 매니폴드 레일에서 파일럿
급기
• 광범위한 액세서리

• MPA14 및 MPA2 밸브용
덕트 3 및 5 체크 밸브 키트
• 최고의 모듈성
• 폴리머 서브 베이스
• 세 가지 밸브 사이즈
• CPX를 통한 필드버스 연결
• IO-Link® 지원

온라인: è

vtug

vtug

vtus

m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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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밸브 터미널

신품
제

신품
제

밸브 터미널
MPA-S

밸브 터미널
VTSA-F

밸브 폭

10 mm, 20 mm

18 mm, 26 mm, 42 mm, 52 mm, 65 mm

표준 공칭 유량

10 mm에서 360 l/m,
20 mm에서 700 l/m

18mm에서 700 l/m,
26 mm에서 1350 l/m,
42 mm에서 1860 l/m,
52 mm에서 2900 l/m,
65 mm에서 4000 l/m

최대 밸브 연수

64

32

전기 작동

필드버스, 멀티핀 플러그, 전기 터미널 CPX, AS-Interface®,
CP 설치 시스템

이더넷, 필드버스, 멀티핀 플러그, 전기 터미널 CPX, 통합형
컨트롤러, AS-Interface ® 연결

밸브 터미널 디자인

모듈형, 밸브 사이즈 혼합 가능

모듈형, 밸브 사이즈 혼합 가능

신제품

• MPA2 밸브용 덕트 3 및 5 체크 밸브 키트

• 5/3-way 밸브 안전 기능 추가

설명

•
•
•
•
•
•
•

• 유량 최적화 VTSA 밸브 터미널
• 유량 증가 형
• VTSA에 따른 기능

온라인: è

mpa-s

일반형 어플리케이션용 밸브 터미널
견고한 금속 하우징 고성능 밸브
금속 연결
두 가지 밸브 사이즈 결합 가능
직렬 연결을 통한 뛰어난 통신 성능
CPX를 통한 필드버스 연결
최대 128개 밸브

vtsa

9
일반형 밸브 터미널

밸브 매니폴드, 콤팩트 성능
CPV10-EX
밸브 폭

10 mm

표준 공칭 유량

10 mm에서 400 l/m

최대 밸브 연수

8

전기 작동

개별 연결

밸브 터미널 디자인

고정 그리드

설명

• ATEX 범주 2(존 1)에 따른 안전 밸브 매니폴드 디자인
• 제어 캐비닛 조립용으로 최적화됨
• 공정 밸브의 파일럿 제어에 맞게 최적화됨

온라인: è

cpv10-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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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터미널
표준 기반 밸브 터미널

신품
제

밸브 매니폴드, ISO 15407-1에 따름
VTIA

밸브 터미널
VTSA

밸브 폭

18 mm, 26 mm

18 mm, 26 mm, 42 mm, 52 mm, 65 mm

최대 표준 공칭 유량

18 mm에서 550 l/min,
26 mm에서 1100 l/min

18 mm에서 550 l/m,
26 mm에서 1100 l/m ,
42 mm에서 1300 l/m ,
52 mm에서 2900 l/m ,
65 mm에서 4000 l/m

최대 밸브 연수

16

32

전기 작동

개별 연결

개별 연결, 이더넷, 필드버스, 멀티핀 플러그, 통합형 컨트롤러

밸브 터미널 디자인

모듈형, 밸브 사이즈 혼합 가능

모듈형, 밸브 사이즈 혼합 가능
• 5/3-way 밸브 안전 기능 추가

신제품

9

설명

• ISO 15407-1 준수
• 광범위한 개별 전기 연결
• 두 가지 밸브 사이즈 결합 가능

•
•
•
•

ISO 15407-2/ISO 5599-2 준수
CPX 시스템을 통한 필드버스 연결 또는 멀티핀 플러그 연결
밸브 터미널 한 개에 다섯 개 밸브 사이즈 결합 가능
통합형 안전 기능

온라인: è

vtia

vtsa

특수 어플리케이션용 밸브 터미널

신품
제

밸브 터미널
MPA-C

밸브 터미널
VTOC

밸브 터미널
MH1

밸브 폭

14 mm

10 mm

10 mm

표준 공칭 유량

780 l/m

10 l/m

10 l/m

최대 밸브 연수

32

24

24

전기 작동

멀티핀 플러그, IO-Link, I-Port

멀티핀 플러그, IO-Link, I-Port

개별 연결, 멀티핀 플러그

밸브 터미널 디자인

모듈형, 확장형

고정 그리드

고정 그리드

신제품

• 서브 베이스의 체크 밸브, 덕트 3 및 5

설명

•
•
•
•
•
•

•
•
•
•
•

• 소형 포핏 밸브
• 멀티핀 또는 전기 개별 연결

온라인: è

mpa-c

104

Clean Design의 밸브 터미널
클리닝이 간편한 디자인
뛰어난 내식성
보호 등급 IP69K
FDA 규격 소재
이중 씰링 시스템

콤팩트한 파일럿 밸브
콤팩트한 어셈블리
인터락 기능으로 안전성 강화
멀티핀 또는 필드버스 제어
IO-Link® 지원

v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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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터미널

¤

전기 주변장치

신품
제
필드버스 모듈
CTEU

CPI 설치 시스템
CTEC

터미널
CPX

터미널
CPX-P

프로토콜

Modbus® TCP, PROFIBUS DP,
AS-Interface ®, CANopen,
CC-Link, CPI-B, DeviceNet,
EtherCAT, EtherNet/IP,
PROFINET

INTERBUS, DeviceNet,
PROFIBUS, CANopen,
CC-Link, Ether-Net/IP,
PROFINET, EtherCAT,
ModbusTCP

INTERBUS, DeviceNet,
PROFIBUS, CANopen,
CC-Link, Ether-Net/IP,
PROFINET, EtherCAT,
ModbusTCP

DeviceNet, PROFIBUS,
EtherNet/IP, PROFINET,
ModbusTCP

최대 어드레스 용량,
입력

2 … 64 바이트

16 바이트

64 바이트

64 바이트

최대 어드레스 용량,
출력

2 … 64 바이트

16 바이트

64 바이트

64 바이트

파라미터화

활성화 진단, 진단 증상,
페일세이프 및 아이들 응답,
페일세이프 응답, 워치독
해제, 워치독 작동

진단 증상, 페일세이프 응답,
강제 채널, 신호 설정

진단 증상, 페일세이프 응답,
강제 채널, 신호 설정

보호 등급

IP65, IP67

IP65, IP67

IP65, IP67

IP20, IP65

공칭 작동 전압 DC

24 … 30 V

24 V

24 V

24 V

작동 전압 범위 DC

18 … 31.6 V

18 … 30 V

18 … 30 V

신제품

• 추가 버스 프로토콜

설명

• 밸브 터미널 VTUB-12,
VTUG, MPA-L, CPV, VTOC용
• CTEL 시스템을 통한 확장
가능
• 필드버스-일반 LED,
인터페이스 및 스위칭 요소
• 전자장치 및 밸브용 별도
전원 공급

• CPI 스트링 4개용 CPX
마스터 모듈
• 중앙집중식 및 분산식
설치의 결합 가능
• 빠른 프로세스 처리를 위한
분산식 공압 콤포넌트 및
센서
• 밸브 터미널 CPV, MPA-S,
CPV-SC에 연결 가능

• 자동화 플랫폼
• 공통 필드버스 프로토콜 및
이더넷 모두 사용 가능
• 통합 진단 및 유지보수 기능
• 독립된 원격 I/O로
사용하거나 밸브 터미널
MPA-S, MPA-L, VTSA/
VTSA-F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개별 연결용 폴리머 또는
금속 하우징 선택 가능

• 제어 캐비닛에서 매칭되는
원격 I/O 및 밸브 터미널
사용
• 전기 터미널 CPX 모듈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음
• 독특한 모듈식 구조
• 포괄적 통합 진단 및 서비스
기능

cteu

ctec

cpx

cpx-p

온라인: 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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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터미널
전기 주변장치

전기 인터페이스
CPX-CTEL
프로토콜

I-Port, IO-Link

최대 어드레스 용량,
입력

32 바이트

최대 어드레스 용량,
출력

32 바이트

파라미터화

진단 증상, 채널당 페일세이프 모드, 채널당 강제 모드, 채널당 아이들 모드, 모듈 파라미터, 툴 전환 모드

보호 등급

IP65, IP67

공칭 작동 전압 DC

24 V

작동 전압 범위 DC

18 … 30 V

설명

• I-Port 연결부가 4개인 CPX-CTEL 마스터 모듈
• 빠른 프로세스 처리를 위한 분산식 공압 콤포넌트 및 센서
• 표준화된 M12 연결

온라인: è

cpx-ctel

9

특정 요구사항에 맞춘 맞춤형 컴포넌트
맞춤형 디자인의 밸브 터미널
필요한 밸브 터미널이 Festo 카탈로그에 없습니까?
Festo는 일부 제품 수정부터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개발까지 고객의 요구사항에 꼭
맞는 맞춤형 컴포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반 제품 수정
• 특수한 주변 조건에 맞는 코팅
• 맞춤형 케이블: 길이, 핀 배열, 플러그 사전 조립
• 수정된 작동 요소
• 수정된 연결 나사산
• 수정된 밸브 서브 베이스
여러 추가 옵션도 가능합니다. Festo 세일즈 엔지니어에게 문의하면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맞춤형 컴포넌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현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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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센서

근접 센서, T 슬롯용

신품
제

근접 센서
SDBT

근접 센서
SMT-8M-A

전기 연결

M12x1, 케이블, 플러그 있는
케이블, 2핀, 3핀, 2선, 3선,
회전 나사산

M8x1, M12x1, 케이블, 플러그 M8x1, 케이블, 플러그 있는
M8x1, 케이블, 플러그 있는
있는 케이블, 2핀, 3핀, 2선,
케이블, 플러그, 3핀, 2선, 3선, 케이블, 플러그, 3핀, 2선, 3선,
3선, 회전 나사산
회전 나사산
회전 나사산

작동 전압 범위 DC

10 … 30 V

5 … 30 V

0 … 230 V

10 … 30 V

스위칭 기능

N/O

N/C, N/C 또는 N/O, 스위칭
가능, N/O

N/C, N/O

NAMUR, N/O

제어 출력

NPN, PNP, 비접촉, 2선

NPN, PNP, PNP/NPN 스위칭
가능, 비접촉, 2선

접촉, 2극, LED 기능 없음

NAMUR, PNP

=

=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근접 센서
SME-8, SME-8M, SME-8-SL,
SME-8-FM

근접 센서
SMT-8

신제품

• ATEX 폭발성 대기 지침에
따른 EX6 디자인

설명

• 측정 원리: 자기 저항
• 내유성, 용접 현장 내성,
용접 불꽃에 강함
• 슬롯에 나사로 클램핑,
위에서 삽입
• 스위칭 상태 LED 표시
• 케이블 길이 0.3 … 5 m

• 측정 원리: 자기 저항
• 짧은 디자인
• EX2 옵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사용
• 슬롯 윗방향에서 삽입,
실린더 프로파일과 수평을
이룸
• 스위칭 상태 LED 표시
• LED 작동 예약 표시
• 케이블 길이 0.1 … 30 m

• 측정 원리: 자성 리드
• SME-8-…-S6: 내열 디자인
• 에너지 체인에 적합한
케이블
• 나사 클램핑 또는 슬롯
클램핑, 위에서 또는
세로로 슬롯에 삽입
• 스위칭 상태 LED 표시
• 케이블 길이 0.3, 2.5, 5, 7.5,
0.2 … 10 m

• 측정 원리: 자기 저항
• SMT-8-F: ATEX 폭발성 대기
지침에 따름
• SMT-8G: 그립퍼 감지에
적합한 디자인
• SMT-8-SL: 가이드가 길어
견고하며, 센서에서 직접
플러그 연결
• 에너지 체인에 적합한
케이블
• 세로로 또는 슬롯
윗방향에서 삽입 가능
• 스위칭 상태 LED 표시
• 케이블 길이 0.3, 2.5, 5 m

온라인: è

sdbt

smt-8 m

sme-8

smt-8

10

108

 www.festo.com/catalogue/…

변경될 수 있음 – 2017/01

센서

¤

근접 센서, T 슬롯용

근접 센서
CRSMT-8

근접 센서
SMEO-8E

근접 센서
SMTO-8E

전기 연결

케이블, 3선

M8x1, M12x1, 케이블, 플러그, 3핀, 2선

M8x1, M12x1, 플러그 커넥터, 3핀

작동 전압 범위 DC

10 … 30 V

0 … 250 V

10 … 30 V

스위칭 기능

N/O

N/O

N/O

제어 출력

PNP

접점, 2극 접촉, LED 기능 없음

NPN, PNP

설명

• 측정 원리: 자기 저항식
• 부식 저항형 디자인
• 식품 산업에 적합, 산성 물질 및 냉각용
윤활제에 강함
• 세로로 슬롯에 삽입 가능, 실린더
프로파일과 수평을 이룸
• 스위칭 상태 LED 표시
• 케이블 길이 2.5, 5 m

•
•
•
•
•

•
•
•
•

온라인: è

crsmt-8

smeo

측정 원리: 자성 리드
블록 디자인의 견고한 센서
하우징에 플러그 통합
스위칭 상태 LED 표시
케이블 길이 2.5 m

측정 원리: 자기 저항식
블록 디자인의 견고한 센서
하우징에 플러그 통합
스위칭 상태 LED 표시

smto

근접 센서, T 슬롯용

근접 센서
SMTSO-8E
전기 연결

M12x1, 플러그 커넥터, 3핀

작동 전압 범위 DC

10 … 30 V

스위칭 기능

N/O

제어 출력

NPN, PNP

설명

•
•
•
•
•

온라인: è

smt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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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리: 자기 유도식
용접 환경에 적합
블록 디자인의 견고한 센서
하우징에 플러그 통합
스위칭 상태 LED 표시

10

근접 센서
SMPO-8E

•
•
•
•
•

측정 원리: 자성
공압 신호 출력 근접 센서
기능: 3/2-way 밸브, 초기 위치 닫힘
암 나사산 M5를 통한 공압 연결
스위칭 상태 표시 기능 내장

s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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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근접 센서, C 슬롯용

근접 센서
SME-10, SME-10M

근접 센서
SMT-10M, SMT-10G

전기 연결

M8x1, M12, 케이블, 플러그 있는 케이블, 끝단 낱선, 2핀, 3핀,
3선, 회전 나사산, 이음 고리

M8x1, M12, 케이블, 플러그 있는 케이블, 끝단 낱선, 2핀, 3핀,
3선, 회전 나사산, 이음 고리

작동 전압 범위 DC

5 … 30 V

5 … 30 V

스위칭 기능

N/O

N/O

제어 출력

접촉, 2극

NPN, PNP, 비접촉, 2선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

설명

•
•
•
•

•
•
•
•

온라인: è

sme-10

측정 원리: 자성 리드
C 슬롯 클램핑, 위에서 또는 세로로 슬롯에 삽입
스위칭 상태 LED 표시
케이블 길이 0.3, 2.5 m

측정 원리: 자기 저항식
C 슬롯 클램핑, 위에서 또는 세로로 슬롯에 삽입
스위칭 상태 LED 표시
케이블 길이 0.3, 2.5 m

smt-10

근접 센서, 원형 디자인

10
근접 센서
SMEO-4

근접 센서
CRSMEO-4

근접 센서
SMTO-4

전기 연결

M8x1, 케이블, 플러그, 3핀, 2선, 3선

케이블, 3선

M8x1, 케이블, 플러그, 3핀, 3선

작동 전압 범위 DC

12 … 250 V

12 … 30 V

10 … 30 V

스위칭 기능

N/O

N/O

N/O

제어 출력

접촉, 2극, LED 기능 없음

접촉, 2극

NPN, PNP

설명

•
•
•
•

•
•
•
•

•
•
•
•

온라인: è

smeo-4

110

측정 원리: 자성 리드
U자형 하우징
스위칭 상태 LED 표시
케이블 길이 2.5, 5 m

측정 원리: 자성 리드
부식 저항형 디자인
스위칭 상태 LED 표시
케이블 길이 2.5 m

crsme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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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리: 자기 유도식
U자형 하우징
스위칭 상태 LED 표시
케이블 길이 2.5 m

smt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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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

근접 센서, 블록 디자인

근접 센서
SME-1

근접 센서
SMT-C1

근접 센서
SMEO-1

전기 연결

M8x1, 케이블, 플러그, 3핀, 2선, 3선

M8x1, M12x1, 케이블, 플러그 있는
케이블, 3핀, 3선, 회전 나사산

M8x1, 케이블, 플러그, 3핀, 2선, 3선

작동 전압 범위 DC

0 … 200 V

10 … 30 V

0 … 200 V

스위칭 기능

N/O

N/O

N/O

제어 출력

접촉, 2극

PNP

접촉, 2극

설명

• 측정 원리: 자기 유도식
• 마운팅 키트용
• 스위칭 상태 LED 표시 (옵션)

• 측정 원리: 자기 유도식
• 센서용 마운팅 레일이 있는 클린
디자인 ISO 실린더 DSBF용
• 스위칭 상태 LED 표시

•
•
•
•

온라인: è

sme-1

smt-c1

smeo-1

측정 원리: 자성 리드
SMEO-1-S6: 내열 디자인
스위칭 상태 LED 표시 (옵션)
케이블 길이 2.5, 5 m

근접 센서, 블록 디자인

근접 센서
SMTO-1
전기 연결

M8x1, 케이블, 플러그, 3핀, 3선

근접 센서
SMPO-1

작동 전압 범위 DC

10 … 30 V

스위칭 기능

N/O

제어 출력

NPN, PNP

설명

• 측정 원리: 자기 저항식
• 스위칭 상태 LED 표시
• 케이블 길이 2.5 m

•
•
•
•
•

온라인: è

smto-1

s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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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리: 자성
공압 신호 출력 근접 센서
기능: 3/2-way 밸브, 초기 위치 닫힘
튜브 I. D. 3mm용 가시형 커넥터를 통한 공압 연결
스위칭 상태 표시 기능 내장

 www.festo.com/catalogue/…

111

¤

센서
유도 센서

10

유도 센서
SIEN

유도 센서
SIES-Q

유도 센서
SIES-8M

사이즈

4mm, 6.5mm, M12, M12x1, M18,
M18x1, M30, M30x1.5, M5x0.5, M8x1

12x26x40, 15x20x30, 40x40x120,
5x5x25, 8x8x40, 8x8x59 mm

T 슬롯용

제어 출력

NPN, PNP

NPN, PNP

NPN, PNP

스위칭 기능

N/C, N/O

반균등, N/C, N/O

N/C, N/O

전기 연결

M8x1, M12x1, 케이블, 플러그, 3핀, 3선

M8x1, 케이블, 플러그, 스크류 터미널,
3핀, 3선

M8x1, 케이블, 플러그 있는 케이블, 3핀,
3선, 회전 나사산

10 … 30 V

10 … 30 V

• 블록 디자인
• 매립형 설치
• 스위칭 상태 LED 표시

• 전동 축 및 T 슬롯이 있는 그립퍼의
위치 감지에 적합
• 매립형 설치
• LED 2개의 스위칭 상태 표시를 통해
접근 방향과 상관없이 가시성 강화

작동 전압 범위 DC

10 … 30 V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
•
•

온라인: è

sien

sies

sies

위치 센서
SRBS

포지션 트랜스 미터
SMAT-8E

포지션 트랜스 미터
SDAT

표준 스위칭 거리
DC 전압
원형 디자인
미터 나사
매립형 또는 비매립형 마운팅
스위칭 상태 LED 표시
금속 또는 폴리아미드 하우징 디자인

위치 센서

디자인

원형

T 슬롯용

T 슬롯용

위치 측정 범위

>270°

48 … 52 mm

0 … 160 mm

아날로그 출력

50 mA

0 – 10 V, 4 – 20 mA

4 – 20 mA, 100 mA

전기 연결

M8, 플러그 있는 케이블, 4핀,
회전 나사산

M8x1, 플러그 커넥터, 4핀

M8, 플러그 있는 케이블, 4핀,
회전 나사산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회전식 드라이브 DRVS 및 DSM
샤프트 회전 감지에 사용
• 스위칭 지점을 수동으로 검색하지
않고 신속하게 센서를 조립할 수 있음
• 장치에서 바로 푸시버튼 하나만
사용하여 간단하고 확실하게 작동

•
•
•
•

측정 원리: 자기 홀
아날로그 출력의 전류 및 전압 신호
세로로 슬롯에 삽입
에너지 체인 및 로봇 라인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
• LED 상태 표시
• 케이블 길이 2.5, 5 m

• 측정 원리: 자기 홀
• 슬롯 윗방향에서 삽입 가능, 나사로
고정
• 에너지 체인 및 로봇 라인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
• LED 상태 표시
• 케이블 길이 0.3 m

온라인: è

srbs

smat-8e

s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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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센서

포지션 트랜스 미터
SMAT-8M
디자인

T 슬롯용

위치 측정 범위

40 mm

아날로그 출력

0 – 10 V

전기 연결

M8x1, 플러그 있는 케이블, 4핀, 회전 나사산

설명

•
•
•
•
•
•

온라인: è

smat-8 m

측정 원리: 자기 홀
변위 비례 아날로그 출력 신호
슬롯 윗방향에서 삽입 가능, 중앙 클램핑
에너지 체인 및 로봇 라인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
LED 상태 표시
케이블 길이 0.3 m

압력 및 진공 센서

신품
제
10

압력 센서
SPAN

압력 센서
SPAE

압력 센서
SPAU

압력 센서
SPAW

압력 측정 범위

-1 … 16 bar

-1 … 10 bar

-1 … 16 bar

-1 … 100 bar

스위칭 기능

N/C 또는 N/O, 스위칭 가능

N/C, N/O, 스위칭 가능

N/C 또는 N/O, 스위칭 가능

스위칭 가능

공압 연결

수 나사산 G1/8, NPT1/8-27,
R1/8, 암 나사산 G1/8, M5,
QS-4

푸시인 슬리브 QS-4, QS-6,
QS-3, QS-4, 플랜지

G1/8, M5, M7, NPT1/8-27,
QS-4, QS-5/32, QS-6, R1/4,
R1/8

수 나사산 G1/2, 암 나사산
G1/4

전기 연결

플러그 커넥터, 정사각형
디자인, 4핀

케이블, 개별 배선(낱선), 3선

M8x1, M12x1, 플러그, 원형
M12x1, 플러그, 원형 디자인,
디자인, EN 60947-5-2에 따름, EN 60947-5-2에 따름, 4핀,
4핀
5핀

LED 디스플레이. 2자릿수

조명 LCD, LED

디스플레이 타입

조명 LCD

신제품

• 새로운 시리즈

설명

• 압축 공기 및 비-부식성
가스 모니터링
• 네트워크 모니터링, 압력
레귤레이터의 압력
모니터링, 누기 테스트,
물체 감지용
• 피에조 저항 측정 셀에
기반한 상대적 측정 방법
• IO-Link® 1.1을 사용하여
시리얼 통신

• 피에조 저항 압력 측정 셀이 • 압축 공기 및 비-부식성
있는 전자 압력 센서, 통합
가스 모니터링
신호 처리, 수치 압력 표시기 • 디스플레이 화면 (옵션)
(퍼센트), 작동 키 및 스위칭 • 스위치 신호, 아날로그 신호
출력, PNP/NPN 스위칭 가능
같은 압력 값을 IO-Link®를
• 최소값 및 최대값 표시
통해 연결된 제어
• 입력된 모든 파라미터를
시스템으로 전송
다른 SPAE로 전송 가능
(복제 기능)

• 고내구성
• 액체 및 기체 매체용
• 푸시버튼 3개를 사용하여
스위칭 출력을 빠르고
간편하게 설정
• 디스플레이부 회전 가능 :
모든 위치에서 최적의
디스플레이 가독성 보장

온라인: è

span

spae

sp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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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압력 및 진공 센서

압력 측정 범위

압력 송신기
SPTE

압력 송신기
SPTW

-1 … 10 bar

-1 … 100 bar

스위칭 기능
공압 연결

푸시인 슬리브 QS-4, QS-6, QS-3, QS-4, 플랜지

G1/4

전기 연결

케이블, 개별 배선(낱선), 3선

M12x1, 플러그, 원형 디자인, EN 60947-5-2에 따름, 4핀

설명

• 피에조 저항 압력 센서
• 상대압 측정
• 케이블 길이 2.5 m

• 센서 버전: 피에조 저항 압력 센서 또는 금속 박막 압력 센서
• 상대압 측정

온라인: è

spte

sptw

압력 센서
SDE3

압력 센서
SDE5

디스플레이 타입

압력 및 진공 센서

10
압력 측정 범위

-1 … 10 bar

-1 … 10 bar

스위칭 기능

스위칭 가능

N/C, N/O, 스위칭 가능

공압 연결

QS-4, QS-5/32

QS-1/4, QS-4, QS-5/32, QS-6

전기 연결

M8x1, M12x1, 케이블, 플러그 있는 케이블, 플러그, 원형
디자인, EN 60947-5-2에 따름, 4핀, 5핀

M8x1, 케이블, 플러그, 원형 디자인, EN 60947-5-2에 따름,
3핀, 3선

디스플레이 타입

조명 LCD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
•

온라인: è

sd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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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압력 측정 범위
상대압, 차압 또는 2개의 개별 압력 측정
스위칭 출력 2x PNP 또는 2x NPN
숫자 및 그래픽 압력 표시
마운팅 : H레일, 벽/표면 브라켓, 전면 패널, 관통 홀 이용
인증: C-Tick, ATEX, c UL us Listed (OL)

• 압력을 간단하게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및 구성 가능
압력 스위치
• 임계값/윈도우 비교기
• 티치인 기능으로 스위칭 지점 조정
• 통합 마이크로 프로세서
• 모든 측면에서 보이는 LED로 스위칭 상태 표시
• 인증: c UL us listed (OL), C-Tick
sd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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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센서

신품
제

신품
제

유량 센서
SFAW

유량 센서
SFAB

유량 센서
SFAM

유량 센서
SFAH

유량 측정 범위 최종 값

32 … 100 l/min

10 … 1000 l/min

1000 … 15000 l/min

0.002 ... 200 l/min

작동 매체

액체 매체, 물, 중성 액체

ISO 8573-1:2010 [7:4:4],
ISO 8573-1:2010 [6:4:4]에
따른 압축 공기, 질소

ISO 8573-1:2010 [7:4:4]에
따른 압축 공기, 질소

ISO8573-1:2010 [6:4:4]에
따른 압축 공기, 질소

작동 압력

0 … 12 bar

0 … 10 bar

0 … 16 bar

-0.9 ... 10 bar

QS-1/4, QS-10, QS-12,
G1, G1 1/2, G1/2, NPT1 1/2G1/4, G1/8, QS-4, QS-6, QS-8
QS-3/8, QS-5/16, QS-6, QS-8 11 1/2, NPT1-11 1/2, NPT1/214, 매니폴드 모듈

공압 연결

전기 연결

M12x1, 일자형 플러그, 5핀, A M12x1, 일자형 플러그, 5핀
코드

신제품

• 새로운 시리즈

설명

• 냉각 회로 모니터링, 누수
또는 라인 단선 모니터링,
공정수 모니터링, 충진 레벨
모니터링
• 입력 연결: 클램핑 터미널
연결 DN15, DN20, 암 호스
피팅 13 mm, 암 나사산
G1/2, G3/4, G1, 사용자별
연결
• 온도 센서 포함 (옵션)
• 스위칭 출력 2개, 아날로그
출력 및/또는 IO-Link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위
시스템에 연결
• 인증: RCM, c UL us Listed
(OL)

•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유량 센서
• 일방향 유량 입력
• 마운팅: H 레일 마운팅, 벽
또는 표면 마운팅
• 인증: C-Tick

sfaw

sfab

온라인: 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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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2x1, 일자형 플러그, 5핀

L1, M8 플러그 연결구

• 단독 또는 MS 서비스
유닛과 조합
• 절대 유량 정보와 누적 공기
소모량 측정치 제공
• 높은 동적 응답 : 고정밀,
넓은 범위의 유량 측정
• 대형 조명 LCD 디스플레이

• 소형 디자인
• 단방향 또는 양방향 측정
가능
• IO-Link를 통해 상위
제어장치에서 모니터링 및
설정 가능
• 다양한 출력 값 옵션 및
디스플레이 단위 선택 가능

10

s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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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광 센서

광 센서
SOEG-RT, SOEG-RS

관통 빔 센서
SOEG-E, SOEG-S

광섬유 유닛
SOEG-L

레이저 발산 센서, 레이저
역반사 센서
SOEL-RT, SOEL-RS

측정 방법

거리 센서,
역반사 센서,
발산 센서,
배경을 억제하는 발산 센서,
투명 물체용

관통 빔 센서, 수신기, 송신기

광섬유 유닛

거리 센서 ,
확산 반사형 센서 ,
레이저 센서 ,
뒷배경을 억제하는 레이저
센서- 투명 물체 감지용

작동 범위

0 … 5500 mm

0 … 20000 mm

0 … 250 mm

0 … 20000 mm

사이즈

20x32x12 mm,
30x30x15 mm, 4 mm,
50x50x17 mm, M12, M12x1,
M18, M18x1, M5x0.5

20x32x12 mm,
30x30x15 mm,
50x50x17 mm, M18x1

20x32x12 mm, 30x30x15 mm 20x32x12 mm, 50x50x17 mm

광 타입

적외선, 적색, 적색 편광

적외선, 적색

적색

레이저, 펄스 레이저, 적색,
적색 650nm, 적색 편광

제어 출력

NPN, PNP

NPN, PNP

NPN, PNP

NPN, PNP

설명

• 원형 또는 블록 디자인
• 설정 옵션: 버튼 및 전기
연결을 통한 티치인
• 전기 연결 : 끝단 낱선 또는
플러그

• 원형 또는 블록 디자인
• 블록 디자인
• 설정 옵션: 티치인, 전기
• 설정 옵션: 티치인, 전기
• 설정 옵션: 티치인, 전기
연결을 통한 티치인, 전위계
연결을 통한 티치인, 전위계
연결을 통한 티치인, 전위계 • 전기 연결 : 끝단 낱선 또는
• 전기 연결 : 끝단 낱선 또는 • 전기 연결 : 끝단 낱선 또는
플러그
플러그
플러그

온라인: è

soeg

soeg

soeg

soel

10
광 센서

컬러 센서
SOEC
측정 방법

컬러 센서

작동 범위

12 … 32 mm

사이즈

50x50x17 mm

광 타입

백색

제어 출력

PNP

설명

•
•
•
•
•

온라인: è

soec

116

확산형 센서
블록 디자인
설정 옵션: 티치인, 전기 연결을 통한 티치인
M12x1 플러그를 통한 전기 연결, 8핀
LED 7개를 통한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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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변환기

신호 변환기
SVE4

신호 변환기
SCDN

신호 범위

0 – 10 V +/−0.3, 0 – 20 mA +/−0.6, 위치 센서 SMH-S1-HG용

0 – 20 mA, 0 – 10V

제어 출력

2xNPN, 2xPNP

2 x PNP, 2 x NPN, IO-Link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가능

센서 기능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가능

전기 연결, 출력

M8x1, 플러그, 4핀, EN 60947-5-2에 따름

L1 플러그

전기 연결, 입력

M8x1, 소켓, 4핀, EN 60947-5-2에 따름

Socket EC (ECON)

설명

•
•
•
•
•
•

• 신호변환기 신호 범위 조정 가능
• 티치인 방식의 손쉬운 사용
• 센서로부터 전압 및 전류 방식의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디지털 출력 또는 IO-Link를 통해 상위 제어장치에서
모니터링 및 설정 가능하며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측정 값
확인 가능

온라인: è

sve4

아날로그 신호를 스위칭 지점으로 변환
티치인으로 자유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스위칭 기능
임계값, 히스테리시스 또는 윈도우 비교기
마운팅: H 레일 마운팅 또는 어댑터 플레이트 사용
스위칭 상태 LED 표시
인증: c UL us Listed (OL), C-Tick

scdn

에어 갭 센서

10
에어 갭 센서
SOPA
감지 범위

20 … 200 µm

작동 압력

4 … 7 bar

디스플레이 타입

조명 LCD, 멀티컬러

작동 매체

ISO 8573-1:2010[7:4:4]에 따른 압축 공기

설명

•
•
•
•
•
•

온라인: è

sopa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편리한 고정밀 접점 및 거리 모니터링용 솔루션
설정 옵션: 티치인 또는 3개 버튼 작동으로 숫자 설정
통합 에어 제트 기능
멀티컬러 LCD 디스플레이
마운팅: H 레일 마운팅, 벽 마운팅, 관통 홀
인증: C-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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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센서 박스

신품
제

신품
제

신품
제

센서 박스
SRBG

센서 박스
SRBC

센서 박스
SRBE

0 … 250 V

0 … 250 V

작동 전압 범위 DC

6 … 60 V

0 … 175 V

0 … 60 V

전기 연결

스크류 터미널, 플러그 M12, A 코드

스크류 터미널, 10핀

스크류 터미널, 10핀, 14핀

ISO 5211에 따른 플랜지에, 마운팅
브래킷 포함

ISO 5211에 따른 플랜지에, 마운팅
브래킷 포함

• 새로운 시리즈

• 새로운 시리즈

측정 변수
작동 전압 범위 AC

마운팅 타입
신제품

• 추가 버전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M12 플러그 연결부가 있는 콤팩트
하우징
• VDI/VDE 3845에 따른 1/4 회전
액추에이터에 직접 장착
• 확장 어드레싱 옵션이 있는 ASInterface ® 버전
• IEC 61508에 따른 ATEX 및 SIL 2의
안전 버전

• 사전 조립된 마운팅 어댑터로
간편하게 설치
• 추가 도구 없이 간편하게 트립 캠 설정
• 내구성, 내부식성 디자인,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 선명한 3D 위치 표시기를 통해 1/4
회전 액추에이터의 현재 위치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음

• 추가 도구 없이 간편하게 트립 캠 설정
• 내구성, 내부식성 디자인,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 선명한 3D 위치 표시기를 통해 1/4
회전 액추에이터의 현재 위치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음

온라인: è

srbg

srbc

srbe

10
센서 박스

리미트 스위치 부착장치
SRAP
측정 변수

회전 각도

작동 전압 범위 AC
작동 전압 범위 DC

15 … 30 V

전기 연결

스크류 터미널, 9핀, 플러그인

마운팅 타입
설명

•
•
•
•

온라인: è

srap

118

표준 VDI/VDE 3845 (NAMUR) 기반
아날로그
1/4 회전 액추에이터의 위치 모니터링용
2D 홀 기술에 기반하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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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처리 시스템
이미지 처리 시스템

비전 센서

코드 리더기, 물체 감지 센서
SBSI-B, SBSI-Q
센서 해상도

1280 x 1024 픽셀 (SXGA), 736 x 480 픽셀 (WideVGA)

작동 거리

6 mm - 무한, 30 mm - 무한

시야

최소 16 mm x 13 mm, 최소 5 x 4 mm, 최소 8 x 6 mm

프레임 레이트(풀
이미지)

40 fps, 50 fps

검사 프로그램 최대 수

8, 255

설명

•
•
•
•

온라인: è

sbsi

조명/렌즈 일체형 비전 센서
1D/2D 바코드 판독 또는 부품 품질 검사 지원
간단하게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직관적 소프트웨어
렌즈, 조명, 검사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올인원 장치

콤팩트한 타입의 비전 시스템

체크박스 (콤팩트 타입)
CHB-C-N
센서 해상도

2048 픽셀/라인

작동 거리
시야
프레임 레이트(풀 이미지)

11

노출 시간
신제품

• 새로운 시리즈

설명

•
•
•
•

온라인: è

chb-c

지능형 라인 스캔 (Line Scan) 카메라
움직이는 소형 부품의 방향 인식 및 품질 검사용
엔코더 연결
티치인 기능

비전 센서

신품
제

신품
제

신품
제

신품
제

코드 리더기
SBSC-B

물체 감지 센서
SBSC-Q

색상 센서
SBSC-F

범용 센서
SBSC-U

센서 해상도

1280x1024 pixels (SXGA),
736x480 pixels (Wide VGA)

1280x1024 pixels (SXGA),
736x480 pixels (Wide VGA)

736 x 480 pixels (wide VGA)

1280x1024 pixels (SXGA),
736x480 pixels (Wide VGA)

작동 거리

6 mm ... 무한

6 mm ... 무한

6 mm ... 무한

6 mm ... 무한

시야

min. 5x4 mm, min. 8x6 mm,
min. 16x13 mm

min. 5x4 mm, min. 8x6 mm,
min. 16x13 mm

Min. 5x4 mm, min. 8x6 mm,
렌즈에 따라 다름

렌즈에 따라 다름

프레임 레이트(풀 이미지) 40 ... 50 fps

40 ... 50 fps

40 fps

50 fps

최대 프로그램 갯수

255

255

255

255

온라인: è

sbsc

sbsc

sbsc

sbsc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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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 준비
소프트웨어 툴

압축 공기 준비

공기 소비량

시스템의 공기 소비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산합니다. 모든 드라이브와 튜브를
입력하고, 사이클 시간과 작동 압력을 설정하면 분당 및 일일 공기 소비량이
계산됩니다. 결과와 입력 표를 Excel로 직접 내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툴 이용 방법:
• 전자 카탈로그에서 파란색 “Engineering” 버튼을 클릭하거나
• DVD 안에 Engineering tools (엔지니어링 툴)을 클릭합니다.

컨피규레이터

컨피규레이터를 이용해 여러 기능의 제품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제품 기능을 단계별로 선택합니다. 로직 점검을 통해 정확한 구성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따라 생성되는 동적 그래픽은 정확한 제품 특징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컨피규레이터는 전자 카탈로그의 일부이며 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유닛 조합: MS 시리즈

신품
제

서비스 유닛 조합
MSE6 -E2M

서비스 유닛 조합
MSB4, MSB6, MSB9

G1/2

G1, G1 1/2, G1 1/4, G1/2, G1/4, G1/8, G3/4, NPT1 1/2-11 1/2,
NPT1 1/4-11 1/2, NPT1-11 1/2, NPT1/2-14, NPT3/4-14

표준 공칭 유량

메인 유량 방향에서 1 -> 24500 l/min

750 … 18000 l/min

최대 유량 측정 범위

5000 l/min

공압 연결부 1

12

0.5 … 16 bar

압력 조절 범위
작동 압력

4 … 10 bar

0 … 20 bar
0.01 … 40 µm

필터 등급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2x 소켓, M12x1, 4핀, D 코드, 2x RJ45 푸시-풀 소켓, AIDA, 2x
SCRJ 푸시-풀 소켓, AIDA, 서브-D 소켓, 9핀

신제품

•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PROFINET, Ethernet/IP 및 Modbus
TCP/IP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에너지원인 압축 공기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공압
서비스 유닛
• 기능: 에너지 절약 (2/2-way 기능 DE, V24)
• 측정, 제어 및 진단 기능 탑재
• 생산 다운타임 및 누기 확인
• 공정 모니터링 모듈로 사용
• 버스 노드를 통해 전기로 작동
• 사이즈 6

• 구성 : 필터 압력 조절기, 필터, 윤활기, On-off 밸브, SoftStart 밸브
• 사이즈 4, 6, 9

온라인: è

mse6

msb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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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압력 조절기/윤활기: MS 시리즈

서비스 유닛 조합
MSB4-FRC, MSB6-FRC
공압 연결부 1

G1/2, G1/4, G1/8, G3/8

표준 공칭 유량

850 … 4800 l/min

압력 조절 범위

0.3 … 12 bar

작동 압력

0.8 … 20 bar

필터 등급

5 … 40 µm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온라인: è

msb4-frc

필터, 압력 조절기 및 윤활기 기능이 하나의 유닛에!
높은 유량, 오염 물질의 효율적 제거
최소 압력 히스테리시스의 우수한 조절 특성
사이즈: 4, 6

필터 압력 조절기: MS 시리즈

필터 압력 조절기
MS4-LFR, MS6-LFR, MS9-LFR, MS12-LFR
공압 연결부 1

G1/2, G1/4, G1/8, G3/8, 내부

표준 공칭 유량

850 … 24000 l/min

압력 조절 범위

0.3 … 16 bar

작동 압력

0.8 … 20 bar

필터 등급

5 … 40 µm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MS4-LFR, MS6-LFR: 직접 작동식 다이어프램 조절기, MS9-LFR: 파일럿 또는 직접 작동식 다이어프램 조절기, MS12-LFR:
내부 공기 소비가 없는 파일럿 다이어프램 조절기
• 제어 특성 : 최소 압력 히스테리시스, 1차 압력 보상
• 파티클 및 응축수 분리
• 옵션 : 2차 배기
• 높은 유량
• 회전식 손잡이
• 출력 2에서 출력 1로 배기하기 위한 귀환 흐름 옵션은 이미 통합되어 있음
• 사이즈: 4, 6, 9, 12

온라인: è

ms4-lfr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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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MS 시리즈

필터
MS4-LF, MS6-LF, MS9-LF, MS12-LF

미세 필터
MS4-LFM-B, MS6-LFM-B, MS9-LFM-B, MS12-LFM-B

공압 연결부 1

G1/2, G1/4, G1/8, G3/8, 내부

G1, G1/2, G1/4, G1/8, G3/4, G3/8, 매니폴드 모듈

표준 공칭 유량

1000 … 16000 l/min

54 … 10000 l/min

작동 압력

0 … 20 bar

0 … 20 bar

필터 등급

5 … 40 µm

0.01 … 1 µm

설명

• 파티클 및 응축수 분리
• 최소한의 압력 강하로 높은 유량 보장
• 옵션 : 수동, 반자동, 완전 자동, 완전 자동 (전기) 응축수
배수기
• 사이즈: 4, 6, 9, 12

•
•
•
•
•

온라인: è

ms4-lf

ms4-lfm-b

필터 소음기
LFU

마이크로 필터
PFML

매우 깨끗한 압축 공기를 보장하는 고효율 필터
압축 공기에서 오일 연무질 제거
오염을 표시하는 차압 표시기 제공
옵션 : 전자 필터 오염 표시기
사이즈: 4, 6, 9, 12

필터: 개별 장치

신품
제

12

사이즈

G1/4, G3/8, G1/2, G1

90, 186

필터 등급

1 µm

0.01 µm

작동 압력

0 … 16 bar

0 … 50 bar

대기 기준 유량

4000 … 12500 l/min

소음 감소

40 dB 감소
• 새로운 시리즈

신제품
설명

• 배기 공기에서 오일 및 기타 오염물을 99%까지 제거
• 수동 회전식 응축수 배수기
• 주파수와 상관없이 감소 된 배기 소음

• 고압 어플리케이션용

온라인: è

lfu

pf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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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조절기: MS 시리즈

압력 조절기
MS4-LR, MS6-LR, MS9-LR

압력 조절기
MS12-LR

압력 조절기
MS4-LRB, MS6-LRB

공압 연결부 1

G1/2, G1/4, G1/8, G3/8

서브 베이스

G1/2, G1/4

표준 공칭 유량

1000 … 30000 l/min

12000 … 22000 l/min

300 … 7300 l/min

압력 조절 범위

0.3 … 16 bar

0.15 … 16 bar

0.3 … 16 bar

작동 압력

0.8 … 20 bar

0.8 … 21 bar

0.8 … 20 bar

최대 압력 히스테리시스

0.25 … 0.4 bar

0.04 … 0.4 bar

0.25 bar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최소한의 압력 저하, 높은 유량
• 최소 압력 히스테리시스, 1차 압력
보상으로 압력 제어
• 옵션 : 2차 배기
• 회전식 손잡이 잠금 기능
• 압력 센서와 회전식 손잡이 압력
게이지(옵션)
• 사이즈 4, 6, 9

• 최소한의 압력 저하, 높은 유량
• 최소 압력 히스테리시스, 1차 압력
보상으로 압력 제어
• 2차 배기 있음
• 회전식 손잡이 잠금 기능
• MS12-LR-…-PO: 공압 작동식(파일럿
레귤레이터로 압력 범위 결정)
• MS12-LR-…-PE6: 솔레노이드 작동식
(비례식 압력 조절기로 파일럿 제어)
• 사이즈: 12

• 개별 조정이 가능한 압력 범위에서
관통 급기 장치가 있는 레귤레이터
매니폴드 형성
• 최소 압력 히스테리시스, 1차 압력
보상으로 압력 제어
• 회전식 손잡이 잠금 기능
• 옵션 : 2차 배기
• 출력 2에서 출력 1로 배기하기 위한
귀환 흐름 옵션 통합
• 압력 센서와 회전식 손잡이 압력
게이지(옵션)
• 사이즈: 4, 6

온라인: è

ms4-lr

ms12-lr

ms4-lrb

압력 조절기 : MS 시리즈

정밀 압력 조절기
MS6-LRP, MS6-LRPB

12

전기 압력 조절기
MS6-LRE

공압 연결부 1

G1/2, G1/4, G3/8

G1/2, G1/4, G3/8

표준 공칭 유량

800 … 5000 l/min

2200 … 7500 l/min

압력 조절 범위

0.05 … 12 bar

0.3 … 16 bar

작동 압력

1 … 14 bar

0.8 … 20 bar

최대 압력 히스테리시스

0.02 bar

0.25 bar

설명

•
•
•
•
•
•
•

• 출력 압력을 원격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전동 드라이브 유닛
내장
• 유사 시 fail-safe 기능에 의해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출력 압력 공급
• 디스플레이가 있는 컨트롤 유닛 사용 가능
• 옵션 : 압력 센서
• 옵션 : 2차 배기
• 사이즈: 6

온라인: è

ms6-lrp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단독 또는 매니폴드 조립
관통 급기 장치가 있는 매니폴드 조립
최소 압력 히스테리시스, 1차 압력 보상으로 압력 제어
높은 2차 배기
회전식 손잡이 잠금 가능
디스플레이가 있는 압력 센서 사용 가능
사이즈: 6

ms6-l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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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 준비
압력 조절기: 개별 장치

신품
제

신품
제

정밀 압력 조절기
LRP, LRPS

압력 조절기
PREL

공압 연결부 1

G1/4, G1/8, 플레이트 직경 7 mm 연결용

G1

표준 공칭 유량

240 … 2300 l/min

압력 조절 범위

0.05 … 10 bar

0.2 … 40 bar

작동 압력

1 … 12 bar

0 … 50 bar

최대 압력 히스테리시스

0.02 bar

0.1 bar

신제품

• 추가 사이즈

• 새로운 시리즈

설명

• 잠금 가능 디자인
• 최소 압력 히스테리시스, 1차 압력 보상으로 압력 제어
• 높은 2차 배기

• 고압 어플리케이션용
• 사이즈: 186 mm

온라인: è

lrp

prel

온-오프 및 소프트 스타트 밸브: MS 시리즈

소프트 스타트/급속 배기 밸브
MS6-SV-E, MS6-SV-D

12

소프트 스타트/급속 배기 밸브
MS6-SV-C, MS9-SV-C

온-오프 밸브
MS4-EM1, MS6-EM1, MS9-EM,
MS12-EM

공압 연결부 1

G1/2

G1/2

G1/2, G1/4, G1/8, G3/8, 매니폴드 모듈

표준 공칭 유량

4300 … 5700 l/min

4300 … 16550 l/min

1200 … 32000 l/min

작동 압력

3 … 10 bar

3 … 16 bar

0 … 20 bar

제어 타입

전동

전동

수동

=

=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설명

• EN ISO 13849-1에 따른 카테고리 4와
성능 레벨 e까지 자체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뢰성이 높은 2-채널 배기
장치
• 압력을 빠르고 확실하게 낮추고,
점진적으로 높이는 용도로 사용
• SIL 3
• 압력 형성 시간 조절 가능
• 소음기 장착 가능
• 공급 전압 24 V DC
• 사이즈: 6

• EN ISO 13849-1에 따른 카테고리 1과
성능 레벨 c까지 배기가 가능한 단일
채널 배기 장치
• 압력을 빠르고 확실하게 낮추고,
점진적으로 높이는 용도로 사용
• 압력 형성 시간 조절 가능
• 전환 압력 조절 가능
• 공급 전압 24 V DC
• 사이즈: 6, 9

• 가압 및 고압 설비 배기용 수동 3/2way 밸브
• 포트 3에 배기용 덕트 배치 가능 또는
소음기 부착 가능
• 스위칭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음
• 압력 게이지 및 압력 센서 옵션
• 사이즈: 4, 6, 9, 12

온라인: è

ms6-sv-e

ms6-sv-c

ms4-e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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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및 소프트 스타트 밸브: MS 시리즈

소프트 스타트 밸브
MS4-DE, MS6-DE, MS12-DE

소프트 스타트 밸브
MS4-DL, MS6-DL, MS12-DL

온-오프 밸브
MS4-EE, MS6-EE, MS9-EE, MS12-EE

공압 연결부 1

G1/2, G1/4, G3/8, NPT1/2-14, 매니폴드
모듈

G1/2, G1/4, G1/8, G3/8, 매니폴드 모듈

G1/2, G1/4, G1/8, G3/8, 매니폴드 모듈

표준 공칭 유량

1000 … 42000 l/min

1000 … 42000 l/min

1000 … 32000 l/min

작동 압력

3 … 18 bar

2 … 20 bar

3 … 18 bar

제어 타입

전동

공압

전동

=

=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설명

• 전기 전환식 압력 전환 지점이 있는
공압 시스템을 서서히 가압하는 2/2way 밸브
• 공급 전압 24 V DC, 110, 230 V AC
• 전환식 압력 전환 지점
• 드라이브를 천천히 최초 지점으로
확실하게 추진시키는 용도
• 예상치 못한 돌발 작동 방지
• 압력 형성 시간 조절 가능
• 사이즈 4, 6, 12

• 공압 설비를 서서히 가압하는 2/2-way • 공압 시스템의 가압 및 배기용 전동
밸브(ON-OFF 밸브 EM1 및 EE에 사용)
3/2-way 밸브
• 압력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용도
• 포트 3에 배기용 덕트 배치 가능 또는
• 압력 형성 시간 조절 가능
소음기 부착 가능
• 사이즈 4, 6, 12
• 공급 전압 24 V DC, 110, 230 V AC
• 압력 게이지 및 압력 센서 옵션
• 솔레노이드 코일 있음, 플러그 소켓
없음
• 사이즈: 4, 6, 9, 12

온라인: è

ms4-de

ms4-dl

ms4-ee

온-오프 및 소프트 스타트 밸브: 개별 장치

신품
제

차단 밸브
HE-LO

온-오프 밸브
PVEL

공압 연결부 1

G1, G1/2, G3/4, G3/8

SAE 플랜지 있음

표준 공칭 유량

5200 … 10000 l/min

작동 압력

1 … 10 bar

0 … 50 bar

제어 타입

수동

수동, 공압
• 새로운 시리즈

신제품
설명

• 압축 공기 공급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압축 공기로 시스템
배기
• 닫힘 위치에서 잠글 수 있음
• 파이프에 나사로 고정, 벽 마운팅용 관통 홀
• OSHA 29 CFR 147에 따름

• 고압 어플리케이션용
• 사이즈: 124 mm

온라인: è

he-lo

pvel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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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 준비
공기 건조기: 개별 장치

흡착 드라이어
PDAD
공압 연결부 1

G1/2, G3/8

공급 압력 1

4 … 16 bar

압력 이슬점

-40 °C

설명

•
•
•
•

온라인: è

pdad

분산 압축 공기 건조에 적합
오일 및 파티클 필터 기능 내장
압력 이슬점 설정
낮은 퍼지 공기 소모량

압축 공기 분배 유닛: MS 시리즈

분배기 모듈
MS4-FRM, MS6-FRM, MS9-FRM, MS12-FRM

분배기 블록
MS4-FRM-FRZ, MS6-FRM-FRZ

공압 연결부 1

G1, G1 1/2, G1 1/4, G1/2, G1/4, G1/8, G3/4, G3/8, NPT1 1/211 1/2, NPT1 1/4-11 1/2, NPT1-11 1/2, NPT1/2-14, NPT3/414, G1/4, G1/2, G1, G2, NPT1-11 1/2, 매니폴드 모듈

G1/4, G1/2

표준 공칭 유량,
유량 방향 1-> 2

1200 … 50000 l/min

4050 … 14600 l/min

작동 압력

0 … 20 bar

0 … 20 bar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

설명

•
•
•
•
•

•
•
•
•

온라인: è

ms*-frm

12

통합 논-리턴 기능과 압력 스위치가 있는 옵션
상단과 하단의 출구
중간 분배기로 사용할 수 있음
압력 센서 사용 가능
사이즈: 4, 6, 9, 12

슬림형 공압 분배기
상단과 하단의 출구
중간 분배기로 사용할 수 있음
사이즈: 4, 6

ms*-frm-frz

압축 공기 분배기: 개별 장치

신품
제

분배기 모듈
PMBL
공압 연결부 3

G1

공압 연결부 4

G1

작동 압력

0 … 50 bar

신제품

• 새로운 시리즈

설명

• 고압 어플리케이션용
• 사이즈: 90 mm, 186 mm

온라인: è

pm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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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수 배수기

수분 분리기
MS6-LWS, MS9-LWS, MS12-LWS
공압 연결
공압 연결부 1

G1/2, G1/4, G3/8, G1, 서브 베이스

작동 압력

0.8 … 16 bar

설명

•
•
•
•

온라인: è

ms6-lws

고효율, 유지보수가 간편한 응축수 분리기
최대 유량 (99%) 에서도 높은 응축수 분리 수준
옵션 : 완전 자동 타입, 완전 자동 / 전기 타입
사이즈: 6, 9, 12

압력 부스터

압력 부스터
DPA
공압 연결부 1

G1/2, G1/4, G3/8, QS-10, QS-12, QS-16

출력 압력 2

4 … 16 bar

공급 압력 1

2 … 10 bar

설명

•
•
•
•
•
•
•

온라인: è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두 개의 입력을 통한 공기 압력 증가
옵션 : 부스터와 에어탱크의 조합
모든 위치에서 설치 가능
짧은 충진 시간
긴 사용 수명
콤팩트한 디자인
옵션 : 센서

12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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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 준비
압력 표시기

압력 표시기
PAGN

압력 표시기
MA

플랜지 압력 표시기
FMA

플랜지 정밀 압력 표시기,
정밀 압력 표시기
FMAP, MAP

마운팅 타입

인라인 설치

인라인 설치

전면 패널 마운팅

전면 패널 마운팅, 인라인
설치

표시 범위 [bar]

0 … 16 bar

0 … 25 bar

0 … 16 bar

0 … 16 bar

공압 연결

카트리지 10, R1/8

G1/4, G1/8, M5, QS-4, QS-6,
QS-8, R1/4, R1/8

G1/4

G1/4, R1/8

작동 압력

0 … 16 bar

0 … 25 bar

0 … 16 bar

0 … 16 bar

측정 정밀도 등급

1.6, 2.5, 4

1.6, 2.5, 4, 5

1.6, 2.5

1, 1.6

설명

• QSP-10을 통한 공압 연결
• 마운팅 : 고정 클램프
• 표시 단위 bar, psi

• DIN EN 837-1에 따른
디자인, 적색-녹색 범위
표시 (옵션)
• 공압연결: R, G 나사산,
미터법 또는 푸시인 커넥터
• 표시 단위 bar, psi, MPa

• EN 837-1에 따른 디자인
• 공압 연결 : G 나사산
• 표시 단위 bar, psi

• EN 837-1에 따른 디자인
• 공압 연결 : R, G 나사산
• 표시 단위 bar, psi

온라인: è

pagn

ma

fma

fmap

압력 표시기

신품
제

마운팅 타입

12

압력 표시기 키트
DPA

진공 표시기
VAM, FVAM

압력 표시기
PAGL

수 나사산

전면 패널 마운팅, 나사

인라인 설치

-1 … 9 bar

0 … 60 bar

표시 범위 [bar]
공압 연결

G1/4, G1/8, R1/8

G1/4, G1/8, R1/4, R1/8

G1/4

작동 압력

10 … 16 bar

-1 … 9 bar

0 … 60 bar

측정 정밀도 등급

2.5, 4

2.5

1.6

설명

• 압력 부스터 DPA용
• 입력 및 출력 압력 모니터링용
• 공압 연결 : R, G 나사산

• DIN EN 837-1에 따른 디자인, 적색녹색 범위 표시 (옵션)
• 공압 연결 : R, G 나사산
• 단일/이중 눈금
• 표시 단위 bar, Hg, psi

• 고압 어플리케이션용
• 표시 단위 bar, psi, MPa

온라인: è

dpa

vam

pagl

• 새로운 시리즈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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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시리즈, 모듈형 서비스 유닛

MS-Series
모듈형 서비스 유니트

All-inclusive Air Service Unit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

12

모듈형 조합 시스템
높은 유량, 안전 기능, 편의성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조합이 가능한 서비스 유니트
기능 모듈을 개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위치 변경 및 조합이
가능합니다.

MS-Series
모듈형 서비스 유니트
다양한 기능의 개별 모듈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조합형 모듈 제품

... 모든 조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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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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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피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툴

공압 피팅 시스템

제품 파인더(튜브)

작동 압력, 화학물질, 세정제에 필요한 내성 같은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용도에 맞는 튜브를 계산합니다.
툴 이용 방법:
• 전자 카탈로그에서 파란색 “Product ﬁnder” 버튼을 클릭하거나
• 엔지니어링 툴 아래에 있는 DVD를 클릭합니다.

외경 튜브

신품
제

플라스틱 튜브
PUN, PUN-DUO

플라스틱 튜브
PUN-H, PUN-H-DUO

플라스틱 튜브
PUN-CM

플라스틱 튜브
PUN-V0

외경

3 … 16 mm

2 … 16 mm

4 … 12 mm

4 … 16 mm

내경

2 … 11 mm

1.2 … 11 mm

2.5 … 8 mm

2 … 11.8 mm

온도에 따른 작동 압력

-0.95 … 30 bar

-0.95 … 10 bar

-0.95 … 10 bar

-0.95 … 30 bar

주변 온도

-35 … 60 °C

-35 … 60 °C

-35 … 60 °C

-35 … 60 °C

• 폴리우레탄
• 플라스틱 튜브, 정전기
방지, 전기 전도
• 에너지 체인용으로 적합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 폴리우레탄
• UL 94 V0 … V2 등급에 따른
난연성
• 용접 환경 사용 가능
• 높은 가수 분해 저항성
• 에너지 체인용으로 적합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pun-cm

pun-v0

• 투명 버전

신제품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

설명

•
•
•
•
•

•
•
•
•
•
•

온라인: è

pun

폴리우레탄
응력 균열에 매우 강함
에너지 체인용으로 적합
DUO : 이중 플라스틱 튜브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폴리우레탄
높은 가수 분해 저항성
식품 산업 승인
에너지 체인용으로 적합
DUO : 이중 플라스틱 튜브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pun-h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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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 튜브

플라스틱 튜브
PEN

플라스틱 튜브
PAN

플라스틱 튜브
PAN-MF

헤비 듀티 튜브
PAN-R

외경

4 … 16 mm

4 … 16 mm

4 … 16 mm

4 … 28 mm

내경

2.7 … 10.8 mm

2.5 … 12 mm

2.5 … 12 mm

2.5 … 23 mm

온도에 따른 작동 압력

-0.95 … 10 bar

-0.95 … 35 bar

-0.95 … 31 bar

-0.95 … 35 bar

주변 온도

-30 … 60 °C

-60 … 100 °C

-60 … 100 °C

-30 … 80 °C

설명

• 폴리에틸렌
• 높은 내화학성, 높은 가수
분해 저항성
• 높은 세척 용제 저항성
• 에너지 체인용으로 적합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 폴리아미드
• 높은 온도 저항성, 기계적
특성 우수
• 미생물에 매우 강함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 폴리아미드
• 높은 온도 저항성, 기계적
특성 우수
• DIN 73378 “자동차용
폴리아미드 튜브” 규격
충족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미네랄 오일

• 폴리아미드
• 높은 압력을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
• 미생물에 매우 강함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온라인: è

pen

pan

pan

pan-r

O. D. 튜브

플라스틱 튜브
PAN-V0

플라스틱 튜브
PLN

플라스틱 튜브
PFAN

외경

6 … 14 mm

4 … 16 mm

4 … 12 mm

내경

2.5 … 9 mm

2.9 … 12 mm

2.9 … 8.4 mm

온도에 따른 작동 압력

-0.95 … 12 bar

-0.95 … 14 bar

-0.95 … 16 bar

주변 온도

-30 … 90 °C

-30 … 80 °C

−20 … 150 °C

설명

•
•
•
•
•
•

•
•
•
•
•

•
•
•
•

온라인: è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PVC, 폴리아미드
UL 94 V0 등급에 따른 난연소성
미생물과 자외선에 매우 강함
이중 차폐 튜브
에너지 체인용으로 적합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미네랄
오일

pan-v0

폴리에틸렌
높은 내화학성, 가수 분해 저항성
식품 산업 승인
높은 세척 용제 저항성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pln

퍼플루오로알콕시 알칸
고온과 화학 약품에 강한 공압 튜브
식품 산업 승인
화학 약품, 미생물, 자외선, 가수분해
및 응력 균열에 강함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p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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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튜브

플라스틱 튜브
PU
외경

11.6 … 18 mm

내경

9 … 13.1 mm

온도에 따른 작동 압력

-0.95 … 10 bar

주변 온도

-35 … 60 °C

설명

• 강화 섬유가 사용된 폴리우레탄
• 마모 및 꼬임에 높은 내성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PU-13)

온라인: è

pu

나선형 튜브

나선형 플라스틱 튜브
PUN-S, PUN-S-DUO

나선형 플라스틱 튜브
PPS

4 … 12 mm

6.3 … 7.8 mm

내경

2.6 … 8 mm

4.7 … 6.2 mm

작동 길이

0.5 … 6 m

7.5 … 15 m

온도에 따른 작동 압력

-0.95 … 10 bar

-0.95 … 21.2 bar

주변 온도

-35 … 60 °C

-30 … 80 °C

설명

• 폴리우레탄
• DUO : 이중 플라스틱 튜브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 폴리아미드, 황동, 아연도금강
• 회전 커넥터 2개와 캡티브 씰링 링
OL로 사전 조립
• 미생물에 매우 강함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온라인: è

spiral

pps

외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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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 피팅

원터치 피팅
NPQH

원터치 피팅/커넥터, 금속,
표준
NPQM

원터치 피팅/커넥터, 매체에
강함
NPQP

카트리지
QSP10, QSPK, QSPKG,
QSPLK, QSPLKG, QSPLLK,
QSPLLKG

공압 연결부 1

수 나사산 G1/2, G1/4, G1/8,
G3/8, M5, M7, 암 나사산
G1/4, G1/8, 푸시인 슬리브
QS-10, QS-12, QS-14, QS-4,
QS-6, QS-8, 튜브 O. D.
10 mm, 12 mm, 14 mm,
4 mm, 6 mm, 8 mm용

푸시인 슬리브 QS-10, QS-12,
QS-14, QS-4, QS-6, QS-8,
튜브 O. D. 10 mm, 12 mm,
14 mm, 4 mm, 6 mm, 8 mm,
G1/2, G1/4, G1/8, G3/8, M5,
M7용

푸시인 슬리브 QS-10, QS-12, 카트리지 10 mm, 14 mm,
QS-4, QS-6, QS-8, 튜브 O. D. 18 mm, 20 mm
10 mm, 12 mm, 4 mm, 6 mm,
8 mm, R1/2, R1/4, R1/8, R3/8
용

공압 연결부 2

푸시인 슬리브 QS-10, QS-12,
QS-14, QS-4, QS-6, QS-8,
튜브 O. D. 10 mm, 12 mm,
14 mm, 4 mm, 6 mm, 8 mm용

튜브 O. D. 10 mm, 12 mm,
14 mm, 3 mm, 4 mm, 6 mm,
8 mm용

튜브 O. D. 10 mm, 12 mm,
4 mm, 6 mm, 8 mm용

작동 압력

-0.95 … 20 bar

-0.95 … 16 bar

주변 온도

0 … 150 °C

-20 … 70 °C

-20 … 60 °C

-10 … 60 °C

설명

• 고체 금속 황동, 화학적
니켈 도금
• 내부식성, 높은 내화학적
특성
• 고온/고압에 강함
• 식품 산업 승인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 고체 금속 황동, 니켈 도금
• 합리적 가격의 금속 푸시인
피팅
• 견고성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 폴리프로필렌
• 스텐인리스 스틸을 대체
가능한 비용 효율적인 제품,
PLN 튜브와 최적의 조합 :
높은 세척 용제 저항성
• 외부 매체에 대해 높은
저항성
• 식품 산업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
•
•
•

온라인: è

npqh

npqm

npqp

qsp

튜브 O. D. 10 mm, 12 mm,
3 mm, 4 mm, 6 mm, 8 mm용

-0.95 … 10 bar

온도에 따른 작동 압력

-0.95 … 10 bar
카트리지 피팅
일자형 또는 각형 디자인
PBT 및 니켈 도금 황동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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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 피팅

원터치 피팅, 미니 타입
QSM, QSMC, QSMF, QSMP, QSMS,
QSML, QSMLL, QSMLV, QSMLLV, QSMT,
QSMTL, QSMX, QSMY

원터치 피팅, 표준
QS, QSF, QSS, QSSF, QSC, QSH, QSL,
QSLL, QSLF, QSLV, QST, QSTF, QSTL,
QSW, QSX, QSY, QSYL, QSYLV, QSYTF

공압 연결부 1

수 나사산 G1/8, M3, M5, M6, M6x0.75,
M7, M8x0.75, R1/8, 암 나사산 M3, M5,
푸시인 슬리브 QS-2, QS-3, QS-4, QS-6,
튜브 O. D. 2 mm, 3 mm, 4 mm, 6 mm용

수 나사산 G1/2, G1/4, G1/8, G3/4, G3/8, 수 나사산 M5, R1/2, R1/4, R1/8, R3/8,
M5, R1/2, R1/4, R1/8, R3/8, 암 나사산
튜브 O.D 10 mm, 12 mm, 16 mm, 4 mm,
G1/2, G1/4, G1/8, G3/8, 푸시인 슬리브 6 mm, 8 mm용
QS-10, QS-12, QS-16, QS-4, QS-6, QS-8,
튜브 O. D. 10 mm, 12 mm, 16 mm, 4 mm,
6 mm, 8 mm용

공압 연결부 2

튜브 O.D 2 mm, 3 mm, 4 mm, 6 mm용

수 나사산 G1/2, G1/4, G1/8, G3/8,
푸시인 슬리브 QS-10, QS-12, QS-16,
QS-4, QS-6, QS-8, 튜브 O. D. 10 mm,
12 mm, 16 mm, 22 mm, 4 mm, 6 mm,
8 mm용

온도에 따른 작동 압력

-0.95 … 14 bar

-0.95 … 14 bar

작동 압력

-0.95 … 6 bar

-0.95 … 14 bar

-0.95 … 10 bar

주변 온도

-10 … 80 °C

−20 … 80 °C

-15 … 120 °C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

설명

•
•
•
•

•
•
•
•

온라인: è

qsm

미니 시리즈
콤팩트한 사이즈
PBT 및 니켈 도금 황동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표준 시리즈
범용
PBT 및 니켈 도금 황동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qs

원터치 피팅, 스테인리스강
CRQS, CRQSL, CRQSS, CRQST, CRQSY

튜브 O.D 10 mm, 12 mm, 16 mm, 4 mm,
6 mm, 8 mm용

• 최대 내식성(Festo 표준 940 070에
따른 내식 등급 4), 내화학성
• 식품 산업 승인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 스테인리스강
crqs

원터치 피팅

13
원터치 피팅, 용접 환경 전용
QS-V0, QSL-V0, QST-V0

회전식 원터치 피팅 및 커넥터
QSK, QSSK, QSKL, QSR, QSRL

공압 연결부 1

튜브 O. D. 10, 12, 4, 6, 8, G1/2, G1/4, G1/8, G3/8, R1/2, R1/4, 수 나사산 G1/2, G1/4, G1/8, G3/8, M5, R1/2, R1/4, R1/8,
R1/8, R3/8용
R3/8, 튜브 O. D. 10 mm, 12 mm, 4 mm, 6 mm, 8 mm용

공압 연결부 2

튜브 O. D. 10 mm, 12 mm, 4 mm, 6 mm, 8 mm용

튜브 O. D. 10 mm, 12 mm, 4 mm, 6 mm, 8 mm용

작동 압력

-0.95 … 10 bar

-0.95 … 6 bar

주변 온도

0 … 60 °C

-10 … 80 °C

설명

• PBT, 강화
• 용접 환경용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
•
•
•

온라인: è

qs-v0

qsr

-0.95 … 14 bar

온도에 따른 작동 압력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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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리즈
회전식 원터치 피팅이 튜브 분리 후에도 공기 흐름 차단
PBT 및 니켈 도금 황동
푸시인 피팅, 회전 연결부가 있어 회전 가능, 최대 500 rpm
으로 360° 회전 가능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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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목적용 피팅

퀵 커넥터
NPCK

퀵 커넥터
ACK, CK, QCK, SCK, CV-PK, GCK-KU, LCK, LCKN, TCK, KCKKU, FCK-KU, MCK, LK, TK, VT

공칭 너비

2 … 6.2 mm

2 … 12 mm

공압 연결부 1

수 나사산 G1/4, G1/8, G3/8, M5

수 나사산 G1/2, G1/4, G1/8, G3/8, M5, R1/4, R1/8, R3/8,
암 나사산 G1/2, G1/4, G1/8, G3/8, M5, 유니언 너트가 있는
가시형 커넥터 I. D. 3 mm, 4 mm, 6 mm, 9 mm용

공압 연결부 2

튜브 O.D 10 mm, 4 mm, 6 mm, 8 mm용

튜브 O.D 4 mm, 6 mm, 8 mm용, 튜브 I. D. 13 mm, 9 mm용,
유니언 너트가 있는 가시형 피팅 I. D. 13 mm, 3 mm, 4 mm,
6 mm, 9 mm용

작동 압력

-0.95 … 12 bar

0 … 16 bar

주변 온도

−20 … 120 °C

-10 … 60 °C

설명

•
•
•
•
•

•
•
•
•
•
•

온라인: è

npck

ck

나사산 피팅
NPFC

리듀서, 슬리브, 더블 니플
D, E, ESK, FR, G, LJK, NPFA, QM, QMR, QSP10, SCM, TJK

공압 연결부 1

G1, G1/2, G1/4, G1/8, G3/4, G3/8, M5, M7, R1, R1/2, R1/4,
R1/8, R3/4, R3/8

G1, G1/2, G1/4, G1/8, G3/4, G3/8, M3, M5, M7, R1/2, R1/4,
R1/8, R3/8

공압 연결부 2

G1, G1/2, G1/4, G1/8, G3/4, G3/8, M5, R1, R1/2, R1/4, R1/8,
R3/4, R3/8

G1, G1/2, G1/4, G1/8, G3/4, G3/8, M3, M5, M7, R1/2, R1/4,
R1/8, R3/8

작동 압력

-0.95 … 50 bar

0.9 … 8 bar

스테인리스강 디자인
식품 산업 승인
Clean Design 요건 모두 충족
일자형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벌크헤드 퀵 커넥터
플라스틱 튜브 피팅과 가시형 커넥터용 씰링 캡
다중 분배기
CK 튜브 피팅용 유니언 너트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물)
알루미늄, 스틸, POM 또는 아연

나사산 피팅

13

전체 온도 범위의 작동
압력
주변 온도

−20 … 150 °C
2.6 … 10.7 mm

공칭 너비
설명

•
•
•
•
•
•
•
•

온라인: è

npfc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니켈 도금 황동
슬리브
리듀싱 슬리브
확장
더블 니플
리듀싱 니플
L, T, Y 또는 X 피팅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
•
•
•
•
•
•
•

황동 또는 알루미늄
리듀싱 니플
리듀싱 슬리브
더블 니플
분배기 블록
암 벌크헤드 피팅
슬리브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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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산 피팅

링 피스, 중공 볼트
LK, TK, VT
공압 연결부 1

수 나사산 G1/4, G1/8, G3/8, M5

공압 연결부 2

유니언 너트가 있는 바브형 커넥터 I. D. 3 mm, 유니언 너트가
있는 4 mm, 6 mm용

블랭킹 플러그
B

작동 압력
전체 온도 범위의 작동
압력

0 … 10 bar

주변 온도
공칭 너비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온라인: è

lk

중공 볼트 VT와 링 피스 LK 또는 TK로 구성된 다중 분배기
출구 2~6개와 공통 에어 피드 1개 포함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아연도금 강

•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 씰링 링 포함

b-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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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튜브-피팅 조합
최고의 기능성과 유량 최적화
어플리케이션

튜브

피팅

설명

보급형I

PEN

QS-B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튜브 - 피팅 조합.
높은 저항성의 소재로 폭넓게 사용 가능하며, 최적화된 튜브의
곡률반경으로 설치가 용이 합니다.

GRLA-QS-B

보급형II

PEN

NPQH
VFOC

다양한 옵션요구

PUN

QS
GRLA-QS-RS-D

가수 분해 저항성

PUN-H

QS
GRLA-QS-RS-B

내압형I

PAN

QS
GRLA-QS-RS-B

내압형II

PAN-R

NPQH
GRLA-F-QS-D

내열형

대전 방지

PFAN

PUN-CM

(정전기방지)

식품 산업용 승인I

NPQH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범위 내에서 최대의 확장성 및
유연성을 제공하는 1,000 가지 이상의 제품 조합이 가능합니다.

최대 60 °C 의 물이 접촉 하거나 습도가 높은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PUN-H 는 특수한 소재 채택으로 미생물이나
균에 대한 저항성이 높습니다.
최대 14bar 의 작동 압력에서도 안정적으로 체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높은 압력 범위에서 작동하는 공압 기기에 대해서 비용 -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최대 16bar 의 압력 범위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 성능의
튜브 -피팅 조합 (예시. 압력 부스터 DPA-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외 )

GRLA-F-QS-D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압축 공기 공급을 위한 솔루션.
최대 10bar(80 °C) 또는 최대 6bar(150 °C) 까지 본 솔루션이 적용된
공정 및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상시 보장 합니다.

NPQH

금속 소재의 피팅과 결합된 전기 전도성을 가진 튜브가 조합된 솔루션.

GRLA-F-QS-D

PUN-H

NPQH
CRGRLA

식품 산업용 승인II

메탈 소재의 피팅이 필요한 곳에 적합한 범용적인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표준 공압 어플리케이션에 최적인 조합입니다.

PFAN

CRQS
CRGRLA

FDA 승인을 받은 식품 산업용 제품
- 보다 향상된 기능성의 피팅과 가수 분해 저항성이 뛰어난 튜브가
조합된 솔루션
최고의 내 부식 성으로 높은 기준에 만족하는 조합
- 최고의 식품 안전성 및 위생이 필요한 모든 곳에 최적인 조합

세척 용제 저항성

PLN

NPQP

스테인리스 스틸을 대체 가능한 비용-효율적인 조합.
일반적인 세척 용제에 대해 높은 저항성을 보여주는 고도의
내 부식성을 가진 조합입니다. 스플래쉬 존과 같은 식품위생상
중요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공정의 환경에 최적입니다.

매체 저항성

PFAN

NPQP

완전하게 모든 세척용제와 윤활유 등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며
심지어 가성 소다 및 산성 매체에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조합입니다.

화염 방지

PUN-VO

NPQH

UL94 에 준하는 화염 방지 특성으로 화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용접 환경I

PUN-VO-C

NPQH
GRLA-F-QS-D

용접 환경에 간접적으로 근접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조합. (모든 사이즈의 튜브 두께가 2mm 로 동일 )

QS-VO

용접 스패터가 비산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용접 환경II

PAN-VO

13

사용. 가능한 조합. (두겹으로 구성된 튜브 구조와 특수하게 디자인된
피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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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커넥터 기술
소프트웨어 툴

전기 커넥터 기술

컨피규레이터

컨피규레이터를 이용해 여러 기능이 담긴 제품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제품 기능을 단계별로 선택합니다. 로직 점검을 통해 정확한 구성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피규레이터는 전자 카탈로그의 일부이며 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범용 연결 케이블

연결 케이블
NEBU

14

연결 케이블
KM12

전기 연결

M8x1, M12x1, 일자형 플러그, 각형 플러그, 일자형 소켓,
각형 소켓, 회전 소켓, 7/8" 원형 플러그 커넥터, 끝단 낱선,
2핀, 3핀, 4핀, 5핀, 2선, 3선, 4선, 5선, 회전 나사산, 일자형
플러그 / 끝단 낱선, 각형 소켓 / 각형 플러그, 각형 소켓 /
끝단 낱선, 일자형 소켓 / 일자형 플러그, 일자형 소켓 / 각형
소켓, 일자형 소켓 / 끝단 낱선, M8x1 / -, M8x1 / M8x1, M8x1
/ M12x1, M12x1 / -, M12x1 / M12x1, M12x1 / M8x1, 3핀 /
3핀, 3핀 / 4핀, 4핀 / 4핀, 5핀 / 4핀, 5핀 / 5핀, 3핀 / 3선, 4핀 /
4선, 5핀 / 3선, 5핀 / 4선, 5핀 / 5선, - / 회전 나사산

전기 연결 1과 2, 기능

필드 장치 측, 컨트롤러 측

필드 장치 측, 컨트롤러 측

전기 연결 1과 2, 연결
타입

소켓, 케이블

소켓, 플러그

전기 연결 1과 2, 케이블
인출구

각형

일자형

전기 연결 1과 2, 디자인

원형

원형

전기 연결 1과 2, 연결
기술

M12x1, EN 61076-2-101에 따른 A 코드, 끝단 낱선

M12x1, EN 61076-2-101에 따른 A 코드

전기 연결 1과 2, 핀/
와이어 수

8

8

케이블 길이

0.1 … 30 m

2m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정지, 표준, 에너지 체인 및 로봇 어플리케이션용 디자인
• 스위칭 상태 디스플레이가 있는 버전
• 센서 및 액추에이터 연결용 디자인

• 입력 및 출력 연결용
• 마운팅 타입: 유니언 너트, 나사산 커넥터

온라인: è

nebu

k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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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시스템용 연결 케이블

신품
제

연결 케이블
NEBC
전기 연결

M12x1, 일자형 플러그, 소켓, 일자형 플러그, USB 2.0 타입 B, 4핀, 일자형 플러그, M12x1, 4핀, D 코드, 일자형 플러그, RJ45,
4핀, 일자형 플러그, M12x1, 4핀, D 코드, 차폐 가능, 각형 플러그, M9, 5핀, 일자형 플러그, USB 2.0 타입 A, 4핀, 일자형
플러그 M12x1, 4핀, D, 끝단 낱선, 26선, 일자형 플러그, 서브 D, 25핀, 끝단 낱선, 4선, 끝단 낱선, 5선, 서브 D, 5핀, 9핀, 15핀,
25핀, 일자형 플러그 / 끝단 낱선, 일자형 소켓 / 일자형 소켓, 정사각형 디자인, 각형 서브 D/서브 D, 서브 D/-, 15핀/9핀

전기 연결 1과 2, 기능

필드 장치 측, 컨트롤러 측

전기 연결 1과 2, 연결
타입

플러그, 케이블

전기 연결 1과 2, 케이블
인출구

일자형

전기 연결 1과 2, 디자인

정사각형

전기 연결 1과 2, 연결
기술

서브 D, 끝단 낱선

전기 연결 1과 2, 핀/
와이어 수

15

케이블 길이

0.25 … 20 m

신제품

• 추가 버전

설명

• I/O 인터페이스용
• 모터 컨트롤러 CMMS-ST를 제어 시스템에 연결할 때 사용

온라인: è

neb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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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용 연결 케이블

신품
제
연결 케이블/케이블이 있는
플러그 소켓
NEBV-H1, NEBV-M8

연결 케이블
NEDV

케이블이 달린 플러그 소켓
KMYZ-2, KMYZ-4

케이블이 달린 플러그 소켓
KMEB-1, KMEB-2, KMEB-3

전기 연결

M8x1, 소켓, 2핀, 각형 소켓 /
일자형 플러그, 각형 소켓 /
케이블, M8x1 / M8x1, 4핀 /
3핀, 4핀 / 2선

2x 각형 소켓, M12, 3핀, 각형
플러그, M8, 4핀

케이블, 각형 소켓, 정사각형
디자인 MSZB, 정사각형
디자인 MSZC, 각형 소켓 /
일자형 플러그, 각형 소켓 /
케이블, 정사각형 디자인 /
M8x1, 정사각형 디자인 /
끝단 낱선, 2핀 / 3핀, 2핀 /
2선

각형 소켓, DIN EN 175301803에 따름, 타입 C, 2핀, 3핀,
4핀, 5핀

케이블 길이

0.2 … 10 m

0.2 m

0.5 … 10 m

0.5 … 10 m

신제품

• 추가 버전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ZC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는
밸브용 연결 케이블(CPE10,
CPE14), 밸브 VUVG용
• 사전 조립

• 비례 밸브 VPWP용
• 연결 플레이트 VAPV-S3에
연결할 때 사용
• 사전 조립

• ZB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는 • EB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는
밸브: MZBH, MOZBH용
밸브: CPE18, CPE24, MEBH,
• ZC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는
MOEBH, JMEBH, JMEBDH,
밸브: CPE10-M1BH, CPE14JMN2DH용
M1BH, MH2, MH3용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또는
• 중앙 스크류를 통해 장착
폴리우레탄 케이블
• 중앙 스크류를 통해 장착

온라인: è

nebv

nedv

kmyz-2

=

kmeb-1

밸브용 연결 케이블

14

케이블이 달린 플러그 소켓
KME

케이블이 달린 플러그 소켓
KMF

연결 케이블/케이블이 있는 플러그 소켓
KMH

전기 연결

각형 소켓, 사각형 디자인, 3핀, 타입 C,
끝단 낱선, 2선

소켓

소켓, 3핀

케이블 길이

2.5 … 10 m

2.5 … 10 m

0.5 … 5 m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E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는 밸브: MEH,
MOEH, JMEH용
• 중앙 스크류를 통해 장착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케이블 포함
• 주변 온도 −20 … +80 °C

• F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는 밸브: MFH,
MOFH, JMFH, JMFDH, NVF3, MUFH용
• 중앙 스크류를 통해 장착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케이블 포함
• 주변 온도 −20 … +80 °C

•
•
•
•
•

온라인: è

kme

kmf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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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용 연결 케이블

연결 케이블
MHJ9-KMH

전기 플러그인 베이스
MHAP-PI

케이블이 달린 플러그 소켓
KMPPE

연결 케이블
KMPYE-AIF, KMPYE-5,
KMPYE-…

전기 연결

일자형 소켓 / 일자형 소켓 /
케이블, 2핀 / 2핀 / 4선

소켓, 2핀, 3핀

8핀

케이블 길이

0.5 … 2.5 m

0.5 … 1 m

2.5 … 5 m

0.3 … 5 m

설명

• 밸브 MHJ9용
• 플러그 소켓 KMH 포함
• 밸브 2개의 제어 전자장치
포함

• 개별 밸브 연결용 케이블이
있는 플러그 베이스
• 사전 조립
• 소켓, 2핀 또는 3핀
• 클립으로 장착

•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MPPE 및 MPPES용
• 유니언 너트 M16x0.75로
장착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케이블 포함
• 주변 온도 -30 … +80 °C

• 케이블 있는 플러그 소켓,
차폐, 5 m 케이블, 비례 방향
제어 밸브 MPYE용

온라인: è

mhj9-kmh

mhap

kmppe

kmpye

밸브 터미널용 연결 케이블

신품
제

연결 케이블/케이블이 있는 플러그 소켓
NEBV-S1
전기 연결

소켓, 서브 D, 25핀, 44핀

케이블 길이

0.5 … 30 m

신제품

• 추가 버전

설명

• 멀티핀 플러그 연결용 연결 케이블
• 사전 조립

온라인: è

nebv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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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커넥터 기술
밸브 터미널용 연결 케이블

연결 케이블
KMPV

연결 케이블
KVI

연결 케이블
VMPA-KMS1, VMPA-KMS2, VMPAL-KM,
VMPAL-KMSK

전기 연결

소켓, 서브 D, 15핀

M9, 플러그, 소켓, 5핀, 일자형 소켓/
일자형 플러그

플러그 있는 케이블

케이블 길이

5 … 10 m

0.25 … 8 m

2.5 … 10 m

설명

• 멀티핀 플러그 연결용 케이블이 있는
플러그 소켓
• 사전 조립

• 필드버스 연결용(밸브 터미널 CPV 및
설치 시스템 CPI용)
• 양 끝단 사전 조립
• 에너지 체인용으로 적합

• 멀티핀 연결용 케이블이 있는 플러그
소켓(밸브 터미널 MPA에 연결)
• 에너지 체인을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종류
• 케이블 인출구 또는 측면
• 한쪽 끝단 사전 조립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또는 폴리우레탄
케이블 포함

온라인: è

kmpv

kvi

vmpa-kms

센서용 연결 케이블

연결 케이블
NEBS
전기 연결 1

일자형 소켓, M12x1, 12핀, A 코드, 일자형 소켓, M12x1, 5핀, A 코드, 소켓, 정사각형 디자인 L1, 4핀

전기 연결 2

일자형 소켓, M12x1, 12핀, A 코드, 끝단 낱선, 12선, 끝단 낱선, 4선, 끝단 낱선, 5선

케이블 길이

0.3 … 10 m

설명

• 압력 센서 SPAB용
• 보호 등급 IP40

온라인: è

neb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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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플러그 커넥터

신품
제

분배기
NEDY

플러그 커넥터
NECU, NECU-HX

전기 연결

일자형 플러그, M8x1, 일자형 플러그, M12x1, 플러그, M8x1 A M8x1, M12x1, 소켓, 서브 D, 9핀, 일자형 플러그, 일자형 소켓,
코드, EN 61076-2-104, 플러그, M12x1 A 코드, EN 61076-2-101, 7/8", 4핀, 일자형 소켓, 7/8", 5핀, IDC 터미널, 스크류 터미널,
끝단 낱선
일자형 소켓, M12x1, 5핀, B 코드, 차폐 가능, 소켓, 스크류
터미널, 차폐 가능, 스프링 장착 터미널, AIDA 푸시-풀, 일자형
플러그, M8x1, 4핀, 일자형 플러그, M12x1, 4핀, D 코드, 차폐
가능, 일자형 플러그, M12x1, 5핀, B 코드, 차폐 가능, 플러그,
서브 D, 9핀, 정사각형 디자인, 타입 A, 3핀, 4핀, 5핀, 7핀, 8핀,
2x20핀, A 코드, R=2.54, 사전 조립, 일자형 플러그 / 절연 변위
커넥터, 일자형 플러그 / 스크류 터미널, 소켓 / 스프링 장착
터미널

보호 등급

IP65, IP67, IP68, IP69K

IP20, IP40, IP65, IP67
0.08 … 2.5 mm²

연결부 단면
신제품

• 새로운 시리즈

설명

• 필드 장치(센서)와 이중 컨트롤러 입력 사이에서 신호 수집
• 이중 컨트롤러 출력과 필드 장치(액추에이터, 밸브)
사이에서 신호 분배

• 필드버스 연결용 전원 공급 소켓
• NECU-HX: 저전압 어플리케이션용 Harax® 신속 연결 기술이
탑재된 재연결 가능 M8 및 M12 원형 플러그 커넥터
• 전원 공급용 플러크 커넥터와 소켓
• 모든 케이블 길이로 조립 가능

온라인: è

nedy

necu

범용 플러그 커넥터

플러그 커넥터
SEA

케이블 분배기
ASI-KVT

전기 연결

M8x1, M12x1, M12x1 원형 플러그 커넥터, 타입 A, 3핀, 4핀,
5핀, 일자형 플러그 / 납땜 연결, 일자형 플러그 / 절연 변위
커넥터, 일자형 플러그 / 스크류 터미널, 각형 소켓 / 스크류
터미널

보호 등급

IP65, IP67

IP65

연결부 단면

0.08 … 0.75 mm²

1.5 mm²

설명

• 입력/출력용 센서 플러그 및 소켓
• 모든 케이블 길이로 조립 가능

• 분기용 또는 AS-Interface® 플랫 케이블 재연결용 플랫
케이블 분배기
• 역극성 방지

온라인: è

sea

asi-k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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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커넥터 기술
밸브용 플러그 커넥터

플러그 소켓
MSSD
전기 연결

소켓, 각형 소켓, 각형 소켓, 사각형 디자인, 3핀, 타입 C, 소켓, EN 175301-803에 따름, 타입 C, 사각형 디자인, 사각형 디자인
MSC, 사각형 디자인 MSEB, 사각형 디자인 MSF, 사각형 디자인 MSN1, 사각형 디자인 MSN2, 사각형 디자인 MSV,
DIN EN 175301-803에 따름, DIN EN 61984에 따름, 타입 A, 타입 B, 타입 C, 3핀, 4핀

전기 연결 1과 2, 기능
전기 연결 1과 2, 연결
타입
전기 연결 1과 2, 케이블
인출구
전기 연결 1과 2, 디자인
전기 연결 1과 2, 연결
기술
전기 연결 1과 2, 핀/
와이어 수
연결부 단면

0.25 … 1.5 mm²

보호 등급

IP50, IP65, IP67, IEC 60529에 따름, 조립 상태에서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온라인: è

mssd

F, D, N1, V, E, EB, N2, Y, Z, ZB, ZC, MD-2 및 MH-2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는 밸브용
개별 밸브 연결용
클램핑 스크류, 절연 변위 기술 또는 푸시인 커넥터를 사용하여 케이블 연결
LED 디스플레이가 있는 옵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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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터미널용 플러그 커넥터

전기 연결

플러그 소켓
FBSD

플러그 소켓
NTSD

버스 연결
FBA-1, FBA-2

M12x1, 타입 A, 4핀, 5핀, 각형 소켓 /
스크류 터미널, 일자형 소켓 / 스크류
터미널

일자형 소켓, 각형 소켓, 스크류 터미널, 일자형 소켓 / 일자형 플러그, 서브 D /
4핀, 5핀, 일자형 플러그 / 스크류 터미널 M12x1, 서브 D / -, 9핀 / 5핀, 일자형 소켓
/ 플러그 및 소켓

보호 등급

IP67

IP67

IP40, IP65, IEC 60529에 따름

설명

• 필드버스 연결용
• 일자형 또는 각형 디자인
• 모든 케이블 길이로 조립 가능

• 일자형 또는 각형 디자인
• 전원 공급용
• 모든 케이블 길이로 조립 가능

• 모든 케이블 길이로 조립 가능

온라인: è

fbs

ntsd

fba

밸브 터미널용 플러그 커넥터

센서 소켓, 각형 플러그 소켓
SIE-GD, SIE-WD

버스 연결
FBSD-KL

전기 연결

M12x1, 일자형 소켓, 각형 소켓, 4핀

각형 소켓 / 스크류 터미널, 5핀 / 5핀

보호 등급

IP67

IP20

설명

•
•
•
•

• 5핀 각형 소켓, 5핀 스크류 터미널

온라인: è

sie-gd

케이블 맞춤 조립용
필드버스 연결용 핀 어댑터
스크류 터미널 포함
일자형 또는 각형 디자인

fbsd-kl

센서용 플러그 커넥터
14

각형 플러그 소켓
PEV-…-WD
전기 연결

각형 소켓, 4핀

보호 등급

IP65

설명

•
•
•
•

온라인: è

pev*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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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스위치 PEV용
15 … 30, 180 V DC, 230 V AC
LED 디스플레이가 있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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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전자 컨트롤러

컨트롤러
CECC-D, CECC-LK, CECC-S

컨트롤러 시스템
CECX-C-C1, CECX-X-M1

작동 전압

19.2 – 30 VDC, 20.4 – 30 VDC

19.2 – 30 VDC

CPU 데이터

400 MHz 프로세서

64 DRAM, 400 MHz 프로세서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CAN 버스

CAN 버스

이더넷, 커넥터 플러그

RJ45

RJ45, 소켓, 8-핀

설명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콤팩트 로직 컨트롤러
• IEC 61131-3에 따른 CODESYS 프로그래밍
• 디지털 입력 12개, 디지털 출력 8개, 최대 250kHz의 추가
고속 카운터 2개
• 이더넷 10/100 Mbit/s
• 데이터 전송용 USB 인터페이스
• CANopen, IO-Link®, I-Port 및 Modbus TCP 프로토콜 사용
가능한 CECC-LK

• CODESYS가 포함된 모듈형 마스터 컨트롤러, CODESYS와
SoftMotion이 포함된 모션 컨트롤러
• IEC 61131-3에 따른 프로그래밍
• 추가 모듈을 위한 플러그인 슬롯 3개
• 옵션 : PROFIBUS 통신 모듈

온라인: è

cecc

전기 주변장치

신품
제

터미널
CPX-P

설치 시스템 CTEL용 입력 모듈
CTSL

필드버스 모듈
CTEU

16

128

최대 입력 수

디지털 512, 아날로그 32

최대 출력 수

디지털 512, 아날로그 32

모듈 연수

10

전기 작동

필드버스, 통합 컨트롤러

IO-Link, I-Port

설명

• 제어 캐비닛에서 원격 I/O 및 밸브
터미널로 사용
• 전기 터미널 CPX 모듈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음
• 독특한 모듈식 구조
• 포괄적 통합 진단 및 유지보수 기능

• 설치 시스템 CTEL용
• 센서 입력 신호
• 할당된 LED를 통해 각 입력 신호의
입력 상태 표시
• 센서 과부하/회로 단락 진단 LED

• 밸브 터미널 VTUB-12, VTUG, MPA-L,
CPV, VTOC용
• 설치 시스템 CTEL로 확장 가능
• 필드버스-일반 LED, 인터페이스 및
스위칭 요소
• 전자장치 및 밸브용 별도 전원
공급구성 가능

온라인: è

cpx-p

ctsl

cteu

128
32
CANopen, DeviceNet,
CC-Link, PROFIBUS, EtherCAT, I-Port
• EtherNet/IP 버스 노드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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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주변장치

신품
제

최대 입력 수

CPI 설치 시스템
CTEC

터미널
CPX-E

128

64 바이트
64 바이트

최대 출력 수

128

모듈 연수

설치 스트링 최대 4개, 스트링당 CP 모듈 최대 4개

전기 작동

필드버스, 통합 컨트롤러

신제품

새로운 시리즈

설명

•
•
•
•

CPI 스트링 4개용 CPX 마스터 모듈
중앙집중식 및 분산식 설치의 결합 가능
분산식 공압 컴포넌트 및 센서로 빠른 처리 가능
밸브 터미널 CPV, MPA-S, CPV-SC에 연결할 수 있음

온라인: è

ctec

• 고성능 제어 시스템
• 필드버스 마스터 인터페이스, EtherCAT® 마스터,
필드버스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PROFINET, EtherNet/IP,
PROFIBUS, EtherCAT®
• 디지털 입력 모듈 (16DI), 디지털 출력 모듈(8DO/0.5 A)
• 아날로그 입력 모듈 (전류, 전압), 아날로그 출력 모듈
(전류, 전압)
• IEC 61131-3에 따른 프로그래밍 시스템 CODESYS V3
• 모션 기능 통합 (Soft Motion)
• 이전 CPX 시리즈 대비 콤팩트한 사이즈
cdpx

전기 주변장치

터미널
CPX

전기 인터페이스
CPX-CTEL

최대 입력 수

디지털 512, 아날로그 32

256

최대 출력 수

디지털 512, 아날로그 18

256
I-Port 인터페이스가 있는 모듈 최대 4개

측정 모듈
CPX-CMIX

모듈 연수

전기 입력/출력 모듈 최대 9개

전기 작동

필드버스, 통합 컨트롤러

설명

• 자동화 플랫폼
• I-Port 연결부가 4개 있는 CPX-CTEL
• 공통 필드버스 프로토콜 및 이더넷
마스터 모듈
모두 사용 가능
• 분산식 공압 컴포넌트 및 센서로 빠른
• 통합 진단 및 유지보수 기능
처리 가능
• 독립된 원격 I/O로 사용하거나 밸브
• 표준화된 M12 연결
터미널 MPA-S, MPA-L, VTSA/VTSA-F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폴리머 또는 금속 하우징 선택 가능

• 공압 및 전기 - 플랫폼 하나에서
동작과 측정 병행
• 피스톤 로드 드라이브, 로드리스
드라이브, 회전식 드라이브의 혁신적
측정 기술
• 필드버스를 통해 제어
• TCP/IP를 통해 원격 유지보수, 원격
진단, 웹 서버, SMS 및 이메일 경고
가능
• 배선 변경 없이 모듈을 신속하게
교환하고 확장할 수 있음

온라인: è

cpx

cpx-cmix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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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유닛

디스플레이

제어 유닛
CPX-MMI

제어 유닛
CDPX

128x64 픽셀, LCD 디스플레이, 배경 조명 있음

Colour TFT

디스플레이 사이즈

13.3", 7", 4.3", 10.4"

레시피 메모리

32000 byte

디스플레이 해상도

480x272 Pixel, SVGA, 800x600 Pixel, WVGA, 800x480 Pixel,
WXGA, 1280x800 Pixel

이더넷 인터페이스
설명

• 터미널 CPX용 데이터 폴링, 구성 및 진단 기능
• 사전 조립 M12 케이블을 통해 CPX 버스 노드 또는 컨트롤
블록에 연결
• 기능 키 3개, 화살표 키 4개

•
•
•
•

온라인: è

cpx-mmi

cdpx

강력한 프로세서와 와이드 스크린 기술의 결합
원격 제어
FTP 및 HTTP 서버
웹 및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소프트웨어

제어 패키지
GSIB

제어 패키지
P. BP

소프트웨어
GSPF

설명

• 모터 컨트롤러 CMMD-AS, CMMS-AS,
CMMP-AS, CMMS-ST용 정보
소프트웨어 및 문서
• 제어 패키지에 모터 컨트롤러 사용
설명서와 구성 소프트웨어 FCT(Festo
구성 도구) 및 간략한 설명이 담긴
CD-ROM이 포함됨

• 모터 컨트롤러 CMMP-AS 및 SFC-DC,
핸들링 모듈 HSP/HSW 및 모터 유닛
MTR-DCI용 정보 소프트웨어 및 문서
• 제어 패키지에 모터 컨트롤러 사용
설명서와 구성 소프트웨어 FCT(Festo
구성 도구) 및 간략한 설명이 담긴
CD-ROM이 포함됨

• 캠 디스크용 추가 기능이 있는 모터
컨트롤러 CMMP-AS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및 문서
• 컨트롤러 CECC 구성, 프로그래밍,
커미셔닝 및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
• 안전 시스템 CMGA의 사용자 정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생성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 직렬 연결 케이블이 있는 AS-Interface®
진단, 구성 및 프로그래밍용 작동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모터 컨트롤러
사용 설명서가 담긴 CD-ROM이 포함됨

온라인: è

gsib

소프트웨어

gspf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P. SW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GSLO

소프트웨어(FluidDraw P5®)
GSWF-P5

설명

• CPX 구성, CPX 모듈 파라미터화,
컨트롤러 CPX-FEC 프로그래밍용
• I/O 파라미터의 이미지 평가,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및 조정을 위한
체크박스 CHB-C용 소프트웨어
• 전체 인식 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체크박스 CHB-C용 소프트웨어

• 콤팩트 비전 시스템 SBOC-Q/SBOI-Q
에서 툴을 지원할 때 사용

• 빠르고 간편하게 공압 회로도 생성
• 포괄적인 공압 및 전기 신호
라이브러리
• 사용자별 제품 데이터베이스 및 번역 표
• 터미널 도해, 케이블 도식, 케이블
목록, 부품 목록
• 단순한 제어 케이블 및 시스템
레이아웃 준비를 위한 치수 조정 기능
• 일관된 장비 식별 표시
• 다중 레벨 프로젝트 트리

온라인: è

소프트웨어

gslo

gswf-p5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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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의 디지털화
세계 최초 앱 제어 밸브 Festo Motion Terminal VTEM
Highlights

VTEM 주요 특성
Festo Motion Terminal VTEM은 세계 최초로 앱으로 제어되는 밸브로
자동화 분야에 새로운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Digital
Pneumatics (디지털 공압) 제품” 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하나의 단일 개별
밸브가 50개 이상의 개별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이라이트
• 단일 개별 밸브로 다양한 기능 수행 - 세계 최초 앱 제어 밸브
• 전자와 공압 기술의 장점 결합
• 최고 수준의 표준화
• 시스템 구성 단순화 및 시장 출시 시기 단축
• 수익성 증대 및 기술 정보 보호
• 간편한 설치
• 에너지 효율 증가

유연성과 표준화 : 하나의 하드웨어에 10개의 모션 앱
방향 제어 밸브 기능
작동 중에도 언제든지 횟수에 상관없이 4/2,
4/3, 3/2와 같은 표준 방향 제어 밸브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례 방향 제어 밸브
2가지 비례식 유량 제어 기능을 하나의
밸브로 통합하여 경제적이고 콤팩트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oft Stop
귀사의 사이클 타임을 최대 70 %
단축시키십시오! Shock Absorber 없이
부드러운 고속 이송동작을 구현하십시오.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ECO 드라이브
하중에 필요한 최소 압력으로 액츄에이터를
작동시키므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선택가능한 압력레벨
여러 압력 레벨을 설정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십시오.

누기 진단
예방 유지보수로 시스템 다운 타임 감소 및
문제 감지 속도 단축

15

비례 압력 제어
두 개의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개별적 비례식
압력제어장치를 단 하나의 밸브로
구현하십시오! – 진공 포함!

급기 및 배기 유량 제어
액츄에이터에 설치된 별도의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버튼 터치로 빠르고 간편하게
오조작 방지의 이동시간을 설정하세요.

모델 기반 비례 압력 제어
외부에 센서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측 제어 시스템은 최대한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이송 시간 지정
빠르고 쉬운 시운전과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전진과 후진 동작의 이송 시간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목표한 이송시간에
부합할 때가지 스스로 적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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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압 장비
에어 탱크

에어 탱크
VZS

에어 탱크
CRVZS

용적

20 l

0,1 l, 0,4 l, 0,75 l, 10 l, 2 l, 20 l, 5 l

에어 탱크 소재

파우더 코팅강

고합금 스테인리스강

준수

EN 286-1

AD 2000

응축물 배출 장치 연결

G3/8

G3/8

설명

• 압력 변동을 보정하며 갑작스런 공기 소모시 에어 보조
탱크 역할
• 고속 작동 드라이브 동작을 위한 다량의 압축 공기 공급
• 응축수 드레인 연결부 포함
• 2014/29/EC 및 EN 286-1 요건 충족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 내부식성
• 압력 변동을 보정하며 갑작스런 공기 소모시 에어 보조
탱크 역할
• 고속 작동 드라이브 동작을 위한 다량의 압축 공기 공급
• 응축수 드레인 연결부 포함 (일부 사이즈)
• EU 압력 장비 규정 EN 286-1에 따른 디자인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진공

온라인: è

vzs

crvzs

소음기

소음기
AMTE

소음기
U

소음기
UC

PE, 청동

PE

공압 연결

G1, G1/2, G1/4, G1/8, G3/4, G3/8, M3,
M5, NPT1/2-14, NPT1/4-18, NPT1/8-27,
NPT3/8-18, UNF10-32

G1, G1/2, G1/4, G1/8, G3/4, G3/8,
NPT3/4-14, PK-3, PK-4

G1/4, G1/8, G3/8, M5, M7, QS-10, QS-3,
QS-4, QS-6, QS-8
58 … 68 dB(A)

자재 정보: 소음기 인서트 청동

소음 수준

55 … 95 dB(A)

70 … 85 dB(A)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

설명

• 긴/짧은 디자인
• 금속 디자인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 콤팩트 디자인, 폴리머 또는
다이캐스트
• 바브형 커넥터 또는 나사산 연결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 푸시인 피팅 QS용 푸시인 슬리브 또는
나사산 연결
• 폴리머 버전
•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온라인: è

amte

u

uc

16

160

 www.festo.com/catalogue/…

변경될 수 있음 – 2017/01

기타 공압 장비

¤

소음기

소음기
UO
자재 정보: 소음기 인서트 PE

소음기
UOM, UOMS
PU 폼

G1/4, G1/8, M7

G1/4, G3/8

설명

•
•
•
•

•
•
•
•
•

온라인: è

uo

공압 연결
소음 수준

저항이 적은 특수 개방형 소음기
진공 발생기용
진공 발생기의 무고장 작동 지원
작동 매체: 압축 공기

저항이 적은 특수 개방형 소음기
진공 발생기용
진공 발생기의 무고장 작동 지원
소음기 확장용 장치로 추가적인 소음 감소 가능
작동 매체: 압축 공기

uom

공압 표시기

압력 표시기
OH
디자인

16개 압력 표시가 있는 표시기 플레이트, 스프링 리턴이 있는 표시 핀, 반사 원리

사이즈

8, 10, 22

작동 압력

-1 … 8 bar

공압 연결

가시형 커넥터 PK-3, G1/8

설명

•
•
•
•

온라인: è

oh

시각 표시기
표시기 색상: 적색, 청색, 황색 또는 녹색
알루미늄 또는 폴리머
작동 매체: 압축 공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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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시스템

전동 서보 프레스 키트 YJKP
Industry 4.0 대응 프레스 피팅용/압입 공정용 솔루션

기능별 시스템

Highlights

YJKP 주요 특성
Festo 모듈형 전동 서보 프레스 키트 YJKP는 해당 용도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탁월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여 우수한 반복 정확도를 갖춘 정밀한 프레스 피팅/압입 공정용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형 전동 서보 프레스 키트 YJKP는
단순하고 비용 효과적이며 설치도 간편합니다! .

기술 자료
보관 온도 [°C]

-10 … +60

작동 온도 [°C]

5 … +40

행정 거리 [mm]

100, 200, 300, 400

추력 범위 [kN]

0.1 – 0.8; 1.5; 4; 7; 12; 17

최대 피드 속도 [mm/s]

250

반복 정밀도 [mm]

≤ ± 0.01

CE 마크
(적합성 선언 참조
www.festo.com)

EU 기계 지침을 따름

인터페이스

Ethernet, 24 V I/O

버스 시스템

ModBus TCP, EthernetIP, Proﬁnet

시각화 시스템을 통한 구성

압력/변위 다이어그램
양호/불량 부품의 기본 설정
시각화

힘 등급의 최대 측정 정확도 [%]

0.5

포스 센서의 측정 속도

초당 1,000 회 측정

테스트 창

스레드 창
플로우 창
블록 창

상태 표시

Passend und günstig Pressen
Passend und günstig Pressen

고객이 설정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LCD 디스플레이로 상태 표시

Fügeeinheit für
elektrische Pressapplikationen

소프트웨어

• Passend
ausgelegt

제어 기술

하드웨어

Fieldbus
Fieldbus
모터 컨트롤러
CMMP-AS

Evaluation method
Application

• Günstiger als
herkömmliche
Presssysteme

Projektierung
Auswahl Komponenten

Inbetriebnahme
System-Integration

Programmierung Ablauf
Definition Ablauf/
Eingabe Parameter

Betrieb und Wartung
Programme anwenden, Daten
bewerten, protokollieren

Dimensioning
Selection of Components

Commissioning
System Integration

Application Programming
Definition Ablauf /
Eingabe Parameter

Operation and Maintenance
Programme anwenden,
Daten bewerten, protokollieren

 0,1 - 1 kN
 2 kN
 5 kN
 10 kN

Software Library mit Funktionsbausteinen, wie z.B.
• Schnelles Vorpositionieren
• Kraft-Schwellenwert
• Hülkurve
…
Software Library mit Funktionsbausteinen, wie z.B.
• Schnelles Vorpositionieren
• Kraft-Schwellenwert
• Hülkurve
…

• Software und
Hardware aus
einer Hand

• Vorinstallierte,모터
Software auf Controller vorinstalliert/Software auf Controller vorinstalliert
EMMS-AS
modulare
Prozessdaten
Prozessdaten
Software
• Vorkonfektionierte Systeme

•
•
•
•
•

Benutzerverwaltung
Rezept/Parameter
Ablauf/Sequenz
Teile-ID
Ergebnis

•
•
•
•
•

컨트롤러
CECC-X

• WebVisu

CAN bus

• 태블릿 PC
• 노트북

elektrische Pressapplikationen 전동 드라이브
• Passend
ausgelegt

• 외부 데이터 저장 장치

ESBF

Ebene 2: Hardware/Level 2: Hardware

• Günstiger als
herkömmliche
Presssysteme

TCP/IP

• Software und
신호 Hardware aus포스 센서
einer Hand 신호

CAN-Bus

• Vorinstallierte,
modulare
Software

• Presskraft bis 10

 www.festo.com/catalogue/…kN

Feldbus

www.festo.com

• Vorkonfektionierte Systeme

164

외부 인터페이스

Benutzerverwaltung
Rezept/Parameter
Ablauf/Sequenz
Teile-ID
Ergebnis

• Presskraft bis 10
kN
Fügeeinheit
für

Sequencer

17

Ebene 1: Software/ Level 1: Software

TCP/IP
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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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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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 콤팩트 핸들링 시스템 YXMx
All-in-one 서비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트롤러까지
시스템 구성:
콤팩트 핸들링 시스템 YXMx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사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쉽게 통합 가능합니다. :

1. 제어 기술

2. 하드웨어

컨트롤러
• 콤팩트한 사이즈
• 강력함
• 듀얼 코어(Dual-core) 구조
• SoftMotion
• 이미지 처리 기능
• 간편한 통신 연결 : 다양한
인터페이스

평면 갠트리
• EXCM-30 기준
• 콤팩트, 플랫 디자인
• 매우 좁은 설치 공간에 적합
• 측정 가능한 행정 거리
− X: 90 … 700 mm
− Y: 110 … 510 mm
• 컨트롤러 및 주파수 변환기
가 내장된 모터
• 클린 디자인

PLC

Vision

Motion

Condition
monitoring

3. 소프트웨어

옵션:
• USB 리모트 카메라
• Z-축: 정밀 스핀들 축, 행정거
리 75 mm, 125 mm
Festo accessories:
• 조정 키트
• 3D 에너지 체인
• 범용 플랜지 어댑터

Festo Positioning
Desktop Library
하드웨어 모션 컨트롤
• 간단한 커미셔닝
• 직관적인 위치 시퀀스 처리
Festo Condition Monitoring
Library
동작 파라미터값 모니터링
• 유지보수 정보 관리
• 프로세스 모니터링
•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Just add your front unit – done!

17

Screwdriving

Gripping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Gluing

Soldering

Dispensing

 www.festo.com/catalogue/…

Festo App World
www.festo.com/app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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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제어 기술 및 원격 I/O
• 표준 및 폭발성 대기용 전기 주변장치를 포함하는 전자 컨트롤러 및 원격 I/O
 www.festo.com/pa/control

밸브 터미널
• 전기 멀티핀, 개별 또는 필드버스 연결부 또는 통합 컨트롤이 있는 밸브 모듈, 전기
입/출력
 www.festo.com/pa/valveterminals

파일럿 밸브

신품
제

신품
제

밸브 기능

솔레노이드 밸브
VSNC

솔레노이드 밸브
VOFC

솔레노이드 밸브
VOFD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 또는 3/2-way, 변환 가능,
5/3-way, 가압,
5/3-way, 배기,
5/3-way, 닫힘

3/2-way, 닫힘, 단동 솔레노이드,
5/2-way, 복동 솔레노이드,
5/2-way, 단동 솔레노이드

3/2-way, 닫힘, 단안정, 반자동,
3/2-way, 닫힘, 단안정

작동 압력

1.5 ~ 10bar

0 ~ 8bar

0 ~ 12bar

주변 온도

-20 ~ 60°C

-25 ~ 60°C

-50 ~ 60°C

공압 연결부 1

G1/4, NPT1/4-18, QS-1/4, QS-10, QS3/8, QS-5/16, QS-6, QS-8

G1/4

표준 공칭 유량

800 ~ 1350l/min

766 ~ 2686l/min

52 ~ 1900l/min

폭발 방지 및 보호

II 2G, II 2D, Zone 1, 2, 21, 22, Ex t IIIC
T80 °C Db, Ex ia IIC T6 Ga, EPL Db (IECEX), EPL Ga (IEC-EX)

Zone 1, 2, 21, 22

Zone 1, 2, 21, 22

신제품

추가 버전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NAMUR 인터페이스
• 3/2-way 또는 5/2-way 밸브용 회전식
씰
• 다양한 EX 솔레노이드 시스템
• 견고함, 강력함
• 넓은 온도 범위
• 뛰어난 가성비

•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적합
• 먼지가 많은 거친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 NAMUR 플랜지 패턴이 사용되어 1/4
회전 액추에이터에 특히 적합
• 내부 및 외부 파일럿 에어 전환이
가능한 밸브
• 옵션 : IEC 61508에 따라 SIL3까지 TÜV
승인

•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적합
• 먼지가 많은 열악한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 NAMUR 플랜지 패턴이 사용되어 1/4
회전 액추에이터에 특히 적합
• 옵션 : IEC 61508에 따라 SIL4까지 TÜV
승인

온라인: è

vsnc

vofc

vo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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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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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박스

신품
제

신품
제

신품
제

센서 박스
SRBG

센서 박스
SRBC

센서 박스
SRBE

PBT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0 ~ 250V

0 ~ 250V

작동 전압 범위 DC

6 ~ 60V

0 ~ 175V

0 ~ 60V

측정 원리

유도

유도, 자기 리드, 기계/전기, 근접 센서용 유도, 자기 리드, 기계/전기, 근접 센서용

스위칭 요소 기능

N/C, N/O, N/C 또는 N/O 스위칭 가능

N/C, N/O, 토글 스위치, 1극

N/C, N/O, 토글 스위치, 1극, 토글 스위치,
2극

신제품

추가 버전

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시리즈

설명

• M12 플러그 연결부가 있는 콤팩트
하우징
• VDI/VDE 3845에 따른 1/4 회전
액추에이터에 직접 장착
• 확장 어드레싱 옵션이 있는 ASInterface ® 버전
• ATEX에 따른 본질안전 기능 및 IEC
61508에 따른 SIL2 인증

• 사전 조립된 마운팅 어댑터로
간편하게 설치
• 추가 도구 없이 간편하게 트립 캠 설정
• 견고한 디자인,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
• 인디케이터 통해 1/4 회전
액추에이터의 현재 위치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음

• 추가 도구 없이 간편하게 트립 캠 설정
• 견고한 디자인,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
• 인디케이터를 통해 1/4 회전
액추에이터의 현재 위치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음

온라인: è

srbg

srbc

srbe

하우징 소재
작동 전압 범위 AC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포지셔너

신품
제

포지셔너
CMSX
표준 공칭 유량

50 ~ 130l/min

주변 온도

-5 ~ 60°C

셋포인트 값

0 ~ 10, 0 ~ 20mA, 4 ~ 20mA

작동 압력

3 ~ 8bar

안전 기능

조정 가능, 고정, 열림, 닫힘

작동 전압 범위 DC

21.6 ~ 26.4V

신제품

추가 버전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온라인: è

cmsx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시스템에서 복동 공압식 1/4 회전 액추에이터의 위치 제어용
PID 제어 알고리즘에 기반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위치 제어
회전 각도 약 90°의 1/4 회전 액추에이터와 VDI/VDE 지침 3845에 따른 기계식 인터페이스에 적합
24VDC 전원

18

2017/01 – 변경될 수 있음

 www.festo.com/catalogue/…

169

¤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선형 액추에이터

신품
제

선형 액추에이터 Copac
DLP

변위 엔코더가 있는 선형 액추에이터
DFPI

변위 엔코더가 있는 선형 액추에이터
DFPI-NB3P

피스톤 직경

80mm, 100mm, 125mm, 160mm,
200mm, 250mm, 320mm

100mm, 125mm, 160mm, 200mm,
250mm, 320mm

100mm, 125mm, 160mm, 200mm,
250mm, 320mm

행정 거리

40 ~ 600mm

40 ~ 990mm

40 ~ 990mm

6bar에서의 이론적 힘,
전진

3016 ~ 48255N

4712 ~ 48255N

4712 ~ 48255N

위치 감지

근접 센서를 통해

통합 변위 엔코더 포함

통합 변위 엔코더 포함

설명

• VDI/VDE 3845에 따른 솔레노이드
밸브용 NAMUR 포트 패턴
• 통합 에어 공급
• DIN 3358에 따른 프로세스 밸브용
연결부

• 모든 선형 프로세스 밸브용 폐루프
제어식 액추에이터
• 통합 포지셔너 및 밸브 블록(옵션)
• 아날로그 4 … 20 mA 신호로 포지션
피드백
• 기존 제어 아키텍처에 간단하게 통합
• 콤팩트한 사이즈, 견고함 : 외부 사용
목적
• DIN 3358에 따른 프로세스 밸브용
연결부

• ISO 15552에 따른 표준 기반 선형
액추에이터
• 외부 포지셔너에 간편하게 연결
•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 IP65, IP67, IP69K, NEMA4
• ATEX 2GD 인증

온라인: è

dlp

dfpi

dfpi

ISO 15552에 따른 추가 버전

신제품

1/4 회전 액추에이터

신품
제

디자인

1/4 회전 액추에이터
DFPD

1/4 회전 액추에이터
DAPS

랙 앤 피니언

스카치 요크 시스템

작동 모드

복동, 단동

복동, 단동

밸브 액추에이터 사이즈

10, 20, 40, 80, 120, 160, 240, 300, 480

0008, 0015, 0030, 0053, 0060, 0090, 0106, 0120, 0180,
0240, 0360, 0480, 0720, 0960, 1440, 1920, 2880, 3840,
4000, 5760, 8000

플랜지 홀 패턴

F03, F04, F05, F0507, F0710, F1012

F03, F04, F05, F07, F10, F12, F14, F16, F25

작동 압력

2 ~ 8bar

1 ~ 8.4bar
-50 ~ 150°C

주변 온도

-50 ~ 150°C

신제품

새로운 시리즈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VDI/VDE 3845에 따른 솔레노이드 밸브용 NAMUR 포트
패턴
• ISO 5211에 따른 플랜지 홀 패턴
• 전체 회전 각도 범위 90°에서 균일한 토크 특성
• VDI/VDE 3845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 향상된 내부식성

•
•
•
•
•
•

온라인: è

dfpd

daps

높은 토크 출력
2014/34/EU (ATEX) 승인
ISO 5211에 따른 플랜지 홀 패턴
VDI/VDE 3845에 따른 마운팅 홀 패턴
수동 조작 핸드휠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내식성 옵션 가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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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밸브 및 볼 밸브 유닛

볼 밸브
VAPB

볼 밸브
VZBC

볼 밸브 액추에이터 유닛
VZBC

디자인

2-way 볼 밸브

2-way 볼 밸브

2-way 볼 밸브, 1/4 회전 액추에이터

작동 타입

기계

기계

공압

공칭 너비 DN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63mm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65mm, 80mm, 100mm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65mm, 80mm, 100mm

프로세스 밸브 연결

Rp1, Rp1 1/2, Rp1 1/4, Rp1/2, Rp1/4,
Rp2, Rp2 1/2, Rp3/4, Rp3/8

나사산 플랜지가 있는 링 하우징

나사산 플랜지가 있는 링 하우징

유량 Kv

5.9 ~ 535m3/h

19.4 ~ 1414m3/h

19.4 ~ 1414m3/h

매체 온도

-20 ~ 150°C

-10 ~ 200°C

-10 ~ 200°C

설명

•
•
•
•
•

2-way 볼 밸브
황동 디자인
Blow-out 방지 샤프트
핸드 레버를 이용해 수동 작동 가능
DIN 2999 또는 DIN ISO 228-1에 따른
연결 나사산
• ISO 5211에 따른 마운팅 플랜지

•
•
•
•
•
•

콤팩트 플랜지가 있는 2-way 밸브
스테인리스강 디자인
짧은 설치 길이
비출(Blow-out) 방지 샤프트
핸드 레버를 이용해 수동 작동 가능
DIN 2999 또는 DIN ISO 228-1에 따른
연결 나사산
• ISO 5211에 따른 마운팅 플랜지
• ATEX 인증 Zone 1, 21, 2, 22

• 복동 또는 단동 1/4 회전 액추에이터가
있는 볼 밸브 액추에이터 유닛
• 콤팩트 디자인의 스테인리스강 볼
밸브
• VDI/VDE 3845에 따른 솔레노이드
밸브/센서 박스용 NAMUR 포트 패턴
• 양 방향에서 유량 완전 열림/닫힘
• ATEX 인증 Zone 1, 21, 2, 22

온라인: è

vapb

vzbc

vzbc

볼 밸브
VZBA

볼 밸브 액추에이터 유닛
VZBA

볼 밸브 액추에이터 유닛
VZPR

2-way 볼 밸브, 3-way 볼 밸브, L자형 홀,
T자형 홀

2-way 볼 밸브, 3-way 볼 밸브, L자형 홀,
1/4 회전 액추에이터, T자형 홀

2-way 볼 밸브, 1/4 회전 액추에이터

볼 밸브 및 볼 밸브 유닛

디자인
작동 타입

기계

공압

전기, 공압

공칭 너비 DN

8mm, 10mm,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65mm, 80mm,
100mm

8mm, 10mm,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65mm, 80mm,
100mm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63mm

프로세스 밸브 연결

Rp1, Rp1 1/2, Rp1 1/4, Rp1/2, Rp1/4,
Rp2, Rp2 1/2, Rp3, Rp3/4, Rp3/8, Rp4,
용접 끝단/용접 끝단

Rp1, Rp1 1/2, Rp1 1/4, Rp1/2, Rp1/4,
Rp2, Rp2 1/2, Rp3, Rp3/4, Rp3/8, Rp4,
용접 끝단/용접 끝단

Rp1, Rp1 1/2, Rp1 1/4, Rp1/2, Rp1/4,
Rp2, Rp2 1/2, Rp3/4, Rp3/8

유량 Kv

7 ~ 1414m3/h

7 ~ 1414m3/h

매체 온도

-10 ~ 200°C

-10 ~ 200°C

-20 ~ 150°C

설명

•
•
•
•
•

자동 2-way 또는 3-way 볼 밸브
스테인리스강 디자인
Blow-out 방지 샤프트
핸드 레버를 이용해 수동 작동 가능
DIN 2999 또는 DIN ISO 228-1에 따른
연결 나사산
• ISO 5211에 따른 마운팅 플랜지
• ATEX 인증 Zone 1, 21, 2, 22

• 복동 또는 단동 1/4 회전 액추에이터가
있는 볼 밸브 액추에이터
• 스테인리스강 볼 밸브
• VDI/VDE 3845에 따른 솔레노이드
밸브/센서 박스용 NAMUR 포트 패턴
• 양 방향에서 유량 완전 열림/닫힘
• ATEX 인증 Zone 1, 21, 2, 22

• 복동 1/4 회전 액추에이터가 있는 볼
밸브 액추에이터 유닛
• 황동 볼 밸브
• VDI/VDE 3845에 따른 솔레노이드
밸브/센서 박스용 NAMUR 포트 패턴
• 양방향 유체 제어 가능

온라인: è

vzba

vzba

vz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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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 시트 밸브

앵글 시트 밸브
VZXF
디자인

스프링 리턴식 포핏 밸브

작동 타입

공압

공칭 너비 DN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공칭 너비

12 ~ 45mm

프로세스 밸브 연결

G1, G1 1/2, G1 1/4, G1/2, G2, G3/4, NPT1, NPT1 1/2, NPT1 1/4, NPT1/2, NPT2, NPT3/4

유량 Kv

3.3 ~ 43m3/h

작동 압력

-0.9 ~ 40bar

매체 온도

-40 ~ 200°C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
•
•
•
•
•
•
•

온라인: è

vzxf

견고한 디자인
스테인리스강, 황동 또는 알루미늄 액추에이터가 있는 스테인리스강 및 건메탈 프로세스 밸브
최대 작동 압력 40 bar
안전 위치 "닫힘"
다양한 액추에이터 사이즈 및 하우징 재질
다양한 종류의 시트 및 샤프트 씰
유체 방향 : 선택 가능
액체, 기체 및 기타 오염이 쉬운 매체용
세척 용이

솔레노이드 작동식 매체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VZWD

솔레노이드 밸브
VZWM

디자인

직접 작동식 포핏 밸브

다이어프램 씰이 있는 포핏 밸브

작동 타입

전동

전동

공칭 너비

1 ~ 6mm

13 ~ 50mm

프로세스 밸브 연결

G1/4, G1/8, NPT1/4, NPT1/8

G1, G1 1/2, G1 1/4, G1/2, G1/4, G2, G3/4, G3/8

유량 Kv

0.06 ~ 430l/min

1.6 ~ 31000l/min

작동 압력

0 ~ 90bar

0.5 ~ 10bar

매체 온도

-10 ~ 80°C

-10 ~ 60°C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

설명

•
•
•
•

•
•
•
•

온라인: è

vzwd

광범위한 압력 범위
직접 작동식 포핏 밸브
압력 차이 필요 없음
진공 기술에서도 사용 가능

다이어프램 씰이 있는 포핏 밸브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 캐스팅 디자인
광범위한 코일
코일 별도 주문 가능

vz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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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 작동식 매체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VZWP

솔레노이드 밸브
VZWF

리버스 제트 펄스 밸브
VZWE-E, VZWE-F

디자인

파일럿 피스톤 포핏 밸브

다이어프램 밸브, 포스 파일럿 작동식

각형 버전, 플랜지가 있는 일자형 버전,
다이어프램 밸브

작동 타입

전동

전동

전동

공칭 너비

13 ~ 25mm

13.5 ~ 50mm

20 ~ 76mm

프로세스 밸브 연결

G1, G1/2, G1/4, G3/4, G3/8, NPT1,
NPT1/2, NPT1/4, NPT3/4, NPT3/8

G1, G1 1/2, G1 1/4, G1/2, G1/4, G2,
플랜지 직경 60, 75, 89, G1, G1 1/2, G2,
G3/4, G3/8, NPT1, NPT1 1/2, NPT1 1/4, G2 1/2, G3/4
NPT1/2, NPT1/4, NPT2, NPT3/4, NPT3/8

유량 Kv

1.5 ~ 12250l/min

1.8 ~ 29900l/min

15 ~ 210m3/h

작동 압력

0.5 ~ 40bar

0 ~ 10bar

0.35 ~ 8bar

매체 온도

-10 ~ 80°C

-10 ~ 80°C

-20 ~ 60°C

Festo 표준제품
간편한 주문 & 빠른 납기

=

설명

• 차압이 최소 0.5bar 이상인 모든
용도에 적합
• 높은 압력 및 유량
• 개방 회로에서 기체 및 액체 매체 제어

•
•
•
•

온라인: è

vzwp

vzwf

높은 유량
사이즈 대비 넓은 공칭 직경
압력 차이 필요 없음
진공 기술에서도 사용 가능

• 높은 유량
• 기계식 클리닝 필터 및 더스트 필터
시스템용
• 빠른 개폐 시간
• 견고한 파일럿 시스템
vzwe

공압 작동식 매체 밸브

신품
제

핀치 밸브
VZQA
디자인

공압 작동식 핀치 밸브

밸브 기능

2/2-way, NO(항상열림), NC(항상닫힘), 스프링복귀

제어 타입

공압

공칭 너비 DN

6mm, 15mm, 25mm

공칭 너비
프로세스 밸브 연결

G1, G1/2, G1/4, NPT1/2, NPT1/4, 클램핑 (ASME-BPE 타입A/B, DIN 32676 시리즈 A)

유량 Kv

0.7 ~ 18m3/h

작동 압력

0 ~ 6bar

매체 온도

-5 ~ 100°C

신제품

• 추가 연결부 사이즈
• 상호 교환이 가능한 모듈식 컴포넌트 부품

설명

•
•
•
•
•
•
•
•
•

온라인: è

vz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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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디자인
빠르고 간편한 다이어프램 교체
다양한 하우징 소재
다양한 연결부 디자인(G 및 NPT 나사산, DIN 32676 및 ASME-BPE에 따른 클램프)
연마제 및 고점도 매체
스위칭 사이클 최대 2백만 회
FDA 규격 소재
세척 용이
유량 방향 :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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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서비스 유닛
• 압축 공기 준비용 서비스 유닛 조합 및 개별 유닛의 두 시리즈: MS와 D(금속 또는
폴리머)
 www.festo.com/pa/airprep

공압 연결 기술
•
•
•
•
•
•
•

배관
튜브
플러그 커넥터
커플링
분배기
보호 튜브 시스템
액세서리
 www.festo.com/pa/ﬁ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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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 - 국제
아르헨티나
Festo S.A.
Edison 2392
1640 Buenos Aires
P +54 0810-444-3127
ventas@ar.festo.com
호주
Festo Pty. Ltd.
Browns Road 179-187
3174 Melbourne
P +61 397 9595-55
F +61 397 9597-87
info_au@festo.com
오스트리아
Festo Gesellschaft m.b.H.
Linzer Straße 227
1140 Vienna
P +43 (0)1 910 75-0
F +43 (0)1 910 75-250
automation@festo.at
벨로루시
IUP Festo
Masherov avenue 78
220035 Minsk
P +375 (0)17 204 85 58
F +375 (0)17 204 85 59
info_by@festo.com
벨기에
Festo Belgium nv
Kolonel Bourgstraat 101
1030 Brussels
P +32 (0)2 702 32 11
F +32 (0)2 702 32 09
info_be@festo.com
브라질
Festo Brasil Ltda
Rua Guiseppe Crespi 76
04183-080 São Paulo
P +55 (11) 5013-1600
F +55 (11) 5013-1801
linhadireta@br.festo.com
불가리아
Festo EOOD
Bul. Christophor Kolumb 9
1592 Soﬁa
P +359 (0)2 960 07 12
F +359 (0)2 960 07 13
festo_bg@festo.com
캐나다
Festo Inc.
Explorer Drive 5300
L4W 5G4 Mississauga
P +1 (0) 905 614 4600
F +1 (0) 877 393 3786
info_ca@festo.com

칠레
Festo S.A.
Av. Américo Vespucio 760
9020000 Santiago de Chile
P +56 (2) 2690 2801
F +56 (2) 2690 2860
info.chile@cl.festo.com

프랑스
Festo Eurl
Rue du clos sainte Catherine 8
94360 Bry-sur-Marne
P +33 (0) 1 48 82 65 00
F +33 (0) 1 48 82 65 01
info_fr@festo.com

아일랜드
Festo Limited
Unit 5 Sandyford Park
Dublin
P +353 (0)1 295 49 55
F +353 (0)1 295 56 80
sales_ie@festo.com

중국
Festo (China) Ltd.
Yunqiao Road, 1156
201206 Shanghai
P +86 21 60 81 51 00
F +86 21 58 54 03 00
info_cn@cn.festo.com

독일
Festo Vertrieb GmbH & Co. KG
Festo Campus 1
73734 Esslingen
P +49 711 347-1111
F +49 0711 347-2244
info_de@festo.com

이스라엘
Festo Pneumatic Israel Ltd.
Ha‘atzma‘ut Road 48
56100 Yehud
P +972 3 632-2266
F +972 3 632- 2277
info_il@festo.com

콜롬비아
Festo S.A.S.
Autopista Medellín Km 6,3
Tenjo, Cundinamarca
P +57 (1) 865 7788
F +57 (1) 865 7729
mercadeo@co.festo.com

그리스
Festo Ltd.
Tatoiou Ave. 92
P.C. 14452 Metamorfosi
P +30 210 341 29 00
F +30 210 341 29 05
info_gr@festo.com

이탈리아
Festo SpA
Via Enrico Fermi 36/38
20090 Assago
P +39 02 45 78 81
F +39 02 488 06 20
info_it@festo.com

크로아티아
Festo d.o.o.
Nova Cesta 181
10000 Zagreb
P +385 1 619 1969
F +385 1 619 1818
info_hr@festo.com

홍콩
Festo Ltd
Castle Peak Road 495
Kowloon
P +852 3904 20 91
F +852 2745 91 43
info_hk@festo.com

일본
Festo K.K.
Hayabuchi 1-26-10
224-0025 Yokohama
P +81 (0)45 593 56 10 / -5611
F +81 (0)45 593 56 78
info_jp@festo.com

체코 공화국
Festo, s.r.o.
Modřanská 543/76
14700 Prague
P +420 261 09 96 11
F +420 241 77 33 84
info_cz@festo.com

헝가리
Festo Kft.
Csillaghegyi út 32-34
1037 Budapest
P +36 1 436 51 11
F +36 1 436 51 01
info_hu@festo.com

요르단
Festo AG & Co. KG
Zahar St. 13
11953 Amman
P +962-6-5563646
F +962-6-5563736
info_mena@festo.com

덴마크
Festo A/S
Islevdalvej 180
2610 Rødovre
P +45 7021 1090
F +45 7021 1099
sales_dk@festo.com

인도
Festo India Private Limited
Bommasandra Indl. Area 237B
560 099 Bengaluru
P +91 (0) 1800 425 0036
F +91 (0) 1800 121 0036
sales.in@festo.com

한국
Festo Korea Co., Ltd.
Gasan Digital 1-ro
153-803 Seoul
P +82 1666 0202
F +82 (0)2 864 7040
sales_kr@kr.festo.com

에스토니아
Festo OY AB Eesti Filiaal
A.H. Tammsaare tee 118B
12918 Tallinn
P +372 666 1560
F +372 666 15 6
info_ee@festo.com

인도네시아
PT. Festo
Jl. Tekno V Blok A/1 Sektor XI
15314 Tangerang
P +62 21 27507900
F +62 21 27507998
info_id@festo.com

라트비아
Festo SIA
Augusta Deglava 66
1035 Riga
P +371 67 57 78 64
F +371 67 57 79 46
info_lv@festo.com

핀란드
Festo Oy
Mäkituvantie 9
1511 Vantaa
P +358 (09) 87 06 51
F +358 (09) 87 06 52 00
info_ﬁ@festo.com

이란
Festo Pneumatic S.K.
Special Karaj Road
1389793761 Teheran
P +98 (0)21 44 52 24 09
F +98 (0)21 44 52 24 08
Mailroom@festo.ir

리투아니아
Festo, UAB
Partizanų 63M
50306 Kaunas
P +370 (8)7 32 13 14
F +370 (8)7 32 13 15
info_lt@f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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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Festo Sdn. Berhad
Jalan Teknologi 14A
47810 Kota Damansara
P +60 (0)3 6144 1122
F +60 (0)3 6141 6122
info_my@festo.com

폴란드
Festo Sp. z o.o.
ul. Mszczonowska 7
5090 Raszyn
P +48 (0)22 711 41 00
F +48 (0)22 711 41 02
info_pl@festo.com

스페인
Festo Pneumatic, S.A.U.
Avenida Granvia 159
8908 Barcelona
P +34 901243660
F +34 902243660
info_es@festo.com

미국
Festo Corporation
Moreland Road 395
11788 Hauppauge
P +1 800 993 3786
F +1 800 963 3786
customer.service@us.festo.com

멕시코
Festo Pneumatic, S.A.
Av. Ceylán 3
54020 Tlalnepantla
P +52 01 800 337 8669
F +52 01 800 337 8639
festo.mexico@mx.festo.com

포르투갈
Festo – Automação, Unipessoal,
Lda.
Rua Manuel Pinto De Azevedo 567
P-4109601 Porto
P +351 22 615 6150
F +351 22 615 6189
info.pt@festo.com

스웨덴
Festo AB
Stillmansgatan 1
200 21 Malmö
P +46 (0)40 38 38 00
F +46 (0)40 38 3810
order_se@festo.com

베네수엘라
Festo C.A.
Av. 23 esquina con calle 71 22-62
Maracaibo
P +58 (261) 759 11 20 / 41 20
F +58 (261) 759 1417
festo@ve.festo.com

스위스
Festo AG
Gass 10
5242 Lupﬁg
P +41 44 744 5544
F +41 44 744 5500
info.ch@festo.com

베트남
Festo Co Ltd
Van Dai Dong Street 1515 – 1516
Ho Chi Minh City
P +84 (8) 62 81 4453 4454
F +84 (8) 62 81 4442
info_vn@festo.com

네덜란드
Festo B.V.
Schieweg 62
2627 AN Delft
P +31 (0)15 251 88 99
F +31 (0)15 251 88 67
sales@festo.nl
뉴질랜드
Festo Ltd.
Fisher Crescent 20
1062 Auckland
P +64 (0)9 574 10 94
F +64 (0)9 574 10 99
info_nz@festo.com
나이지리아
Festo Automation Ltd.
Motorways Centre
Lagos
P +234 (0)1 794 78 20
F +234 (0)1 270 87 55
sengpiel@ng-festo.com
노르웨이
Festo AS
Ole Deviks vei 2
666 Oslo
P +47 22 72 8950
F +47 22 72 8951
info_no@festo.com
페루
Festo S.R.L.
Av. Elmer Faucett 3350
1 Lima
P +51 (1) 219 69 60
F +51 (1) 219 69 71
festo.peru@pe.festo.com
필리핀
Festo Inc.
West Service Road KM 18
1700 Paranaque City
P +63 (2) 77 66 888
F +63 (2) 82 34 220/21
info_ph@festo.com

루마니아
Festo S.R.L.
St. Constantin 17
10217 Bucharest
P +40(0)21 403 95 00
F +40 (0)21 310 24 09
info_ro@festo.com
러시아
OOO Festo-RF
Michurinskiy prosp. 49
119607 Moscow
P +7 495 737 34 00
F +7 495 737 34 01
info_ru@festo.com

대만
Festo Co., Ltd.
Kung 8th Road 9
24450 New Taipei City
P +886 (0)2 26 01-92 81
F +886 (0)2 26 01 92 86-7
info_tw@tw.festo.com

싱가포르
Festo Pte. Ltd.
Kian Teck Way 6
628754 Singapore
P +65 62 64 01 52
F +65 62 61 10 26
info@sg.festo.comxxxx

태국
Festo Ltd.
1250 Bangna - Trad Road (Soi 34)
1250
10260 Bangkok
P +66 2746-8700
F +66 2746-8370
info_th@festo.com

슬로바키아
Festo spol. s r.o.
Gavlovicová ul. 1
83103 Bratislava
P +421 (0)2 49 10 49 10
F +421 (0)2 49 10 49 11
info_sk@festo.com

터키
Festo San. ve Tic. A.S.
Aydinli Mah. TEM Yan Yol Cad. 16
34953 Istanbul
P +90 (0)216 585 00 85
F +90 (0)216 585 00 50
info_tr@festo.com

슬로베니아
Festo d.o.o.
Blatnica 8
1236 Ljubljana
P +386 1 530 2100
F +386 1 530 2125
info_si@festo.com

우크라이나
DP Festo
ul. Borisoglebskaya 11
4070 Kiev
P +380 (0)44 233 6451
F +380 (0)44 463 7096
orders_ua@festo.com

남아프리카 공화국
Festo (Pty) Ltd.
Electron Avenue, Isando 22-26
1600 Johannesburg
P +27 11 971-5500
F +27 11 974-2157
sales.interaction@za.festo.com

영국
Festo Limited
Caswell Road .
NN4 7PY Northampton
P +44 (0)1604 / 66 70 00
F +44 (0)1604 / 66 70 01
info_gb@f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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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sed
Pneumatics

You rely on maximum flexibility.
You are looking for intelligent and intuitive solutions.
We are making pneumatics go digital.

World’s first in digitalised pneumatics: Festo Motion Terminal VTEM
The Festo Motion Terminal VTEM is opening up radical new dimensions in the world
of automation. It’s the world’s first valve to be controlled by apps. It combines the
advantages of electric and pneumatic technology for numerous functions that
currently require more than 50 positions.
www.festo.com/motionterm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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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Service Network

한국 훼스토 주식회사
한국훼스토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산업 도시에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204

지방 사무소를 설치하여, 항상 고객의 가까이에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별 추가 정보 및 약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festo.co.kr

회사소개

한국 훼스토

훼스토 네트워크

고객 지원센터
Tel: 1666-0202 (전국 공통 )
Fax: 02-864-7040
E-mail: sales_kr@kr.festo.com
http://www.festo.co.kr

전국 8개 산업 거점, 대리점 59개사
(2018년 2월 기준)

전국 영업 네트워크
서울 본사 / 고객 지원 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204
수원 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 4길 52 광산 빌딩 2층

천안 사무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445-1 3층
대전 사무소
대전 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6번길 10 중암 빌딩 3층
울산 사무소
울산 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25
대구 사무소
대구 광역시 북구 유통 단지로 16 산업용재관 업무동
기업은행 4층 1호
영남 (창원 ) 사무소
경남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49KT 창원 사옥 복지동 2층
광주 사무소
광주 광역시 광산구 수원로 49번길 10 sh빌딩 2층

Mobile
Support Por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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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Overview 2018
버전 2017/01
모든 제품 사양은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포함된 모든 텍스트,
표기, 그림 및 도면은 Festo AG & Co.
KG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출판물의 내용은 Festo AG & Co.
KG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전자,
기계, 복사 등 어떠한 형태 또는
수단으로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품 사양은 기술적
업데이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Festo AG & Co. KG
Postfach 73726 Esslingen
Ruiter Strasse 82
73734 Esslingen Germany

.com.ar
.at
.com.au
.be
.bg
.com.br
.by
.ca
.ch
.cl
.cn
.co
.cz
.de
.dk
.ee
.es
.ﬁ
.fr
.gr
.hk
.hr
.hu
.co.id
.ie
.co.il
.in
.ir
.it
.jp
.kr
.lt
.lv
.mx

.com.my
.nl
.no
.co.nz
.pe
.ph
.pl
.pt
.ro
.ru
.se
.sg
.si
.sk
.co.th
.com.tr
.tw
.ua
.co.uk
.us
.co.ve
.vn
.c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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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o worldwide
www.fes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