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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토의 제어 캐비닛 - 모든 장점을 제공 하는 토털 솔루션
솔루션을 직접 구축하거나 또는 솔
루션의 구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사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솔루션의 구
축을 의뢰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부품을 일시적으로도 보관하거나
인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200개
이상의 구성품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귀사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전세계 모든 고객에게 제어 캐비
닛의 정시인도! 물론 익숙한 훼스
토 품질 기준에 맞도록 완전히 테
스트 됩니다.

훼스토의 제어 캐비닛 솔루션은
공압 서브시스템의 구축에 관련되는
복잡한 작업 과정을 생략해 줍니다.
또한 귀사의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
능하도록 제작, 사전 조립 및 테스
트까지 완료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귀사는 한 건의 주문에 대하여,
하나의 납기일과 한사람의 담당자
만을 갖게 됩니다. 이는 구매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킴으
로써 프로세스 신뢰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 시킵니다. 한마디
로, 모든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안입니다.

•제어 캐비닛 주문 규모에 관계없
이 훼스토는 인도 시간을 항상 엄
수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귀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50%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계획하고 구성품을 주문
하거나 다른 공급자와 조정할 필요
가 없습니다.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구축하는 것
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많은 시
행업체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의
프로젝트를 위해 공압 제어 캐비닛
을 계획하고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파트너들과 협조하며 많은 업
무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공장 전체에 균일한 제어 캐비닛
설계는 문제 발생 시에 해결을
용이하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어캐비닛이 많은 장점을 제공해주
는 토털 패키지 입니다.

훼스토의 제어 캐비닛 솔루션: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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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제어와 분산 제어
요구 사항 질문!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플랜트의 예를
사용하여 예시했습니다.
개별 밸브 기술을 사용한 중앙 구성
개별 솔레노이드 밸브가 프로세스 밸
브의 공압 액추에이터에 직접 장착되
어 있습니다. 운전을 위한 이러한 각각
의 개별 밸브는 작동을 위해 공급 포트
와 전기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압축 공기 공급은 튜브가 압축 공기
분배기를 경유하여 개별 밸브로 인도
되는 루프 시스템으로 종종 설계됩
니다. 또한 position transmitter의
전기 신호는 트렁크 케이블을 경유
하여 제어실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
의 I/O 카드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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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터미널에 의한 분산 구성
제어실의 전력 캐비닛 이외에 소형
캐비닛들이 플랜트에 분산 구성으로
배치됩니다. 소형 캐비닛 내에 설치
된 원격 I/O는 전기 신호를 처리하
는 반면 밸브 터미널은 액추에이터를
공압적으로 작동시킵니다. 플렉시블
튜브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밸브
의 액추에이터를 분리시키는 과정을
연결합니다.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은 여전히 중앙
구성입니다. 이는 예를 들면 Profibus
DP와 같은 연속적인 필드필드버스 라
인에 의해 원격 I/O 및 밸브 터미널과
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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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제어와 분산 제어
요구 사항 질문!
어떤 자동화 개념이 귀사에 가장 적
절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
변입니다.
중앙 제어 개념: 프로세스 안전에
주안점을 둡니다
화학산업의 연속 프로세스에 통상적
인 최대 안전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회사들은 중앙 집중 개념을 선
호합니다. 그러한 회사에 있어서,
IEC 61508 (SIL)에 따른 폭발 방지,
하드웨어 및 시스템 안전 무결성과
한 장소에서 모든 하드웨어로의 접
근과 같은 다른 안전 관련 사항이 가
장 중요하며 높은 비용이 소요되더라
도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6

분산 제어 개념: 신속하고 용이하며
자원을 절감시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산 제어 개념이 더
욱 적합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설
치와 시운전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
하게 하며 비용과 자원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분산 제어 자동화 솔루
션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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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제어 설계
장점
• 스위치 오프 도중에 액추에이터
의 신속한 배기
• 한 장소에서 전체 제어 시스템
하드웨어로의 접근이 가능함

단점
• 압축 공기 공급의 복잡한 설치
• 오류 위험 증가와 함께 매우 복잡
한 결선
• 긴 케이블 길이, 두꺼운 트렁크 케
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에 많은 공
간을 필요로 함

• 케이블 연결을 위한 높은 자재 비용
• 밸브 작동을 위해 디지털 출력 모
듈이 필요함
• 고장 시 어렵고 복잡한 고장 처리
• 열악한 확장 가능성

• 제어 시스템은 밸브 터미널로 통
합될 수 있습니다.
• 밸브 작동을 위해 디지털 출력 카
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격 I/O와 밸브 터미널이 하나의
서브시스템으로 결합될 수 있습
니다.
• 추가적인 설치 또는 결선 시간이
필요 없이 추가적인 기능을 밸브
터미널로 직접 통합하는 것이 가
능합니다. 예, 압력 Zone, 비례 밸
브 또는 압력 센서

단점
•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더 이
상 한 장소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 캐비닛의 분배 및 포지셔닝에 따
라 케이블 연결의 복잡성이 결정
됩니다.
전문가의 노하우가 기획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분산 제어 설계
장점
• 최소의 케이블과 구리가 사용됨
• 더 작은 케이블 연결로 인해 설치
시간이 단축됨
• 단순화된 공압 설치: 압축 공기
네트워크는 현장의 제어 캐비닛
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프로세스
밸브는 견고한 플렉시블 튜브에
의해 밸브 터미널에 연결됩니다.
• 양호한 확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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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부터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훼스토에 의뢰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더 만족스러운 결
과를 얻게 됩니다. 당사의 전문가들
은 종종 너무 늦게 발견되는 위험이
숨어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전문
가들은 경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프로세스 신뢰성을 제공하는 개념
을 구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경제
적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하여 훼스토는 빠르고 경제적인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
해 귀사는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컨
택으로부터 오는 업무 혼선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경험이 풍부한 담당자를 통
해 최초 제안에서부터 최종 인도까
지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및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훼스토에서의 주안점은 신뢰성 높
은 정시 인도를 이행하고 특정한 소
규모 연속 및 대규모 연속 생산에
관계 없이 최적의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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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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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의 귀사에 대한 혜택
컨셉 설계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라도 공압
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은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귀사와 협조하여 당사의 전문가
는 포괄적인 제어 캐비닛 개념에
대한 기초를 구축합니다.
•개별 플랜트 건설자에게 입찰을
요청하기 전이라도 맞춤형 모델
제어 캐비닛에 대하여 가능한 가
장 높은 수준의 표준화 및 개발을
약속 드립니다.
기본 설계
•사용자 요구사항 규격(URS)의
일환으로서 공압 제어 캐비닛의
표준화는 개별 공급자의 제안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 이유는 캐비닛이 모두
동일한 구성품 및 시스템을 기반
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작

설치

시운전

상세 설계
•공압 제어 캐비닛에 대한 회로 다
이어그램을 최적 품질로 작성
•프로젝트 전반에 있어서 회로 다
이어그램의 균일한 외양
•플랜트 건설자와 시스템 통합자
는 시간을 절약하고 자신의 핵심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압 및 전자에 관한 전문 기술과
경험은 최적의 캐비닛 설계를 보
증합니다.
제작
•효율적인 공압 제어 캐비닛 제작
•균일하고 일관성 있는 높은 품질
의 제작 기술
•제어 캐비닛의 제작에 병목 현상
이 없음

시운전
•전기 및 공압적으로 완전히 사전
테스트를 거친 제어 캐비닛
•신속하고 원활하며 고장이 없는
시운전
운전 및 정비
•훼스토는 전 세계에 대리점이 있
습니다.
•장시간의 고장이 없는 운전을 위
한 신뢰성 있는 견고한 제품
•핵심 범위의 예비 부품에 대한 신
속한 24시간 서비스

설치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설치
를 위해 완전히 조립되어 즉시 설
치가 가능한 제어 캐비닛

운전 및 정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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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용 제어 캐비닛
생명공학 및 제약산업의 다양한 제조 프로세스에 있어서 청결 및 위생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은 제품의 품질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내용물과 최종 투여량 형태는 주로 연속 프로세스로 합성되는 반면 제품
개발과 바이오 기술에서는 배치 프로세스가 사용됩니다. 실험실 자동화와
미량 생산 시스템은 훼스토 제어 캐비닛의 추가적인 적용 분야입니다.
제어 캐비닛은 제조에서 프로세스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장점
• 소형 설계
• 필요에 따라 통합된 원격 I/O를 보유
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밸브 터미널
• 클린룸에 설치하기 위해 요청에 의해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캐비닛 제
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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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룸에 장착된 경우 기술 영역으
로 통기하기 위해 배기 에어가 외
부로 배출됨
• 제약산업에서 규격설명서가
종이 및 데이터 캐리어에 1부 또는
여러부 사본으로 저장됨에 따라 1
부 또는 여러 부의 사본이 작성됨
• 필요한 경우 하드웨어 설계 규격
(HDS)의 생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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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용 제어 캐비닛
원료를 수령, 가공하여 실제 식품을 제조하는 프로세스와 그리고 예를 들
면 물 또는 공업용 가스의 매체 공급 프로세스와 같은 관련 보조 프로세
스에 이르기까지 요구사항은 상당히 다릅니다. 훼스토는 모든 제조 분야
에 대하여 이상적인 제어 캐비닛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엄격한 위생 요구사항과 특별한 표준이 식품 제조 분야에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용되는 재료는 세척제와 과일산과 같은 식품 성분에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식품 제품과 접촉을 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위생 인증서가
종종 요구됩니다.

장점
• 많은 수의 밸브 기능을 위한 소형
설계
• 공압 신호 및 전기 신호의 통합은
공간과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그 이
유는 단지 하나의 필드필드버스 인
터 페이스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적절한 제어 캐비닛 재료 사용: 위
생 요구사항이 엄격한 경우에는
세척하기 용이함

• “세계 최소형의 제어 캐비닛”:
현장에 직접 설치하기 위해 스테인
레스 스틸 하우징으로 된 밸브 터
미널 CPV – 세척하기에 이상적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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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폐수처리산업용 제어 캐비닛
도시 용수 또는 산업 용수 및 폐수 처리에 관계 없이 훼스토는 경제적이
고 신뢰성이 있으며 견고한 개별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원천에서 나옵니다 - 개별 구성품 또는 사전 조립된 시
스템으로서, 액추에이터 기술에서 필드 레벨에 이르기까지.
보다 첨단의 복합 기술로 자동화합니다 - 개념 창출에서 원활한 운전에 이
르기까지.

밸브 터미널
• 견고한 밸브
• 대형 액추에이터를 위한 높은 유량
• 필요에 따라 통합된 원격 I/O를 보
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수 있음.
• 분산 제어 지능을 위해 통합적인
제어 시스템을 통한 모듈식 플랜트
개념이 가능함
• 예를 들면 슬러지 처리 또는 정화
탱크를 위한 방폭 설계

12

프로세스, 식수 및
폐수 처리 기술에 있어서
• 작동 범위는 소형 볼밸브에서 대형
나이프게이트 밸브에 이릅니다.
• 보호 등급 IP65로 설계가 가능함
• 옥외 설치를 위한 설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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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용 제어 캐비닛
훼스토는 석유화학, 기초화학 또는 정밀 특수화학품에 관계 없이 그리고
운영자 또는 OEM, 기획자, 건설 부문의 일반 시행업체에 관계 없이 모든
부문에 대하여 최대의 프로세스 안전성을 지닌 이상적이고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프로세스 안전성
1111
안전한 제품 설계
훼스토의 제품은 공격적인 매체에
내구성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습기와 예를 들면 분진과 같
은 외부 이물질의 침투로부터 보호됩
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보호 등급
IP65 및 IP66에 준합니다.

• 유명 제조사의 원격 I/O를 장착하
고 있는 ATEX Zone 1을 위한 제
어 캐비닛
• 통합된 원격 I/O 밸브 터미널이 장
착된 Zone 2 를 위한 제어 캐비닛
• 본질적으로 안전한 신호의 처리
• 본질적으로 안전한 밸브 터미널 기술
• 소형의 경제적 설계를 위한 공압
멀티 커넥터 플레이트
• 견고한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캐비닛 설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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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용 제어 캐비닛

먼지와 물, 열 및 냉기, 오염 및 압력 - 다른 분야와는 달리 광업 분야에
서 자동화 제품은 이와같은 열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극대화된 프로세스 신뢰성 및
산업 안전성
훼스토의 견고한 제어 캐비닛은 개별
구성품을 매우 효율적으로 보호합니
다. 이들은 최대 프로세스 신뢰성과
산업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부식 방지 PVC 코팅 또는 스테인레
스 스틸 사용
• 보호 등급 IP66에 따르는 분진 또
는 액체 침투로부터 보호
• 밸브 터미널 기술 또는 개별 밸브의
효율적인 연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통합된 서비스 유닛
신뢰성
• Hot swap – 운전 도중에 터미널에
서 개별 밸브를 교환함
•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캐비닛을 개방
하지 않고서 점검하기 위한 검사 창

14

• 외부에 있는 제어 요소
•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압 연결이 아
래에 있음.
• 온도 변동이 심한 지역에서 사용하
기 위한 가열 또는 냉각 장치 설치
산업 안전
• 서비스 유닛에 대한 잠금 시스템이
있음: 스위치를 끄기 위해서는 모든
관리자는 잠금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설계
• 향후 확장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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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을 위한 제어 캐비닛
주문 제작형이며 즉시 설치 가능합니다. 훼스토 제어 캐비닛 솔루션은 용도
에 최적으로 적용됩니다. 매우 많은 수의 프로세스 값으로 인하여, 전력기
술의 다양한 회로는 분명하고 논리적인 자동화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훼스토로부터 사용자 특유의 공압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탈황, 잔재 처리 또는 석탄 분쇄 및 공
급에 관계 없이 당사의 전문가들은
많은 훼스토 밸브 터미널 타입, 제어 및
서비스 유닛이 귀사의 제어 캐비닛을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을 조합합니다.
• 대형 액추에이터의 작동을 위한 높
은 유량을 지닌 밸브
• 소형 설계와 제어 캐비닛 벽체에
직접 장착을 위한 밸브 터미널 CPV
• 밸브터미널을 지닌 사전에 조립된
장착 플레이트와 원격 I/O가 제어
캐비닛 없이 현장에서 바로 설치 가
능하게 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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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위한 솔루션

ATEX Zone 2

• 통합된 원격 I/O 및 밸브 터미널 조합 CPX/MPA
• Zone 2로부터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연결이 가능함

ATEX Zone 1

• 본질적으로 안전한 원격 I/O 형식 Stahl IS1
• 본질적으로 안전한 밸브 터미널 형식 CPV10-EX
• 소형의 경제적 연결을 위한 공압 멀티 커넥터 플레이트
•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전도성 폴리머 재질로 제작된 제어 캐비닛
• 검사 기능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이 있음

• 본질적으로 안전한 원격 I/O 형식 Pepperl + Fuchs FB
• 본질적으로 안전한 밸브 터미널 형식 CPV10-EX
• 소형의 경제적 연결을 위한 공압 멀티 커넥터 플레이트
•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전도성 폴리머 재질로 제작된 제어 캐비닛

• 본질적으로 안전한 원격 I/O 형식 ABB S900
• 본질적으로 안전한 밸브 터미널 형식 CPV10-EX
• 소형의 경제적 연결을 위한 공압 멀티 커넥터 플레이트

• 본질적으로 안전한 원격 I/O 형식 Siemens ET200iSP
• 본질적으로 안전한 밸브 터미널 형식 CPV10-EX
• 소형의 경제적 연결을 위한 공압 멀티 커넥터 플레이트
•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전도성 폴리머 재질로 제작된 제어 캐비닛
• 검사 창이 있거나 없는 버전이 있음

• 본질적으로 안전한 밸브 터미널 형식 CPV10-EX
• 현장에 직접 연결을 위한 스테인레스 스틸 커버
• 보호 등급 IP65에 준하는 방수효과
• 최소형 설계
• 공압 및 전기 구성품을 비용 절감 방식으로 분리
16

12 12. 09. 12 오? 12:16 페이지 17

SIL – Safety Integrity Level (안전 무결성 단계)
시스템 평가하기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통상
적으로 직원, 주민 또는 환경에 미치
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IEC 61508에 따라
SIL 수준이 할당되는 이유입니다. 다
음 요인들이 할당에 고려됩니다.
• 위험 사태 발생 시 피해 정도
• 발생빈도와 사람들이 위험 지역에
있게 되는 시간
• 위험 사태를 방지할 가능성
• 위험 사태가 발생할 확률

훼스토는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훼스토 제품과 시스템은 안
전 지향 기기를 위한 요구사항에 부
합합니다. 훼스토는 계산에 필요한
문서와 특성 값을 제공하고 또한 귀
사가 올바른 구성품을 선택하도록
지원합니다.

S1
P1
F1
S2

P2
P1

F2

S3

P2

F1
F2

S4

S 결과
S1 사소한 신체 부상
S2 최대 사망까지의 여러 명의 중상
S3 복수의 사망
S4 수많은 사망이 동반되는 재앙적 영향
F

W1

W2

W3

–

–

–

SIL1

–

–

SIL1

SIL1

–

SIL2

SIL1

SIL1

SIL3

SIL2

SIL1

SIL3

SIL3

SIL2

SIL4

SIL3

SIL3

SIL4

SIL4

SIL3

빈도
F1 드물거나 타당할 정도로 빈번함
F2 빈번 내지 연속

P 회피 가능성
P1 특정 상황 하에서 가능
P2 거의 가능하지 않음
W 발생 확률
W1 비교적 높음
W2 낮음
W3 매우 낮음

SIL (안전 무결성 기준)
4개의 분리된 단계(SIL1 ~ SIL4). 안전 관련 시스템의 SIL이
높을수록 시스템이 필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확률
이 낮아집니다.

예: 탱크의 질소 불활성화

훼스토가 제공하는 서비스:
• 제어 캐비닛 내의 공압 제어 시스
템 설계
• 볼 밸브 유닛의 설계
• 계획된 제어 체인에 대한 SIL 평가
• PFH(Probability of Failure per
Hour: 시간 당 고장 확률) 및
SFF(Safe Failure Fraction:안전
고장 비율)의 산출 및 문서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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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ATEX - CPX용 후드
제어 캐비닛이 없으나 CPX용 후드
CAFC-X1-GAL로 인해 최대 70%까
지 저렴한 Zone 2/22까지의 ATEX.
설치하기에 편리하고 용이하므로 이
는 ATEX Zone에서 밸브 터미널
MPA와 함께 모듈식 전기 터미널
CPX를 사용할 경우 특별한 조건이
쉽게 충족되도록 보장합니다. 요청
에 의해 훼스토로부터 완전한 솔루
션(예 사전 조립된 장착 플레이트)으
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18

혜택
• 설치 비용 감소로 인하여 제어 캐
비닛에 비해 50-70%의 상당한 비
용 절감
• ATEX 지침에 따라 테스트한 충격
보호로 인하여 제어 캐비닛 없이도
ATEX Zone 2/22에 설치할 수 있
습니다.
• 부가적인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사
용될 수도 있습니다.
• 프로세스에 인접한 어셈블리
• 공간 절감
• 설계 비용 없음 - 적절한 크기를
주문하면 됩니다.
• 튜브와 케이블은 단순히 벽체를
통과하면 되므로 복잡한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 모듈식 밸브 터미널에 있는 “공압
멀티 커넥터 플레이트”의 대안

모듈식 전기 터미널 형식 CPX
모든 공통의 필드필드버스 표준과
모든 전기 설치 표준에 부합합니다.
필드필드버스 연결을 사용하는 전체
공압 제어 시스템의 작동.
• Profibus-DP, Interbus,
CANopen, DeviceNet, CC link
• Ethernet/IP, Modbus/TCP,
Profinet IO, EtherCat

• 지능형 슬레이브 또는 512 I/O까지
의 원격 I/O로서 내장 CoDeSys 제
어 시스템 CPXCEC를 지닌 독립형
• 통합된 진단 개념
MPA 또는 VTSA와 조합하면 특히 가
치가 있음, 19페이지
PSI+ CPX-터미널/CPI-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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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터미널
훼스토의 밸브 터미널은 일반적으로
제어 캐비닛의 중심 부품이면서도
쉽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의 모든 요구사항
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ISO 밸브 터미널 VTSA
표준을 기반으로 하나 후일에 변환 및
확장될 수 있는 서브 베이스 개념을
지닌 높은 기능성의 모듈화된 제품
VTSA 특성
• ISO 15407-2 및 5599-2에 부합하
는 밸브 및 서브 베이스(플러그인)
• 550 ~ 3000 l/min의 유량
• VTSA-F는 ISO 사이즈 02, 01인
700 ...1800 l/min임
• 사이즈의 혼합. 하나의 터미널에
ISO 26 mm(01), ISO 18 mm 밸
브(02) 및 ISO 1(42 mm)을 사용
할 수 있음.
• 압력 인가 상태에서 밸브를 교환
하기 위한 압력 차단 플레이트
(hot-swap)
PSI+ ISO 밸브 터미널 VTSA,
Info 242 및 248

밸브 터미널 MPA
통상적으로 우수한 기능 통합과 함
께 필드필드버스 터미널, 멀티핀 터미
널 또는 개별 밸브로서 사용됩니다.
포괄적인 진단과 상태 모니터링에 적
합합니다.
MPA-S 및 MPA-F 특성
• 유량 360 … 700 l/min; MPA-F
360 ...900 l/min
• 압력 인가 상태에서 밸브를 교환
하기 위한 압력 차단 플레이트
(hot-swap)
• 최대 64개의 밸브 또는 128개의
솔레노이드 코일 사용 가능
• 비례 압력 조절기가 직접 통합될
수 있습니다.
• 옵션: 파일럿 공기 상태를 모니터
링하기 위한 내장 압력 센서

Compact Performance Valve(소
형 고성능 밸브) 터미널 CPV
최소 공간에서 최대 성능을 나타냄
현재의 많은 필드버스 인터페이스와
직접 통합.
CPV 특성
• 유량 400, 800 및 1,600 l/min
• 8개의 밸브 위치(16 코일)
• 제어 캐비닛에 공간을 절감하는
설치를 위한 공압 멀티 커넥터 플
레이트
Info 213

MPA-L 특성
• 개별 밸브 단위별로 확장 가능
• 최대 32개의 밸브 위치/솔레노이
드 코일
PSI+ valve 터미널 MPA,
Info 227 및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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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버스 기술 - 개요
프로세스 자동화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아래에 제시
된 필드버스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어느 것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훼스토는 이 모든 기술에 능숙합니다. 또한 핵심사업의 하나로, 훼스토는
주요 기관 및 업체들과 협력하여 필드버스 기술을 규정하는 등 기술증진
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송 방식의 물리적인 특성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장거리용 원격 필드버스
• 통신을 위한 예를 들면 제어 캐비
닛 내의 로컬 필드버스
• 소수의 I/O를 지닌 구성품을 위한
INTERBUS 루프

PROFIBUS
PROFIBUS는 PLC 또는 PC와 같은
능동 스테이션(마스터 유닛)와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와 같은 수동 스테이
션(슬레이브 유닛)을 구분합니다.

EtherCAT
실시간 능력에 관점을 둔 데이터 전
송 짧은 사이클 시간과 매우 정확하
고 거의 지터가 없는 동기화는
EtherCAT의 주요 특성입니다.
EtherCAT 슬레이브 유닛는 마스터
로부터 전송되어 표준 Ethernet 체
계로부터 자신에게 오는 데이터 만
을 추출하며 전문에 수령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PROFIBUS-DP 는 통상적으로 공장
및 프로세스 자동화에 적합하며 자
동화 시스템과 분산된 주변 기기 간
에 통신을 합니다.
PROFIBUS-PA 는 프로세스 자동화
에 이상적이며 데이터 및 에너지를 현
장 유닛와 동시에 전송 및 수령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PROFIBUS-FMS 는 셀 수준에서 통
신 임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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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NET
고용량의 데이터 교환이 있는 데이터
전송에 사용됩니다. 예 센서, 액추에
이터, 로봇 제어기, PLC 또는 프로세
스 기기로부터 실시간의 중요한 I/O
데이터. 실시간으로 중요하지 않은
진단 또는 구성에 관한 정보도 전송
될 수 있습니다.
INTERBUS
INTERBUS는 마스터/슬레이브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필드버스 마
스터가 동시에 중첩된 제어 또는 필
드버스 시스템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INTERBUS는 ring topology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스테이션은 폐쇄
전송 경로로 능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INTERBUS는 합산 체계
프로토콜을 지닌 I/O 지향 전송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E(CANopen over EtherCAT)와
같은 유닛 프로파일의 정의는
EtherCAT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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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pen
CANopen 통신 프로토콜은 높은 수
준의 전송 보안 및 간섭에 대한 보호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전송 요구사항은 PDO(process
data object) 및 SDO(service data
object)를 통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PDO는 신속한 실시간 데이터이며
SDO는 타임 아웃 간격과 마스킹 또
는 매핑 파라미터와 같은 파라미터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MODBUS
MODBUS는 보다 복잡한 임무, 클라
이언트/서버 구조를 위해 마스터/슬
레이브(예 PC)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측정 및 제어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양호한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는 TCP/IP 패킷 내에서 바이너리
포맷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MODBUS는 마스터와 여러 개의 슬
레이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디자인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 직렬
인터페이스용과 Ethernet용.

DeviceNet
근접 스위치, 광 센터, 밸브 터미널,
주파수 변환기 및 제어반과 같은 산
업용 현장 유닛용 필드필드버스는 비
용이 많이 드는 개별 결선을 감소시
키고 또한 유닛 특유의 진단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브로드캐스트 지향
controller area network(CAN: 계
측 제어기 통신망) 상에서의
DeviceNet 통신은 매개체(vehicle)
구성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
며 또한 특히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
니다.
Ethernet/IP
표준 Ethernet 및 TCP/IP 기술을 준
수하는 개방 필드버스 시스템 이는
예들 들면 전기 CPX 터미널과
Ethernet/IP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
을 합니다. 유닛로부터 직접 데이터
접근도 가능합니다.

CC-Link)용 상위 마스터 사이의 고
속 통신을 위한 미쯔비시의 필드버스
시스템 상호 연결 블록을 경유하여
시스템 공급을 수령하는 필드버스
노드는 I/O 모듈과의 통신을 처리합
니다.
AS-interface
분산된 솔루션에서 낮은 비용이 소
요되는 최적화된 작업용. 액추에이터
/센서 수준에서 AS-interface는 필
드필드버스 시스템 또는 산업용
Ethernet을 최적으로 보완합니다.
데이터 및 에너지 전달을 위해 하나
의 케이블만 필요합니다.

CC-Link
전기 CPX 터미널과 control & communication link(제어 및 통신 연결:

귀사에 어떤 필드필드버스가
적절합니까?
당사의 온라인 브로셔는 이러한
필드필드버스와 훼스토 포트폴
리오가 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
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www.festo.com의 다운로
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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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보장
5개의 부품을 지닌 간단한 솔루션
에서부터 최대 200개 부품을 지닌
제어 캐비닛과 같은 복합 솔루션까
지 당사는 귀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개별 구성품이 원활한 기능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다른
것과 조화가 되는지 밝혀지는 것은
모든 구성품이 상호 작용을 할 때입
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로세스의 최
대 신뢰성과 생산성을 달성하는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훼스토가
귀사 플랜트의 공압 설비를 최신으
로 유지하기 위해 프로세스 자동화
를 위한 제어 캐비닛 솔루션에서 최
신의 현대적인 구성품을 사용한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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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안전성
즉시 설치할 수 있는 밸브 터미널 캐
비닛은 다음 테스트를 거칩니다:
• 공압 유닛에 대한 육안 검사
• 전기 시스템에 대한 육안 검사
• 전체 공압 시설에 대한 누출 검사
• 최소 및 최대 허용 작동 압력에서
기능 테스트
• 모든 밸브의 전기적 및 수동 작동
• EMC 활동의 모니터링

25년 이상의 숙련된 경험
전체 시스템 또는 서브 시스템의 구
매 및 사용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
니다. 이는 예를 들면 최신 지식과 최
선 세대의 구성품에 대한 접근을 제
공합니다.
훼스토는 오래 전에 이러한 추세를
인식했으며 또한 25년 이상 동안 제
어 캐비닛으로 특유의 솔루션을 제공
해 왔습니다. 이는 귀사가 핵심 사업
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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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를 통한 투명성 보장
훼스토는 귀사의 전체 주문을 문서화
하므로 귀사의 제어 캐비닛 솔루션의
설계는 확인 가능하며 투명합니다. 귀
사의 제어 캐비닛이 인도되면 다음으
로 구성되는 전체 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 전기 및 공압 회로 다이어그램
• 부품 목록
• 터미널 다이어그램
• 기기 조립 도면
• 2D 제어 캐비닛 도면 - 요청에
의해 3D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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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대책으로서 당사는 데이터를
10년간 보Zone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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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토 자동화 교육 - 지식을 통한 경쟁 우위
당사의 프로세스 산업용 신제품이
귀사의 업무를 최적화 시켜줍니다.
기본 교육과 추가 교육을 통하여 귀
사의 직원을 역동적인 미래에 적합
하도록 만듭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를 위한 혁신적인 새로운 교육과 실
제 업무 세미나뿐만 아니라 주제별
이벤트는 귀사를 더욱 경쟁력이 있도
록 만듭니다. 귀사는 제품 및 서비스
에 관한 혁신적이고 우수한 교육으
로부터 즉각 혜택을 볼 것입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산업 프로세스의
측정-개방 루프 제어-폐쇄 루프 제어
최고 수준의 학습과 최신 주제에 관
한 학습: 강사와 컨설턴트는

훼스토와 기타 주요 제조사의 최신
의 프로세스 밸브 및 구성품에 관한
전문화된 지식과 실제 노하우를 전
달합니다. 프로세스 밸브 기술, 산
업 측정 기술, 계측 장비 또는 제어
회로에 관계 없이 새로운 세미나는
전문가에게 일상 과제에 대한 해답
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학습 시스템은 기본 정보를
모든 신입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완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산업용 구성품으
로 작업하는 것은 신속하게 실제적
으로 산업에 적용하는데 이상적입
니다.
한국훼스토 자동화 교육은 당사 홈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www.fes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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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jec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per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esto projec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Control cabinet
0 Stainless steel (1.4301) 0 Steel (RAL 7035)

0 Polymer

Inspection window: 0 Without 0 With

Check list
Control cabinet
Basis of offer

Com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Power supply unit
0 Yes

0 No

0 Primary fuse

0 Secondary fuse

Com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Service unit
0 Yes
Position
Design

0 No
0 D series
0 MS series
0 Cabinet side left
0 Cabinet side right
0 In control cabinet
0 Standard (HE-LFR-PEV) 0 Water/wastewater (H-KD-HE-LFR-PEV)
0 No standard, configuration as follow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Valve terminal
Pneumatic
Electrics
Activated actuators
Valve function
Number

0 MPA
0 Multi-pin plug
0 Diaphragm actuators
0 5/2 single solenoid
_______________

0 VTSA
0 CPV
0 Profibus
0 Profinet
0 Quarter-turn actuators 0 Linear actuators
0 5/2 double solenoid 0 3/2
0 5/3
_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

Digital inputs
Analogue inputs
Connection type

Number _________
Number _________
0 Cage Clamp

Digital outputs
Analogue outputs
0 M8 plugs

Number _______________
Number _______________
0 M12 plugs

Com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Pneumatic interfaces
Compressed air supply ________________
Position of connections ____________
Working lines (2/4)
0 Individual bulkhead fittings
0 Pneumatic multiple connector plate
0 Cable connector with multiple seal insert
Position of connect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haust air
0 Ducted
0 Silencer
Position of connect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Electrical interfaces
Cable connectors

Position of terminal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Other
0 Cabinet heating
0 Fan
0 Rain protection
0 Protective cover
0 ATEX
Number of items _____ Com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esto AG & Co. KG
Technology Centre
DE-TP
Ruiter Strasse 82
73734 Esslingen, Germany
www.festo.com
Tel. +49 (0)711 347 42 27
Fax +49 (0)711 347 43 48
E-mail:
einbaufertig@f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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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jec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per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esto projec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eck 1: Zone/equipment category/ignition protection class
Gas
zone (G)

Zone description

Equipment category

Check list
Basic ATEX data
Basis of offer

2 G 0

Gas, mist, vapour

Explosion protection
Directive RL 94/9/EC

21 0

- To be expected occasionally
- High level of safety
- Malfunction

2 D 0

Dust

3 G 0

Gas, mist, vapour

22 0

- Brief, rare,
not expected
- Normal level of safety
- Normal operation

3 D 0

Dust

Dust
zone (D)

1 0

2 0

0

Type of explosion protection: i (intrinsically safe)

Check 2: Explosion groups, temperature classes, temperatures
Specification for gas atmosphere
Temperature class
(Maximum permissible
surface temperature)

Explosion group
Customer specifications
*Specification
for system solution

T1
450 °C

T2
300 °C

T3
200 °C

T4
135 °C

T5
100 °C

T6
85 °C

0

0

0

0

0

0

II A

II B

II C

II

0

0

0

Device group II
contains
explosions groups
IIA, IIB, IIC

0

0

0

0

Specification for dust atmosphere
Maximum permissible
surface temperature

Tmax = ______ °C

Conductivity of dust

Conductive

Not conductive

0

0

Specification for gas and dust atmosphere
Ambient temperature range

______ °C ≤ Ta ≤ + _____ °C

Festo AG & Co. KG

Check 3: System type
As module 0

On mounting plate 0

In control cabinet 0

General comments/notes
Customer specificat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chnology Centre
DE-TP
Ruiter Strasse 82
73734 Esslingen, Germany
www.festo.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sulting Festo ATEX classific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Parts to be completed by Festo. This indicates the explosion group for which the system solution is approved.

Tel. +49 (0)711 347 42 27
Fax +49 (0)711 347 43 48
E-mail:
einbaufertig@f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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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산업용 제품
하나의 공급원에서 모든 것을 조달
합니다.
개별 구성품으로부터 액추에이터, 센
서, 밸브, 연결 기술 및 압축 공기 제
조로 구성되는 공압 시스템에 이르
기까지 훼스토는 프로세스 엔지니어
링의 모든 부문을 위한 제품과 특별
하고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귀사에 대한 혜택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및 통합된 서비
스를 지닌 조화된 제어 시퀀스에 의해
제공되는 최고 수준의 신뢰성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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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o worldwide
Finland
Festo OY
Mäkituvantie 9
P.O. Box 86
01511 Vantaa
Tel. +358 (09) 87 06 51,
Fax +358 (09) 87 06 52 00
E-mail: infoBá#IHVto.com

Australia
Festo Pty. Ltd.
Head Ofáce (Melbourne)
179-187 Browns Road
P.O. Box 261
Noble Park Vic. 3174
Call Toll Free 1300 88 96 96
Fax Toll Free 1300 88 95 95
Tel. +61(0)3 97 95 95 55,
Fax +61(0)3 97 95 97 87
E-mail: info_au@festo.com

France
Festo Eurl
ZA des Maisons Rouges
8 rue du clos sainte Catherine
94360 Bry-sur-Marne
Tel. +33 (0) 820 20 46 40 (numéro indigo),
Fax +33 (0) 820 20 46 41
E-mail: info_fr@festo.com

Austria
Festo Gesellschaft m.b.H.
Linzer Straße 227
1140 Wien
Tel. +43 (0)1 910 75-0, Fax +43 (0)1 910 75-250
E-mail: automation@festo.at
Belarus
IP Festo
Masherov avenue, 78
220035 Minsk
Tel. +375 (0)17 204 85 58,
Fax +375 (0)17 204 85 59
E-mail: info_by@festo.com
Belgium
Festo Belgium sa
Rue Colonel Bourg 101
1030 Bruxelles
Tel. +32 (0)2 702 32 11, Fax +32 (0)2 702 32 09
E-mail: info_be@festo.com
Belgium
Festo Belgium nv
Kolonel Bourgstraat 101
1030 Brussel
Tel. +32 (0)2 702 32 11, Fax +32 (0)2 702 32 09
E-mail: info_be@festo.com
Brazil
Festo Brasil Ltda
Rua Guiseppe Crespi, 76
KM 12,5 - Via Anchieta
04183-080 São Paulo SP-Brazíl
Tel. +55 (0)11 50 13 16 00,
Fax +55 (0)11 50 13 18 68
E-mail: info_br@festo.com
Bulgaria
Festo EOOD
1592 Soáa
Bul. Christophor Kolumb 9
Tel. +359 (0)2 960 07 12,
Fax +359 (0)2 960 07 13
E-mail: info_bg@festo.com
Canada
Festo Inc.
5300 Explorer Drive
Mississauga, Ontario L4W 5G4
Tel. +1 (0)905 624 90 00,
Fax +1 (0)905 624 90 01
E-mail: info_ca@festo.com
Chile
Festo S.A.
Avenida Américo Vespucio, 760
Pudahuel
Santiago
Tel. +56 2 690 28 00, Fax +56 2 690 28 60
E-mail: info.chile@cl.festo.com
China
Festo (China) Ltd.
1156 Yunqiao Road,
Jinqiao Export Processing Zone,
Pudong,
201206 Shanghai
Tel. +86 21 60 81 51 00, Fax +86 21 58 54 03 00
E-mail: info_cn@cn.festo.com
Colombia
Festo Ltda.
Autopista Bogotá - Medellín Km 6 (costado sur)
Tenjo, Cundinamarca
Tel. +57 (1) 865 77 88,
Fax +57 (1) 865 77 88 Ext.287
E-mail: mercadeo@co.festo.com
Croatia
Festo d.o.o.
Nova Cesta 181
10000 Zagreb
Tel. +385 (0)1 619 19 69,
Fax +385 (0)1 619 18 18
E-mail: info_hr@festo.com
Czech Republic
Festo, s.r.o.
ModÒanská 543/76
147 00 Praha 4
Tel. +420 261 09 96 11, Fax +420 241 77 33 84
E-mail: info_cz@festo.com

Germany
Festo AG & Co. KG
Postfach
73726 Esslingen
Ruiter Straße 82
73734 Esslingen
Tel. +49 (0)711 347 0, Fax +49 (0)711 347 26 28
E-mail: info_de@festo.com
Greece
Festo Ltd.
40 Hamosternas Ave.
P.C. 11853 Athens
Tel. +30 210 341 29 00, Fax +30 210 341 29 05
E-mail: info_gr@festo.com
Hong Kong
Festo Ltd.
6/F New Timely Factory Building,
497 Castle Peak Road,
Kowloon, Hong Kong
Tel. + 852 27 43 83 79, Fax + 852 27 86 21 73
E-mail: info_hk@festo.com
Hungary
Festo Kft.
Csillaghegyi út 32-34.
1037 Budapest
Hotline +36 1 436 51 00
Tel. +36 1 436 51 11, Fax +36 1 436 51 01
E-mail: info_hu@festo.com
India
Festo Controls Private Ltd.
237B,
Bommasandra Industrial Area,
Bangalore Hosur Highway,
Bangalore 560 099
Tel. +91 (0)80 22 89 41 00,
Fax +91 (0)80 27 83 20 58 / 27 83 33 62
E-mail: info_in@festo.com
Indonesia
PT. Festo
JL. Sultan Iskandar Muda No. 68
Arteri Pondok Indah
Jakarta 12240
Tel. +62 (0)21 27 50 79 00,
Fax +62 (0)21 27 50 79 98
E-mail: info_id@festo.com

Lithuania
Festo, UAB
PartizanŹ 63M
50306 Kaunas
Lietuva
Tel. +370 (8)7 32 13 14, Fax +370 (8)7 32 13 15
E-mail: info_lt@festo.com

Slovenia
Festo d.o.o. Ljubljana
IC Trzin, Blatnica 8
1236 Trzin
Tel. +386 (0)1 530 21 00,
Fax +386 (0)1 530 21 25
E-mail: info_si@festo.com

Malaysia
Festo Sdn. Berhad
10 Persiaran Industri
Bandar Sri Damansara
Wilayah Persekutuan
52200 Kuala Lumpur
Tel. +60 (0)3 62 86 80 00,
Fax +60 (0)3 62 75 64 11
E-mail: info_my@festo.com

South Africa
Festo (Pty) Ltd.
22-26 Electron Avenue
P.O. Box 255
Isando 1600
Tel. +27 (0)11 971 55 00,
Fax +27 (0)11 974 21 57
E-mail: info_za@festo.com

Mexico
Festo Pneumatic, S.A.
Av. Ceylán 3,
Col. Tequesquináhuac
54020 Tlalnepantla
Estado de México
Tel. +52 (01)55 53 21 66 00,
Fax +52 (01)55 53 21 66 55
E-mail: festo.mexico@mx.festo.com

Spain
Festo Pneumatic, S.A.U.
Avenida Granvia, 159
Distrito Económico Granvia L'H
08908 Hospitalet de Llobregat
Barcelona
Tel.: 901243660, Fax: 902243660
Tel. +34 93 261 64 00, Fax +34 93 261 64 20
E-mail: info_es@festo.com

Netherlands
Festo B.V.
Schieweg 62
2627 AN Delft
Tel. +31 (0)15 251 88 99,
Fax +31 (0)15 251 88 67
E-mail: info@festo.nl

Sweden
Festo AB
Stillmansgatan 1
Box 21038
200 21 Malmö
Tel. +46 (0)20 38 38 40, Fax +46 (0)40 38 38 10
E-mail: order@festo.se

New Zealand
Festo Ltd.
20 Fisher Crescent
Mount Wellington
Auckland
Tel. +64 (0)9 574 10 94, Fax +64 (0)9 574 10 99
E-mail: info_nz@festo.com
Nigeria
Festo Automation Ltd.
Motorways Centre, First Floor, Block C
Alausa, Ikeja,
Lagos
Tel. +234 (0)1 794 78 20,
Fax +234 (0)1 555 78 94
E-mail: info@ng-festo.com
Norway
Festo AS
Ole Deviks vei 2
0666 Oslo
Tel. +47 22 72 89 50, Fax +47 22 72 89 51
E-mail: info_no@festo.com
Peru
Festo S.R.L.
Amador Merino Reyna 480
San Isidro
Lima
Tel. +51 (1) 219 69 60, Fax +51 (1) 219 69 71
E-mail: festo.peru@pe.festo.com

Iran
Festo Pneumatic S.K.
# 2, 6th street, 16th avenue,
Km 8, Special Karaj Road
P.O.Box 15815-1485
Teheran 1389793761
Tel. +98 (0)21 44 52 24 09,
Fax +98 (0)21 44 52 24 08
E-mail: Mailroom@festo.ir

Philippines
Festo Inc.
Festo Building
KM 18, West Service Road
South Superhighway
1700 Paranaque City
Metro Manila
Tel. +63 (0)2 776 68 88, Fax +63 (0)2 823 42 19
E-mail: info_ph@festo.com

Ireland
Festo Limited
Unit 5 Sandyford Park
Sandyford Industrial Estate
Dublin 18
Tel. +353 (0)1 295 49 55,
Fax +353 (0)1 295 56 80
E-mail: info_ie@festo.com

Poland
Festo Sp. z o.o.
Janki k/Warszawy
ul. Mszczonowska 7
05090 Raszyn
Tel. +48 (0)22 711 41 00,
Fax +48 (0)22 711 41 02
E-mail: info_pl@festo.com

Israel
Festo Pneumatic Israel Ltd.
P.O. Box 1076
Ha'atzma'ut Road 48
Yehud 56100
Tel. +972 (0)3 632 22 66,
Fax +972 (0)3 632 22 77
E-mail: info_il@festo.com

Portugal
Festo – Automação, Unipessoal, Lda.
Rua Manuel Pinto De Azevedo, 567
Apartado 8013
4109-016 Porto
Contact Center: 707 20 20 43
Tel. +351 22 615 61 50, Fax +351 22 615 61 89
E-mail: Info@pt.festo.com

Italy
Festo SpA
Via Enrico Fermi 36/38
20090 Assago (MI)
Tel. +39 02 45 78 81, Fax +39 02 488 06 20
E-mail: info_it@festo.com
Japan
Festo K.K.
1-26-10 Hayabuchi
Tsuzuki-ku
Yokohama 224-0025
Tel. +81 (0)45 593 56 10 / -5611,
Fax +81 (0)45 593 56 78
E-mail: info_jp@festo.com

Denmark
Festo A/S
Islevdalvej 180
2610 Rødovre
Tel. +45 70 21 10 90, Fax +45 44 88 81 10
E-mail: info_dk@festo.com

Korea South
Festo Korea
204, Gasan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153-803
Tel. +82 1666 02 02, Fax +82 (0)2 864 70 40
E-mail: info_kr@festo.com

Estonia
Festo OY AB Eesti Filiaal
Laki 11B
12915 Tallinn
Tel. +372 666 15 60, Fax +372 666 15 61
E-mail: info_ee@festo.com

Latvia
Festo SIA
A. Deglava iela 60
1035 Riga
Tel. +371 67 57 78 64, Fax +371 67 57 79 46
E-mail: info_lv@festo.com

Romania
Festo S.R.L.
St. Constantin 17
010217 Bucuresti
Tel. +40 (0)21 310 31 90,
Fax +40 (0)21 310 24 09
E-mail: info_ro@festo.com
Russia
OOO Festo-RF
Michurinskiy prosp., 49
119607 Moscow
Tel. +7 495 737 34 00, Fax +7 495 737 34 01
E-mail: info_ru@festo.com
Singapore
Festo Pte. Ltd.
6 Kian Teck Way
Singapore 628754
Tel. +65 62 64 01 52, Fax +65 62 61 10 26
E-mail: info@sg.festo.com
Slovakia
Festo spol. s r.o.
Gavlovicová ul. 1
83103 Bratislava 3
Tel. +421 (0)2 49 10 49 10,
Fax +421 (0)2 49 10 49 11
E-mail: info_sk@festo.com

Switzerland
Festo AG
Moosmattstrasse 24
8953 Dietikon ZH
Tel. +41 (0)44 744 55 44,
Fax +41 (0)44 744 55 00
E-mail: info_ch@festo.com
Taiwan
Festo Co., Ltd.
Head OIáFH
24450
9, Kung 8th Road
Linkou 2nd Industrial Zone
Linkou Dist., New Taipei City
Taiwan, R.O.C.
Tel. +886 (0)2 26 01-92 81,
Fax +886 (0)2 26 01 92 86-7
E-mail: festotw@tw.festo.com
Thailand
Festo Ltd.
67/1 Phaholyothin Rd.,
T. Klong 1, A. Klongluang
Pathumthani 12120
Tel. +66 29 01 88 00, Fax +66 29 01 88 30
E-mail: info_th@festo.com
Turkey
Festo San. ve Tic. A.S.
Tuzla Mermerciler Organize
Sanayi Bölgesi 6/18
34956 Tuzla - Istanbul/TR
Tel. +90 (0)216 585 00 85,
Fax +90 (0)216 585 00 50
E-mail: info_tr@festo.com
Ukraine
Festo Ukraina
DP Festo
vul. Borisoglebskaya,11
04070, Kiev
Tel. +380 (0)44 239 24 30,
Fax +380 (0)44 463 70 96
E-mail: orders_ua@festo.com
United Kingdom
Festo Limited
Applied Automation Centre
Caswell Road
Brackmills Trading Estate
Northampton NN4 7PY
Tel. ++44 (0)1604 / 66 70 00,
Fax ++44 (0)1604 / 66 70 01
E-mail: info_gb@festo.com
United States
Festo Corporation (New York)
395 Moreland Road
P.O. Box 18023
Hauppauge, NY 11788
Call Toll-free 800/993 3786
Fax Toll-free 800/963 3786
Tel. +1(631) 435 08 00, Fax +1(631) 435 80 26
E-mail: customer.service@us.festo.com
Venezuela
Festo C.A.
Av. 23 esquina con calle 71
N° 22-62, Edif. Festo.
Sector Paraíso
Maracaibo - Venezuela
Tel. +58 (261) 759 11 20/759 41 20/759 44 38,
Fax +58 (261) 759 04 55
E-mail: festo@festo.com.ve
Vietnam
Festo Co., Ltd (Cong Ty Tnhh Festo)
No. 206 Tran Nao Street
Ward Binh An
District 2
Ho Chi Minh City
Tel. +84 (0)8 740 69 09, Fax +84 (0)8 740 69 10
E-mail: info_vn@f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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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Festo S.A.
Edison 2392
(1640) Martínez
Prov. Buenos Aires
Tel. +54 (011) 4717 82 00,
Fax +54 (011) 47 17 82 82
E-mail: info@ar.fes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