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의 극대화 : 통합 자동화 플랫폼 CPX

Industry 4.0
+ CPX
= Future

Automation platform 4.0!
Highlights
•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모듈
방식의 IP65 리모트 I/O
• IP20 및 Ex 환경에 최적화된
버전
• 어떤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기능
통합
• 설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내장된 CODESYS
컨트롤러를 이용한
분산 및 네트워크화된
지능형 솔루션
• OPC UA 및 CODESYS
V3에 지원으로
Industry 4.0에 대응 가능

CPX는 전기 제어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상적인 자동화
플랫폼이자 밸브 터미널 + 리모트 I/O로서, 개방적이고 직관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전기로 작동하는 주변 장치를 위한 완벽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CPX를 이용하여 공압 및 전기 제어 시스템을
모든 자동화 컨셉과 여러 통신 방식 그리고 Industry 4.0에 쉽고,
빠르고, 유연하고, 매끄럽게 통합 대응할 수 있습니다.
CPX – 완벽한 네트워킹을 위한
새 기준 정립
• 필드버스/이더넷을 통한 범용
통신
• 공압 플랫폼(밸브 터미널)
선택
• 종속적, 분산 설치 시스템 CPL
IO-Link 또는 I-Port
•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 각종
모듈

CPX – 최고의 비용 효율성과
작동 신뢰도
• 프론트엔드 제어
• 확장 가능한 설치 컨셉
• 종합적인 진단 및 상태
모니터링
• 모션 제어
– 전동 드라이브
– 서보 공압 드라이브
• 측정 및 제어

Festo가 업계의 선두 주자일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터미널 CPX에
담겨 있습니다. 탁월한 기능과 보안, 효율성 그리고 단순함까지 두루
갖춘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자동화 문제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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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 통합 자동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플랫폼.
모든 표준 기능에서 드러나는 탁월한 성능
프로세스 자동화

모래 여과 – 오폐수 처리 프로세스의 분산 제어를 위한 제어 캐비닛의 CPX

관리 레벨

제어 레벨

현장 레벨
수처리 제어 - 산업용 수처리를 위한 검증된 솔루션, CPX

센서/액추에이터 레

Festo CPX - 획기적인 자동화를 위한
완벽 솔루션.

유체 및 모션 제어를 결합한 프로세스 - CPX는 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각종 매체를 위한 매체
밸브,장비의 모든 프로세스 그리고 동시 전송 및 다단계 패키징을 제어합니다.
이 모든 솔루션을 Festo에서 제공합니다.

2

PSIplus_CPX_KO_V15_135154_hi_수정.indd 2

CPX - 범용 표준
자동화 솔루션에서 최상의 것을
기대하신다면 CPX가 이상적입니다. CPX는
모든 표준 프로세스와 공장 자동화 기능을
커버합니다. 즉, CPX는 액체 및 모션 제어에서
모든 프로세스 단계의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터미널 CPX – 변경될 수 있음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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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인 자동화 4.0의 핵심 역량

공장 자동화

패키징 또는 프린팅 공정을 위한 시스템 - 내장된 비례 공압 제어 시스템 또는 전동 드라이브를
CPX가 제어합니다.

관리 레벨

제어 레벨

현장 레벨
소형 부품 조립 - CPX가 전기 및 공압 드라이브와 그리퍼의 조합 동작을 제어하고 모든 센서
신호를 처리하며 종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액추에이터 레벨

제어 기술 피라미드의 모든 레벨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플랫폼.

이제 Festo에서 모든 자동화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상당히 간소화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간편한 작동과 신뢰성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술: CPX는
이제 Industry 4.0에 대응하기 위해 HOST
환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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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생산 - CPX는 독립적이고 분산된 상호 연결 기계 모듈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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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플랫폼
자동화가 더 쉬워집니다.

필드 자동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범용성과 효율성(폴리머 하우징) - 각종 부품을 중계하고 연결하는
리모트 I/O로 사용되는 CPX. 중앙 집중 및 분산 방식의 설치 컨셉에 안성맞춤입니다.
12/13페이지

관리 레벨

제어 레벨

현장 레벨
개별 연결에 특히 안정적(금속 하우징) - 각종 부품을 중계하고 연결하는 리모트 I/O로
사용되는 CPX. AIDA 인터페이스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합니다.

센서/액추에이터 레

CPX - 획기적인 자동화를 위한 완벽 솔루션.
제어 기술 피라미드의 모든 레벨을 아우르는

MPA-L
MPA

VTSA

VTSA-F

강력한 밸브 터미널 플랫폼과 결합된 CPX
• 시리얼 연결 및 압력 제어/비례 공압 장치를 갖춘 MPA
•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폴리머 타입의 MPA-L
• VTSA – 안전 기능이 내장된, ISO 15407 및 5599에 맞는 사이즈 5까지 대응 되는 표준 밸브
• VTSA-F – 동일 사이즈에서 최대 30% 더 많은 유량을 공급 및 제어할 수 있는 밸브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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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간편한 프로세싱을 위한 동반자
CPX 포트폴리오는 단일 기술과 플랫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일 사양을 하나의
공급자인 Festo가 제공함으로써 턴키
엔지니어링을 실현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옵션들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분야, 환경 요건까지 모두 충족합니다.

전기 터미널 CPX – 변경될 수 있음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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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4.0의 핵심 역량

특수환경

비용 및 공간 면에서 최적화된 제어 캐비닛용 IP20 솔루션으로서, 두 번째 열 확장 옵션을
갖춘 CPX-L. Ex 존 0 또는 1에서 센서용 NAMUR 입력 단자를 갖춘 CPX-P는 모든 CPX 표준
기능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관리 레벨

제어 레벨

레벨
유체 및 모션 제어 분야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인 제어 캐비닛 솔루션. 이제 엔지니어링은 Festo
에 맡기시고,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서/액추에이터 레벨

, 구조로
의

적으로
이나

단 하나의 플랫폼.

모든 까다로운 요구사항까지 충족
CPX는 원하는 것은 모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변경을 비롯해 설치에 맞게 개조하는
서비스나 사전 조립 솔루션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ndustry 4.0 대응을 위한 분산
CODESYS 제어 시스템과 OPC UA
인터페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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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는 빠른 커미셔닝/간편한 연결 기능 덕분에, 유지보수에 대한 빠른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에 맞추어 쉽게 확장 및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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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 Industry 4.0을 위한 준비

핵심 기술과 기능

저장소
클라우드
Festo가 제공하는 내장 제어는 모듈형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분산형 지능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CODESYS V3와 OPC UA를 통해 Industry 4.0에 대응하는 환경을 미리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상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모듈형 CPX에 대한 모든 기능과 제품 정보는 데이터 매트릭스 (QR) 코드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Festo는 Industry 4.0에 대응하는 확실한 솔루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OPC UA 서버 이력 데

UA_MethodCall

OPC UA - 통신 인터페이스 & 정보 프로토콜

ERP
바이너리

제조사/벤더 특화 확장

UA 바이너리

협력 모델

DA

하이브리드

AC

HA

WS 보안
Conversation

UA TCP
OPC UA 기본 서비스

전송
웹 서비스/OPC UA
바이너리

SCADA

SOAP
HTTPS

HTTP

PLC/HMI

TCP/IP

OPC UA 데이터 모델
모델링 규칙

OPC UA의 계층 모델

MES

UA XML

UA 보안
Conversation

Prg

웹 서비스

4840

443

443

80

OPC UA 전송 프로필

OPC UA는 플랫폼 중립적, 제조업체 중립적, 서비스 지향적 아키텍처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자, Industry 4.0 대응 솔루션입니다. 출처: OPC Foundation

Industry 4.0 대응을 위한 솔루션 패키지:
제어 캐비닛이 없이 로봇 제어가 가능한 트라이포드

센서/액추에이터 레

Industry 4.0: 사물들 간의 통신
마스터-마스터 통신의 증가와 하나의 일정한
정보 모델을 통한 수평 및 수직 네트워킹:
이것은 제4의 산업 혁명인 Industry 4.0 또는
사물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서보 컨트롤러가 내장된 새로운 지능형 전동 모터&드라이브 EMCA와 Festo CPX를 통해 제어
캐비닛이 필요 없는 로봇 제어 솔루션의 실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Festo 가상 현실 제어
툴인 CIROS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Automation ML(AML)을 통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와
네트워킹이 가능해 집니다.
6

PSIplus_CPX_KO_V15_135154_hi_수정.indd 6

전기 터미널 CPX – 변경될 수 있음 – 2016/01

2016-01-19 오후 10:54:31

비전을 현실로

Research Project: Energy Management Software with OPC UA Client
Aktueller
Leistungsverbrauch
• Steuerung
CPX-CECManagement
V3
search
Project: Energy
Software with OPC UA
Client
고도의
유연성:
Festo의 센 하우젠 테크놀러지 플랜트
• Energie-Effizienz-Modul
MSE6-E2M
Steuerung
CPX-CEC V3
Energie-Effizienz-Modul MSE6-E2M

• Einfache Verbindung und Konfiguration
• 저장소
Definition
vonund
OPC
UA-Variablen mit
Einfache
Verbindung
Konfiguration
CODESYS
provided
by Festo
Definition von OPC UA-Variablen
mit
• Zugriff
auf Steuerungsdaten
von allen
CODESYS
provided
by Festo
standardkonformen
OPC
UA-Clients
Zugriff auf Steuerungsdaten von allen
• Eingebaute Sicherheitsfunktionen
für zertifikatstandardkonformen
OPC UA-Clients
geschützten
Datentransferfür zertifikatEingebaute
Sicherheitsfunktionen
UA
서버 이력
데이터
geschützten
Datentransfer

Vorteile
rteile• Datenquellen über Standardtechnologien anbindbar

Aktueller Leistungsverbrauch

Sichere OPC UA
Verbindung
Sichere OPC UA
Verbindung

Festo CPX
Controller
Festo CPXmit OPC UA
Controller
mit OPC UA

• Kontinuierliche
Überwachung vonanbindbar
Maschinendaten
Datenquellen
über Standardtechnologien
zeigt
Optimierungspotenziale
im
Betrieb
Kontinuierliche Überwachung von Maschinendaten
Schnelle Umsetzbarkeit
das Festo Energie
Festo Energie
Elektrischer
zeigt•Optimierungspotenziale
imdurch
Betrieb
Festo의
플랜트는 Industry 4.0이 가져올 변화를 실질적인 예시 입니다. OPC UA와
Transparenz
System
im
eigenen
nachgewiesen.
Effizienz
Einheit 테크놀러지
Leistungsmesser
Schnelle Umsetzbarkeit durch das Festo Werk
Energie
Festo
Energie
Elektrischer
UA_Read
CPX는
모든
생산
과정에서
사용 되어지며, 특히 Festo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에너지 효율
Transparenz System im eigenen Werk nachgewiesen.
Effizienz Einheit
Leistungsmesser
ABTEILUNG/Name

1

모듈인 E2M을 사용해 에너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적용 되어 있습니다..

Name

1

ERP

Industry 4.0 에 대한 연구 및 교육: Festo Didactic

생산 중의 간단하고 유연한 네트워킹, 산업 시스템에서 부품 간의 통신, 사람과 기술 간의 상호
작용, 미래의 생산 환경 등의 주제들과 관련해 Festo Didactic은 Industry 4.0의 실제적인
구현을 위한 연구 개발 뿐만 아니라 기초 및 심화 기술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독일)

서/액추에이터 레벨
Industry 4.0에 영감을 주는 생체 공학 솔루션

기존의 고정되고 유연하지 않은 자동화
피라미드로 대변 되는 모델은 사장
것입니다.
Festo CPX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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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4.0에 영감을 주는 생체 공학 솔루션 : 개미의 협동, 나비의 집단 비행 또는
카멜레온의 혀를 모델로 한 극도의 다용도성을 지닌 그리퍼등을 통해 Festo는 자동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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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모듈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

리모트 I/O가 지닌 유연성 덕분에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입지 확보:이제는 더 이상 복잡한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미래의 트랜드 - 기능 통합 :
뛰어난 유연성과 모듈성을 갖춘 CPX는
아래와 같은 면에서 독보적인 솔루션
입니다.
• 모든 적용 분야, 환경, 고객 사 표준에
맞도록 쉽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통합을 통해 엔지니어링 및 설치와
관련해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0/11페이지).
I/O 모듈의 다양성
• 제한 없는 적용 분야 및 용도
• 리모트 I/O로서 사용 가능
• 최대 17개 I/O 모듈로 확장 가능
• 최대 256개의 로컬 입력 단자와 512개의
분산 입력 단자
• CANopen을 통해 수천 개의 I/O로 시스템
확장 가능
•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설정을 통한 유연한
적용으로 재고 부담 감소

모듈형 케이블 시스템
• 0.1~25m 의 케이블 길이 선택
• M8 및 M12 플러그 또는 솔레노이드
코일을 갖춘 모든 장치에 적용 가능
• 케이블 유형: 표준 케이블, 가동형 케이블,
에너지 체인에 적합한 케이블
• 설치 액세서리
확장 가능한 공압
설치 컨셉의 선택
• 중앙 집중식 설치
• CPI 또는 CTEL(I-Port, IO-Link)을 이용한
분산 설치
• 하이브리드 설치
14/15페이지
휴대형 제어 모듈

극대화된 모듈성과 유연성
• 15가지의 연결 옵션을 지닌 IP20/IP65/
IP67 - 빠른 설치 및 각종 통신과의 호환성
• 전기 연결 액세서리 M8/M12/Sub-D/퀵
커넥터
• M8/M12/케이지 클램프 연결 케이블용
모듈 시스템
• 플라스틱 또는 금속 나사산
• 기계 장치에 직접 마운팅과 컨셉에 맞게
자유로운 변형 가능

PROFIsafe 입력 및 출력 단자

필드버스 노드
컨트롤러
접지 연결부가 있는 엔드 플레이트

기능을 바탕으로 한 다용도성: CPX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여러 제어 컨셉에 적합합니다.
범용 통신을 위한 완벽한 네트워킹
CPX는 모든 설치, 통신, 제어 컨셉을
아우르는 모든 자동화에 최적화된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 관리 및 조작 레벨에서 액추에이터/
센서 또는 현장 레벨에 이르기까지
단일 플랫폼과 표준화된 통신
• 공압 및 전기 제어를 모든 자동화 컨셉
(심지어 특정 회사의 컨셉도 가능)으로
통합
• 이더넷뿐만 아니라 모든 필드버스
프로토콜에도 개방되어 있음

Modbus TCP

Front-end 제어: 가능한 전기 제어 컨셉
• 필드버스/이더넷 상의 리모트 I/O
• 독립 작업(IP65/67 보호 등급의 독립 제어)
• 필드버스 리모트 컨트롤
• IT 기술을 이용한 이더넷 리모트 컨트롤러
• 전처리
• 전기 및 서보 공압 드라이브에 대한 모션
제어
내장된 전처리 기능을 통한 빠른 데이터
전송과 실시간 처리 능력
12/13페이지

이것이 리모트 I/O로서의 CPX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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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4.0의 핵심 역량

모션 제어 기능을 갖춘
통합 자동화 플랫폼
CPX

I/O 모듈

공압 인터페이스
예: 밸브 터미널 MPA
또는 VTSA

중계 블록

자동화된 프로세스
밸브와 같은 모든 현장
장치들을 제어

기능 모듈
전기 기능 모듈

연결 블록

분산 설치

출력 단자

CP-E08-M8-CL

CPV

...
...
...

8 DI D

16 DI

8 NDI

8 DI

M8 4핀
M8 3핀

4 DO

8 DO

M12 금속
M12 5핀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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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M12 8핀

M12 스크린 플레이트

4 AI-I

2 AO

8 DI/8 DO

Sub-D
Harax

터미널 + 후
드 IP65
IP20 터미널

4 AI-TH
4 AI-TC
4 AI-P

P8DE-N

8xM12 금속

4xM12 금속

P8DE-N-IS

터미널

4x 압력 센서

M12

2ZE2DA

본질 안전

카운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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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통합으로 효율성 극대화

비용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하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TCO를 줄여주는 모듈형 전기 터미널 CPX
극대화된 모듈성 및 기능성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밸브 터미널과 CPX(리모트 I/O)에
통합됨으로써 사실상 제한없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plus

독립 시스템인 Festo CPX는 검사모듈과 같은 소형 기계 및 시스템을 완전히 제어함으로써,
상위 레벨의 컨트롤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12/13페이지
이러한 단일 소스 솔루션은 설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효율을 극대화 합니다.

단일 플랫폼 솔루션
• 디지털 및 아날로그 표준 작업
• 단일 채널 진단 및 파라미터 설정을
동반하는 까다로운 I/O 작업
• 온도, 변위, 압력 측정
• 일정하고 주기적인 단일 모드에서 신속한
펄스 카운팅 및 측정
−− 주파수, 듀티 사이클 및 회전 속도 측정
−− 이동 길이, 이동 방향, 속도, 각도를 측
정하여 위치를 파악
−− 펄스 트레인, 펄스 폭 변조, 스위치 온 딜
레이, 스위치 오프 딜레이, 주파수 출력
옵션을 위한 빠른 펄스 출력
−− 24VDC 모터 제어
−− 5V 및 24V 엔코더 공급
• 전기 및 공압 안전 기능 (Safety Function)
• 종합 진단 및 상태 모니터링의 통합
• 종속적, 분산 설치 시스템

plus

이러한 정보들이 동작 부품에 직접 연계
• 파일럿 또는 프로세스 밸브
• 실린더, 그리퍼, 진공용 제어 밸브
• 비례 제어 시스템을 위한 압력 레귤레이터
• 서보 공압 포지셔닝 시스템
• 전동 드라이브 및 축

=

리모트 I/O인 필드버스/이더넷 또는
프론트엔드 컨트롤러를 통한 제어 중에서
선택
• CPX-CEC-S1-V3
• CPX-CEC-C1-V3
• CPX-CEC-M1-V3
(32비트 프로세서, 800MHz, CANopen
마스터(-C1, -M1) 또는 직렬 인터페이스
(-S1)를 갖춘 CODESYS V3 컨트롤러. 모션
제어 패키지를 갖춘 M1).

소요되는 자원을 최소화한 기능 통합:
밸브 터미널, 전압존 (하나의 장치에
여러 전압 존을 구성), 기타 여러 단일
부품들을 아무런 문제없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TCO 절감 - CPX 적용 시 비용 절감 가능성
ࢸʃ
60 %
50 %

50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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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4.0의 핵심 역량

제어 아키텍처(호스트 환경)에 분산이나 중앙집중식으로 통합되는 경우, CPX에 손쉽게
기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Festo의 엔지니어링 도구를 사용해 시스템을
선택 및 구성하고, 제어 체인을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간편하게 통합하면 손쉽게 설비의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솔루션은 사용이 간편하고 완벽한, 분산형
솔루션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plus

중앙 집중식 자동화 아키텍처를 선택하신다
해도 CPX(자체적으로 완비된 유닛으로 사용
가능)를 기존의 제어 아키텍처 및 제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분산제어

중앙 제어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GSD, EDS 등의 파일, FHPP(Festo
Handling and Positioning Profile)

필드버스/이더넷

=

CODESYS
Festo 제공
OPC UA를 통한
Industry 4.0

Festo
설정 툴 (FCT)

Festo
설정 툴 (FCT)

Festo
포지셔닝
드라이브

Festo
포지셔닝
드라이브

기능 통합 및 TCO 절감 사례

자동차 조립 공정 - 762분 절약

라벨 공정 생산 - 1,060분 절약

박막 처리 공정 - 849분 절약

상세 정보
http://www.festo.com/funktionsintegration
웹 페이지에서 CPX 플랫폼 상에서 기능을
통합한 12가지의 실제 고객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공압 및 전기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해당 Festo 세일즈 엔지니어가

고객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 향후 절약
가능성을 평가해드립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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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통합이 주요 원칙입니다. 이어지는
페이지를 보시면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이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컨셉
제어 컨셉
모션 제어
측정을 위한 기술 모듈과 비례 제어
시스템
5 측정 및 제어
6 안전 엔지니어링, 진단 시스템
7 …
11

2016-01-19 오후 10:55:37

이상적인 컨셉 = 효율의 극대화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식: CPX는 기존에 사용 중인 기계/시스템 컨셉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Industrial Ethernet/IoT
Feldbus

제어 시스템 환경

OS

Industrial Ethernet/IoT
Feldbus

호스트 시스템

필드 터미널 박스
이더넷/IoT

AS

P

로컬 버스

I/O 장치

I/O 장치

I/O 장치

t

IS 배리어

P
t

중앙 집중 설치
• 1개의 밸브 터미널을 통해 여러 개의
드라이브 및 기능을 제어
• 짧은 제어 루프 시스템
• 16~128개 내외의 I/O
이점
• 기능 통합을 통한 최대 60%의 효율성 증대
• 채널당 비용이 최대 50% 감소
• 최대 40%의 성능 향상

터미널 랙

분산 설치 시스템
• Festo 고유의 자체 구성 버스 시스템
• 1개의 작은 밸브 터미널에 탑재된 개별
기능
• 필드 버스당 최대 16개의 모듈에 대한
데이터와 전기 공급이 동시에 가능한
통합형 케이블로 설치 비용의 절감
• 16~512개의 I/O
이점
• 동작 기구에 대해 짧아진 튜브 길이로
인해 최대 30%까지 단축되는 사이클
시간/택타임
• 최대 70%의 공간 절약
• 최대 50%의 공기 소비량 감소

모터

파일럿 밸브
VOFD Ex e

D

멀티 케이블

훨씬 쉬워진 설치: CPX-P와 Ex 존 0 및 1의
NAMUR 센서를 사용한 Ex 존 내 설치 컨셉
• CPX-P는 프로세스 산업에 최적화된 모듈
Installation
with control
room
• CPXenvironment
표준 모듈, 2/22
존에 대해
인증된
모든 CPX 버전과 결합 가능
System
• Ex 존 2의OS제어 Host
캐비닛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됨
Field Junction Box Ex e

Fi

Ethernet

AS

I/O Devices

Festo만의 솔루션: 중앙 집중식 및 분산식 기계/시스템 컨셉의 조합

I/O Devices

I/O Devices

프로세스 산업의 추세와 요건: 모듈형 자동화
IS Barrier

Industrial Ethernet/IoT
Feldbus

하이브리드 설치 시스템(중앙 집중식/
분산식)
이 시스템은 Festo만의 솔루션 입니다!
• 개별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결합하고 확장
가능
• 제어 캐비닛이나 제어 캐비닛 벽면에 설치
가능
이점
• 탁월한 조합
• 짧은 사이클 시간과 고도의 기계 성능
• TCO의 관점에서 크게 줄어든 시스템 비용

Industrial Ethernet/IoT

Marshalling
Rack

Motor

Pilot valve
VOFD Ex e

F

Multistrand
Wires

Modul 1

Modul 2

1.n
1.2
1.1

Modul n

2.n
2.2
2.1

n.n
n.2
n.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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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4.0의 핵심 역량

시스템 확장의 비용 효율화

CPX 적용 시

본질 안전 리모트 I/O

Industrial Ethernet/IoT
Feldbus

Industrial Ethernet/IoT
Feldbus

(통합 배리어 내장)
필드 터미널 박스

필드 터미널 박스

모터

센서박스
DAPZ

파일럿 밸브
VOFD Ex e

프로세스
센서

파일럿 밸브
VOFC

CPXP-8DE-N-IS

Ex-ia
센서박스
DAPZ

필드 디바이스

• Ex 존 1 또는 0의 NAMUR 센서는 파란색의
본질 안전 CPX-P 모듈에 연결 가능
• 온라인 제품 구성 툴을 해 오류 없는
Application with CPX
구성이 가능!
Intrinsically safe remote I/O
with integrated barrier
Field Junction Box Ex e

Field Junction Box Ex i

이점
• 자동 구성
• 비용 효율적인 간단한 기본 기능
• 단일 구성으로 전체를 커버

Festo IO-Link 마스터
• 이더넷, 4개의 IO-Link 마스터 포트, 또는 1
개의 CANopen 마스터를 갖춘 컨트롤러
CECC
• 2개의 IO-Link 포트(PROFINET, SERCOS)가
있는 IO-Link 인터페이스 CPX-CTEL-...-LK
• IO-Link: 다양한 제조사의 종속 장치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표준화된 범용 M12
인터페이스
• 최대 10미터까지 가능한 PTP(점대점) 연결
• IO 장치 설명(IODD) 및 PC/노트북을 통한
구성
이점
• 개방적이며 표준화된 시스템
• 외부 기능 통합 가능

I-Port 또는 IO-Link — 빠르고 간편하며 제어 캐비닛 용으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형 자동화

Motor

시스템 확장 Festo I-Port/CTEL
• 4개의 I-Port 인터페이스를 갖춘 CPX-CTEL
마스터
• I-Port: 종속된 입력 모듈과 밸브 터미널에
연결하기 위한 Festo 고유의 단일 M12
인터페이스
• 최대 20미터까지 가능한 PTP(점대점) 연결
• 자동 구성 시스템
• 기본 진단: 전압 강하, 단락 여부

CPX를 통한 모듈형 자동화 컨셉
• 공정의 빠른 셋업 및 생산 극대화
Ex-ia
Sensorbox Process
Pilot valve
Pilot valve
CPXSensorbox
조립(모듈)의
표준화로
인해
계획 및
DAPZ
Sensor
VOFC
VOFD •
Ex e하위
P-8DE-N-IS
DAPZ
설치Field
비용이
줄어듦
devices Ex i
• 제품 수명 주기 동안 투자 및 운영 비용
절약
• 프로세스 강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 프로세스 단계가 축소되고, Batch
프로세스 영역이 지속 프로세스
영역으로 전환됨
공간 및 비용 효율적인, 혁신적인 제어 캐비닛
설치 컨셉은 I-Port 확장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제어 캐비닛
• 간편하고 손쉬운 전기 및 공압 설치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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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세척, 설치 공간 최적화 및 Ex 보호
컨셉에 맞게 쉽게 변형 가능
• 기술 및 비용 효율 면에서 최적화된
시스템 설계
• 요청 시 Festo에서 제어 캐비닛 전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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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기능: Front-end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CPX로 독립 제어

독립적인 자동화 플랫폼: 내장된 컨트롤러인 CODESYS를 갖춘 CPX-CEC
CPX-CEC를 이용해 리모트 I/O를 IP65/67에서
모듈형 PLC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마운팅을 통해 모든 분야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처리 또는 완전한 자율
제어가 가능함과 동시에, 설치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CPX를 전례 없는 자동화 플랫폼으로 만들어
줍니다. CPX는 수동 워크스테이션, 비교적
소형인 기계 또는 상호 연결된 하위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EC 61131-3 표준에 맞게 보편적인 언어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CODESYS는 제어
시스템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Industry 4.0 HOST 환경을 위한 OPC UA
패키지를 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DESYS
제어 시스템에 통합된 CANopen 마스터는
공압 및 전기 축을 필드버스를 통해
지능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CODESYS V3 기능 라이브러리는 진단 및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CODESYS V3는 IEC 61131-3에 맞게 표준화된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단순화된 커미셔닝을
비롯해, 빠른 프로그래밍과 파라미터
설정으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 합니다.
여기에는 CPX-CEC-M1-V3 컨트롤러를 이용해
최대 3D 환경에서 모션 제어 및 보간을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Softmotion
라이브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DPX-4
VTUG
I-Port, M8-DI

MPA-L

I-Port/IO-Link

I-Port, M12-DI

이점 개요:
• 성능 향상
• 비용 절감(중앙 제어 및 별도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단계를 배제할 수
있음)
• 사이클 시간 개선
• 더 많은 액추에이터 연결 가능

CPI-System

−− CPX-CEC-C1-V3에서 127개의 축
−− CPX-CEC-M1-V3에서 보간(3D)된
31개의 축

Festo CPX는 이더넷 연결을 통해 3가지 제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 CPX-CEC-S1-V3 및 직렬 인터페이스 모듈
• CANopen 마스터를 갖춘 CPX-CEC-C1-V3
• 최대 3D 환경에서의 MC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Softmotion 라이브러리를 갖춘 CPXCEC-M1-V3

CANopen 및 CODESYS를 갖춘 CPX-CEC로
인해 CPX는 완전한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의 윗부분에서는 CPX-CEC에 장착할

간편해진 시스템 설계와 다양한 확장 옵션
시스템 설계와 확장
• 각각 4~16개의 디지털 I/O 또는 2~4개의
아날로그 I/O를 갖춘 9개의 CPX 모듈
• 두 번째 열 CPX 확장: 1개의 필드버스
노드에 최대 17개의 CPX 모듈, 1개의 CPXCEC에는 최대 11개까지 확장
• CPX-CEC-C1에서는 최대 127개까지 CANopen
슬레이브를 확장할 수 있는데, 요구되는
시스템 성능에 따라 더 적어질 수 있음
CPX 연장 기능을 통한 시스템 확장

CANopen을 이용한 시스템 확장

밸브 터미널 MPA

리모트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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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비전
시스템

분산 설치
시스템

비례 공압
시스템

밸브 터미널
MPA-L

서보 공압 시스템

모션 제어
(전기 축 시스템)

축 레귤레이터가 내장된
전기 액추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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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하위)시스템의 진단 및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탁월한 솔루션 패키지

Ethernet/IoT
(OPC-UA)

CDPX-13

Port/IO-Link

CPX-CEC-C1/M1-V3

I

빠르고 간편한 진단 기능 실행,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세스 최적화, 공기 소비량 측정 및
시스템 분석 지원. 이 모든 것을 Festo
CODESYS 컨트롤러를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은 압력, 유량, 공기
소비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그밖의 진단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기능(평균값/최대값 등)
• 카운팅 기능
• 시간 기능(이동/사이클 시간 등)
• 액추에이터에 대한 압력 상승 시간
• 마모 또는 누설 감지와 같은 세부 진단
CODESYS는 획득한 정보를 해석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C 서버/OPC UA를
통한 SCADA 시스템으로의 통합뿐만 아니라
세부 진단 및 개연성 점검(if-then 분석)도
가능합니다.

CPI-System

통합된 IT 서비스
CPX-CEC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TCP/IP
• 데이터 전송
• 원격 서비스, 원격 진단
• FDT/DTM
• 웹 서버, OPC 서버
• 통합 홈페이지인 웹 모니터
•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경보
• PC용 USB 어댑터를 내장한 유지보수 툴
이를 통해 통합 진단 컨셉의 기회가
창출되고, 시스템의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최대 35%까지 줄이고 비용을 줄이며 호스트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24/25페이지

AS-Interface
불량품의 선별을 위한 컴팩트 비전 시스템을 갖춘 IP65 제어 컨셉
EtherNet

수 있는 부가적인 구성 요소와 CPX-CEC가
제어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한편 그림 아래쪽에서는 CPX-CEC가
제공하는 작업 옵션을 보여줍니다.

24개의 쿠키
24개의 공압
블로우 밸브

24
불량품 배출

이미징 센서

Festo가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CODESYS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통합된 자동화:
터미널 CPX 및 컴팩트 비전 시스템 SBOx-Q.
두 시스템 간의 통신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이더넷
• CANopen
• 또는 단순 I/O 인터페이스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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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비전 시스템 SBOI-Q는 광학 거리
측정 센서 SOEG-RTD와 결합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분당 200개의 쿠키
생산 속도로 이루어지는 공정 중에 결함이
있는 쿠키를 감지하여 따로 분리 배출하도록
펄스를 보냅니다.
Festo의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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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모션 제어로 간편해진 작업

손쉬운 전동 드라이브 제어: 개별 모듈
CPX-CEC-C1-V3를 이용한 모션 제어
IEC 61131-3에 기반을 둔 자동화
프로그래밍의 이점
IP65/IP67의 지능형 리모트 I/O 터미널로
기계에 직접 장착되는 CPX-CEC는 CPX
터미널과 기계의 분산 제어 작업에
안성맞춤입니다.
• 광범위한 CODESYS 기능 라이브러리
• 수천 개의 I/O를 위한 통합 CANopen
마스터
• 최대 127개의 비동기식 전동 드라이브를
갖춘 모션 제어

여러 개의 비동기식 축(현장에서 분산 제어됨)을
위한 CANopen 마스터를 갖춘 CPX-CEC-C1 V3
CODESYS 컨트롤러

이점
• 설치 비용 절감
• 사이클 시간 개선
• 훨씬 더 많아진 기능

CPX-CEC-M1-V3를 이용한 모션 제어
CPX-CEC-C1의 경우에는 CODESYS
Softmotion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컨트롤러는 최대 31개의 동기식 전동
축에 대해 3차원 보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전자 캐밍 기능과 CNC
편집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신규 정보: 사전 정의된 프로필은 T- 및 H갠트리와 같은 고도로 다이내믹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기능 블록(Function
Block) 및 시각화 부품으로서,
라이브러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Festo Robot Lib").

현장의 3차원 보간을 위한 CODESYS Softmotion
라이브러리가
부가된 CPX-CEC-M1 V3

이점
• 효율적인 개방 루프 및 폐루프 제어
• 표준, 비례 및 폐루프 공압 시스템, 전동
드라이브 및 센서를 위한 세계 유일의
완전 통합 IP65 자동화 플랫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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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 공압 시스템을 통한 손쉬운 포지셔닝
필드버스 게이트웨이 CPX-CM-HPP
CPX 시스템 내 최대 8개의 전동 드라이브와
함께 모듈당 최대 4개의 전동 드라이브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FHPP(Festo
Handling and Positioning Profile)를
갖추었습니다.

CPX-Terminal

CPX-MMI

FHPP-Profile (CAN-Bus)

이점
• 고도의 유연성: Festo의 모든 전동
드라이브 유닛은 Fieldbus/Ethernet에
통합되어 있음
• 단순화된 엔지니어링
• 복잡도 완화
• 더 빨라진 커미셔닝

소프트 스탑의 끝단 정지 컨트롤러
CPX-CMPX
CPX-CMPX는 SPC11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CPX-CMPX는 드라이브에 따라 최대 2미터까지
행정 거리에 대한 쿠션을 제공함으로써 최대
8개의 드라이브에 대해 최대 30%까지
사이클 시간을 개선하고, 표준 공압 시스템에
비해 공기 소비량을 30% 줄여줍니다.

이점
• 비례 밸브 VPWP의 압력 센서로 인해
가능한 "자동 설정" 기능
• 2개의 고정된 정지 단에 대한 빠르고 진동
없는 이동
• 최대 300kg까지의 부하를 매우
다이내믹하게 이동
• 실린더 사용 수명 증가

SFC-LAC

SFC-DC

ELGL-LAS

EGC

CMMx-xx

MTR-DCI

EGC

CMPX

비례 밸브 VPWP

선형 드라이브 DGPIL

공압 드라이브를 위한 세계 유일의 서보
공압 위치 컨트롤러 CPX-CMAX
선형 동작이든 회전 동작이든 간에 IP65
등급의 CPX-CMAX는 CPX 터미널 1개당 최대
8개의 축에서 여러 개의 공압 드라이브에
대한 포지셔닝을 제어합니다. 또한
포지셔닝에서 추력 제어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써 전체 작업 단계를 줄여
어플리케이션을 상당 수준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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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 최대 3m/s의 이동 속도
• ±0.2mm 이상의 정확도로 최대 30m/s²
까지 가속
• 1~300kg의 부하
• 필드버스를 통해 64개의 구성 가능한
포지셔닝 레코드 사용 가능
• 추력 제어

접착, 용접 등을 위해 현재 위치에서 추력 제어를
하면서 동시에 최대 ±0.2mm의 범위 내에서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포지셔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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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작업 능력: 측정 모듈과 비례 기술

단순한 카운팅을 넘어섭니다! CPX용 카운팅 및 측정 모듈을 이용한 활용도 증가

속도 측정

위치 감지

카운터와 측정 모듈(빠른 속도의 카운터) CPX-2ZE2DA

듀얼 채널 카운터 모듈은 고효율 작동을 통해
CPX를 자동화 플랫폼의 기능 및 영역을 대폭
확장합니다. 신호, 카운팅 및 측정 모드, 출력
기능들은 높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채널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일정하고 주기적인 단일 모드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펄스 카운팅
• 주파수, 듀티 사이클 및 회전 속도의 측정
• 이동 길이, 이동 방향, 속도, 각도를
측정하여 위치를 파악
• 빠른 펄스 출력, 펄스 트레인, 펄스 폭
변조, 스위치 온 딜레이, 스위치 오프
딜레이 및 주파수 출력 옵션
• 24VDC 모터 제어
• 5V 및 24V 엔코더 공급

측정 모듈 CPX-CMIX-M1-1
공압 실린더의 신호를 센서와 연결합니다.
이 모듈은 동종 제품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으로, 전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 및 전송합니다. ±0.01mm의 반복
정확도를 갖추었으며, 아날로그 및 디지털
트랜스듀서/트랜스 미터를 모두 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기능들은 래치 기능, 동기화,
카운터 한도, 진단을 통한 한계 모니터링,
비교기 유닛, 부하값, 히스테리시스, 극성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으로 보완됩니다. 기능의
범위와 그와 관련된 설정값은 파라미터와
프로세스 데이터를 통해 결정됩니다. 각
채널은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카운터/펄스
입력 또는 엔코더/SSI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점
• 1개의 모듈에 고도로 기능을 통합하여
비용 효율적
• 광범위한 기능들로 인해 적용 시 유연성이
뛰어남
• CPX를 통한 모션 제어 기능을 갖춘 완벽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방 루프 및 폐루프 제어

포지셔닝

회전식 인덱싱 테이블은 빠른
속도의 카운터 CPX-2ZE2DA가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 중
일부입니다.

이점
• 공간 및 시간 절약: 후진/전진 및 측정을
한 번에
• 사이클 시간 단축: 행정 거리에 따라 후속
프로세스 단계 진행 가능
• 품질 향상: 프로세스 단계를 측정하여
문서화
• 상호 조정된 시스템으로 인해 커미셔닝의
속도와 신뢰도가 향상됨
후속 처리 단계들을 행정 거리에 따라 최적의
시점에 동작시켜 사이클 시간을 최적화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및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측정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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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4.0의 핵심 역량

심플하고 비용 및 관리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CPX용 통합 압력 센서 모듈

속도 측정

4개의 압력 센서를 내장한 아날로그 입력
모듈 CPX-4AE-P
새로 개발된 이 압력 센서 모듈은 IP65 보호
등급과 아울러, 협소한 공간에서 고도로
기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설치가 대폭 간소화되고 엔지니어링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이점
• 단위 환산 없이 mbar, psi, kPa의
절대값으로 파라미터 설정, 커미셔닝,
평가가 가능하여 대단히 효율적
• 4가지 상대 압력 측정 또는 2가지 차압
측정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가능 압력
센서
1~10bar 또는 -1~+1bar의
진공을 위한 버전.
• 외부 센서가 없어 설치 비용과

압력 센서 모듈 CPX-4AE-P

필요 공간이 대폭 감소
• 사전 조립하여 테스트를 거친 유닛
• 다운타임을 줄여주는 채널 지향 진단

각도 측정

CPX/MPA의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VPPM
신뢰도 높고 정밀한 폐루프 제어를 위한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VPPM. 캐스 캐이드 방식의
내장 멀티 센서 제어뿐만 아니라 응답성에
대한 사전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VPPM은
전기 터미널 CPX-MPA에 통합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부가적인 진단 기능과 다양한 압력 존을
제공합니다.

멀티 플렉싱 - 더 적은 수의 비례 밸브로
완전한 기능 실현
멀티플랙싱을 통해 밸브 터미널에서 압력
존당 최대 8개까지 비례 밸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단 압력은 하향 밸브를 통해 여러
개의 액추에이터로 순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밸브 터미널 MPA의 하향
밸브 8개를 1개의 비례 밸브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재래식 설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례 밸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멀티
플랙싱은 압력 기반 제어 또는 시간 기반 제어
방식으로 설계 될 수 있습니다.

이점
• 필드버스/이더넷을 통한 신뢰도 높고
장애 없는 압력 조절 및 진단
• 효율적: CPX/MPA 밸브 터미널당 최대 8
개까지 VPPM 추가 확장 가능
• 신뢰도: 공급 전압이나 버스 통신에
장애가 발생해도 압력을 그대로 유지
• 경제적: 긴 사용 수명, 100% 테스트를
거친 사전 조립된 유닛
• 에너지 효율성: 현장 제어

24 V DC

시간 제어 설계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PSIplus_CPX_KO_V15_135154_hi_수정.indd 19

CPX/MPA의 비례 압력 레귤레이터 VPPM

24 V DC

압력 제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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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측정 및 제어

강력한 기능을 통해 측정과 제어를 간편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화 분야에서 측정과 제어는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복잡한
솔루션이 필요 했습니다.
전기 주변 장치인 CPX는 진정한 범용성과
유일성을 제공합니다.

4개의 15비트 입력 단자를 갖춘 고해상도
아날로그 입력 모듈 CPX-4AE-U-I
계량, 압력 측정, 거리 측정처럼 공장 및
프로세스 자동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작업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기능, 한도
모니터링, 진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측정
범위를 채널별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양극
-20 ... +20 mA
-10 ... +10 V
-5 ... +5 V

0 ... 20 mA
0 ...
10 V
4 ... 20 mA
1 ... 5 V

• 단극

이점
• 경제적: 단일 모듈에 다수의 신호 유형
통합
• 표준 사양으로 포함된 과부하 보호 기능
과 이로 인해 높아진 신뢰도
• 종합적인 채널 지향 진단으로 인해
다운타임 최소화
예: 4개의 열전대 또는 온도 센서를 위한
아날로그 입력 모듈 CPX-4AETC/CPX-4AE-TH
프로세스 자동화나 제조 공정에 상관없이,
새로 개발된 온도 센서 모듈은 다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열전대 제품 타입: B, E, J, K, N, R, S, T
(-270~ 1820°C)
• 온도 센서: PT 100, PT 200, PT 500,
PT 1000, Ni 100, Ni 120, Ni 500, Ni 1000
(-200~ 8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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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성능과 범용성:
모듈 시스템의 일부인
15비트 입력 모듈

• 강력한 성능과 범용성
• 필드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높은 보호
기능을 갖춘 아날로그 모듈

이점
• 모듈당 4개의 채널로 채널 비용 절감
• 신호 변환기가 내장된 고가의 센서 불필요
• 채널 지향 진단 덕분에 다운타임 감소
• 필드버스/이더넷 네트워크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간단해 시스템 비용 감소

전기 터미널 CPX – 변경될 수 있음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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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4.0의 핵심 역량

보다 단순화된 솔루션: 방폭 존 및 비 방폭 존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CPX
CPX-P-AB-…-8DE-N-IS/ CPX-P-AB-…-8DE-N
NAMUR 센서를 CPX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NAMUR 모듈은 4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터미널 연결부를 갖춘 IP20, 본질 안전
기능은 옵션(-IS)
• M12를 갖춘 IP20, 본질 안전 기능은 옵션
(-IS)
이점
• 신호 혼합 시 본질 안전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절연 증폭기 또는 특수
장애물이 없습니다.
• 밸브를 제어하고 위험한 Ex 존 0 및 1의
NAMUR 센서에 연결하기 위해 프로세스
산업의 Ex 2 존에서 캐비닛 설치를
제어합니다.
• 안전 구역에서 직접적인 기계 마운팅과 Ex
존 0 및 1에서 센서를 연결합니다.
• 프로세스 산업 및 하이브리드 분야 적용
시 전기 및 공압 제어를 위해 밸브 터미널
MPA와 결합합니다.

NAMUR I/O 모듈을 갖춘 CPX-P — 간편해진 안전 조치
Festo 센서 박스 DAPZ

폭발하기 쉬운 구역을 위한 IP20 등급의 I/O 주변 장치

IP20 등급의 I/O 주변 장치

절연 증폭기

절연 증폭기
CEC 및 CPX-P-8DE-N을 갖춘 IP65/67 또는 IP20 CPX

CEC 및 CPX-P-8DE-N-IS를 갖춘 IP65/67 또는 IP20 CPX
CEC 및 CPX-P-8DE-N-IS를 갖춘 CPX는 안전 개념을 지극히 단순하게 만들어주며,
단 하나의 모듈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Safety@Festo가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PSIplus_CPX_KO_V15_135154_hi_수정 - 복사본.indd 21

21

2016-01-19 오후 11:23:26

통합 안전: 진단 관리 및 안전 엔지니어링

EN ISO 13849-1 및 IEC 61508/61511/62061에 따른 안전 엔지니어링
Safety@Festo
품질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기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Festo의 안전 지향
자동화 기술은 바로 이런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Festo의 시스템은
작업 현장에서 최적의 안전성이 실현되도록 보장합니다.
"안전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십시오.

전압존
기본 CPX 전원: 각 전자 장치/센서 및 출력/밸브마다
24VDC, 최대 16A

24V
- 밸브
- 출력

24V
- 출력

24V
- 전자 장치
-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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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V
- 밸브

24V
- 밸브

PROFIsafe 입력 모듈 CPX-F8DE-P
전체 안전 체인을 위한 현장 감지
• 간단 명료한 설치: 입력 - PROFIsafe를
거친 논리 - 출력
• 비상 정지, 투과형 센서(라이트 커튼 등)
또는 롤러 레버(OSSD/접촉 센서)와 같은
안전 지향 스위칭 장치의 간단한 연결
• 컴팩트하고 튼튼한 8개 채널의 PROFIsafe
입력 모듈
• 고도의 안전성
• 간편함: 프로세스 이미지를 통한 모듈
상에서의 전처리와 안전한 파라미터
데이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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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4.0의 핵심 역량

밸브: VTSA를 통한 Safety@Festo

특징: VTSA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안전
기능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 VTSA를 통해 시스템 및 기계 자체가
안전성을 갖출 수 있음
• 밸브 터미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솔루션
기능:
• 스위치 온 상태에서 프로세스 신뢰도를
높여주는 On/Off 및 소프트 스타트 밸브
• 1개의 밸브 터미널에서 여러 개의 전압존
구성 가능

• 채널 단위 부동화(不動化)
• CPX마다 사용 가능한 다중 PROFIsafe
입력 모듈
• 스마트하고 직관적인 설계 엔지니어링:
−− 입력 기능을 위한 사전 정의 작동 모드
−− 파라미터 선택 불필요
−− 추가 소프트웨어 도구 불필요
−− Siemens STEP7 또는 TIA에서 모든 구
성 수행
−− 빠르고 간단한 유효성 검증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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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A 연결 기술
전압 공급 루핑용(Looping)
PROFIsafe 출력 모듈 CPX-FVDA-P2
내부 밸브 공급 장치가 차단되고 2개의
독립된 안전 외부 출력 단자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전압존 또는 밸브
기능이 외부에서 공급됩니다.

• 프레스 작동과 같이 더 큰 안전이 요구되는
경우 위치 감지 스위칭(단일/듀얼 채널)
• 수동 공압 클램프, 리프팅 실린더 및
회전식 실린더를 위한 특수 값
• 스위칭 가능한 파일럿 에어 공급: EN
13849-1 표준에 따라 최대 PL d까지
예기치 않은 시스템 재시작 방지
• 듀얼 채널 공압 정지를 위한 체크 밸브
(옵션). 이들은 파일럿 에어 공급 밸브에
의해서도 제어됨

압력 존
다양한 안전 컨셉을 제공하기 위해
밸브 터미널 플랫폼 MPA 및 VTSA는
각 밸브마다 별도의 압력을 공급함으로써
다수의 압력 존과 밸브를 제공합니다. MPA는
또한 프로세스 문서화를 목적으로 통합
센서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조절 압력 존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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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안전: 진단 관리 및 안전 엔지니어링

Festo가 제공하는 밸브 터미널 범위의 진단 옵션
단순 감지를 위한 3가지 오류 모드
발생 오류 - LED가 지원되는 진단 기능은
신속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CPX-MMI
는 일반 텍스트로 현지 보고를 합니다.
필드버스나 이더넷은 프로세스 시각화를
위해 채널 수준에서 세부 정보를 전송합니다.
오류 예측 -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한 자동
상태 모니터링 덕분에 이러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 데이터 및 경고
메시지 - 채널 수준에서, 예를 들면 최대 128
개의 솔레노이드 코일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IO

아날로그 IO

MPA 압력 센서

MPA 진단

MPA-S

MPA-L

VTSA

CPX-2AA-U-I

CPX-4AE-TC/TH

CPX-4AE-P

CPX-4AE-I

CPX-4AE-U-I

CPX-2AE-U-I

CPX-L-8DE-8DA

CPX-8DE-8DA

CPX-8DA/8DA-H

CPX-4DA

CPX-16DE-D

CPX-8DE-D

CPX-L-16DE

CPX-16DE

CPX-P-8DE-N(-IS)

CPX-8DE

CPX-4DE

임의 오류/이력 - 최근에 발생한 오류 40개를
자동 저장하는 진단 추적 기능 덕분에 오류를
더 빨리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여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압

저 전압
단락 - 신호

U

단락 - 공급
단선

I

I

I

최소 한계치
최대 한계치
파라미터 설정 오류
상태 모니터링
센서 과부하
측정 범위 초과
진단하지 않음

모듈 지향 진단

24

PSIplus_CPX_KO_V15_135154_hi_수정 - 복사본.indd 24

모듈/채널 지향 진단

전기 터미널 CPX – 변경될 수 있음 – 2016/01

2016-01-19 오후 11:23:36

자동화 4.0의 핵심 역량

완벽한 프로세스 신뢰도 - CPX를 통한 진단 및 상태 모니터링 패키지
통합 진단 컨셉 - 시스템 다운타임 최대 35%
감소
CPX에는 내부 진단과 상태 모니터링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MPA 또는 VTSA와
같은 해당 밸브 터미널의 각 채널은 CPX
시리즈의 통합 직렬 인터페이스 또는
필드버스 모듈 덕분에 세부 정보까지
상세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CPX-CEC나
컴팩트 비전 시스템 등을 이용한 프로세스 내
진단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13페이지

편리함: 고객의 HOST 환경에 진단 데이터를
저장
이 옵션은 CPX에 IT 서비스를 통합시킵니다.
필드버스 시스템과 제어/시각화 시스템에
따라 CPX의 진단 데이터를 문제없이
전송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진단
제품을 사용해 엔지니어링이 쉬워집니다.
Festo의 모든 필드버스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과 기술 브로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rofibus/Profinet 브로셔
• DeviceNet/이더넷/IP 브로셔
• CANopen/EtherCAT/Modbus/TCP 브로셔

장치 파일, 드라이버, PCS7 펌웨어 관련
문의에 대한 전문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festo.co.kr

압력 및 거리 측정, 카운터 및 측정 모듈,
모든 전동 및 서보 공압 축, Festo 비례 공압
시스템 또는 모션 제어를 위한 기타 특정
진단 옵션은 전자 카탈로그의 해당 페이지와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I
T
DI
DO
AI
AO

=
=
=
=
=
=
=

전압
현재 입력
온도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모듈별 저전압
• 전자 장치 - 25%
• 부하 -10%/밸브 -25%
• 비상 Off ≤10V

오류 메모리
• 최근 40개 메시지
• 타임 스탬프 포함
• 산발적 오류 감지

단선을 다음과 같이 선택
가능
• 채널별
• 모듈별
• 밸브별

단락을 다음과 같이 선택 가능
• 채널별
• 모듈별
• 밸브별

상태 모니터링
• 각 밸브별 설정점 지정
• 하위 기계 시스템/프로세스
모니터링
• 예방적 진단/유지보수

최대/최소 한계치
• 각 아날로그 채널별
• 전압
• 전류
• 온도
• 압력
• 카운팅

밸브 블록별 부족 전압
• 별도로 모니터링되는 밸브의
보조 전원
• 부하/밸브 -25%

Festo와 함께라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Festo에서 공압 (서브)시스템의 진단/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해 드리며, CPX-CEC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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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믿을 수 있는 커미셔닝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Festo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손쉽게 커미셔닝 수행
CPX는 문제없이 특수 기능을 다룰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그리고 관리 레벨에서 현장
레벨까지 필드버스/이더넷을 통해
독립적이고 유연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모듈형 전기 터미널은 산업 통신 분야에서
빠르게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CPX의 다기능 모듈 방식을 통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없다면 종합 진단과 같은 기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태 바이트 및 진단 상태 인터페이스
CPX는 종합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가 사용 중인 필드버스나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일부를 프로세스 데이터를 통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최소한
데이터의 일부만이라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페일 세이프/결함 모드
위험 관리에 가장 적합: 버스 간섭 중 출력
동작을 미리 정의할 수 있으므로(예: OFF
또는 최종 상태 유지) 안전에 필수적인
프로세스를 페일 세이프 또는 결함 모드로
정밀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PROFIBUS, DeviceNet, 이더넷/IP, PROFINET
및 EtherCAT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모듈형 장치 구성
이 기능 덕분에 CPX와 같은 모듈형 장치와
기타 서브시스템을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점
• 명료한 구성
• 데이터 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차별화된 계획이 가능
• 파라미터 설정이 간단함
이 기능은 Profibus, DeviceNet, CANopen,
PROFINET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PLC/필드버스를 통한 파라미터 설정
필드버스에 따라 시동 구성을 각 현장
장치별로 정의하고, 전원을 켠 후에
필드버스를 통해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점
• PLC의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 결함 발생 시 현장 장치를 쉽게 교체하고
원래 값으로 파라미터 설정 가능
이 기능은 PROFIBUS, DeviceNet, CANopen,
이더넷/IP, PROFINET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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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T(Festo Field Device Tool: Festo 현장 장치 도구) - 이더넷의 전체적인 개요 제공
FFT(Festo Field Device Tool)는 커미셔닝 및
유지보수 중에도 Festo가 제공하는 이더넷
기반 제품을 지원합니다. FFT는 펌웨어가
안전하게 업데이트되도록 합니다. PROFINET
노드가 있는 CPX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신 펌웨어 버전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으로 업데이트하여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업데이트를
보장하기 위해 FFT는 설치된 하드웨어와
선택한 펌웨어 업데이트 간의 호환성을
점검합니다.

산업용 이더넷(IE)에서도 전체 CPX 기능
사용 가능
• 소프트웨어 도구는 엔지니어링 작업이 덜
필요함을 뜻합니다.
FFT – Festo Field Device Tool
• 펌웨어 업데이트
• 네트워크 스캔
• 진단
• 네트워크 설정
• 백업 및 복구

FFT는 모든 Festo 네트워크 스테이션 상에서
매우 유용한 세부 진단 정보를 CPX에
제공하거나 단 한 번의 클릭으로 LED 또는
LCD 기반 식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연결된 장치에 대한 통합 웹 서버에
액세스하거나 FMT(Festo Maintenance Tool:
Festo 유지보수 도구)를 열 수도 있는데, 이는
CPX에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FMT – CPX를 위한 Festo Maintenance Tool
• 모듈 스캔
• EDS/GSD 내보내기
• 구성
• 진단
• 서비스 기능

요약
• 다양한 장치에서 안전하게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
• 구조가 명료하고 매우 상세한 그래픽 개요
• 스캐닝 프로세스 사전 선택
• 특히 대규모 시스템에서 다수의 장치를
병렬 업데이트함으로써 시간을 절약
• 시스템 문서화를 위한 업데이트 로그
•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업데이트 및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로컬 펌웨어
데이터베이스
• 바로 재시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전에
남은 데이터를 백업
Festo Field Device Too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festo.co.kr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PSIplus_CPX_KO_V15_135154_hi_수정 - 복사본.indd 27

27

2016-01-19 오후 11:23:46

수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옵션

리모트 I/O가 완비된 하나의 터미널 - 여러 개의 모듈
CPX 전기 주변장치가 모듈의 다양성을 지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래에는 모듈별로 공압 및 전기 시스템에
대해 CPX가 제공하는 모든 옵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대의 연결성을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래의 자동화, 특히
Industry 4.0을 지향하는 자동화는
기본적으로 모듈성, 적응성 그리고 통신
기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술 자료
전기 시스템
전원
- 센서를 갖춘 전자 장비
- 밸브가 달린 액추에이터

24V, 최대 16A
24V, 최대 16A

전원 연결

M18: 4핀, 7/8": 4핀 또는 5핀 AIDA 푸시풀

현재 소비량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짐

기계 시스템
그리드 치수

50mm

모듈 치수(너비x길이x높이)

50x107x50mm(상호 연결 모듈 포함)

연결 기술

10가지 연결 기술/IP20 및 IP65/67 선택

환경
EN 60529에 따른 보호 등급

사용 중인 연결 기술에 따라 IP20/IP65/IP67

PWIS 분류

PWIS 없음

모듈 유형: 버스 노드
CPX-FB6

InterBus

CPX-FB11

DeviceNet

CPX-FB13

PROFIBUS DP

CPX-FB14

CANOpen

CPX-FB20/21

INTERBUS 광섬유 케이블(내구성 우수)

CPX-FB23

CC-Link 버전 1.0

CPX-FB24

CC-Link 버전 2.0

CPX-FB32

이더넷/IP

CPX-FB33

PROFINET(2xM12)

CPX-M-FB34

PROFINET(2xRJ45, CU)

CPX-M-FB35/41

PROFINET(2xSCRJ, FO)/(1xSCRJ, FO)

CPX-M-FB36

이더넷/IP(통합 스위치), Modbus/TCP

CPX-FB37/38

EtherCat(2xM12)

CPX-FB39

SERCOS III

CPX-FB40

Powerlink

CPX-CEC-S1-V3

직렬 인터페이스를 갖춘 프론트엔드 컨트롤러 CODESYS,
이더넷: Modbus TCP, EasyIP

CPX-CEC-C1-V3/CPX-CEC-M1-V3

CANopen 마스터를 갖춘 프론트엔드 컨트롤러 CODESYS,
이더넷: Modbus TCP 서버, Easy IP. Industry 4.0 대응을
위한 OPC UA 인터페이스(옵션) M1: 최대 3D 환경에서의
모션 제어를 위한 CODESYS Softmotion 라이브러리 포함

Festo에서 제공하는 CPX, 특별히 설계된 케이블 그리고
플러그 커넥터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주문 절차와 단 한 번의 배송으로 완벽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NEDY: T 분배기 M12/M12, M8/M8, M12/M8

공압 인터페이스
VMPA-FB-EPL-...

MPA, 최대 128개의 솔레노이드 코일

VMPAL-EPL-...

MPA-L, 최대 32개의 솔레노이드 코일

VABA-S6-1-X1 /-X2

VTSA, 최대 32개의 솔레노이드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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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Y: 모든 조합에 사용할 수 있는 Y 분배기: 0.3~30m의
모든 M8, M12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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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I/O 모듈
CPX-16DE

16개의 입력(PNP)

CPX-16DE-D

16개의 입력(PNP) + 채널 진단

CPX-L-16DE-16-KL-3POL

16개의 입력(PNP), 16x 터미널 스트립, 3핀

CPX-8DE

8개의 입력 단자(PNP)

CPX-4DE

4개의 입력 단자(PNP)

CPX-4DA

4개의 출력 단자(PNP/1A)

CPX-8DE-8DA

8개의 입력 단자(PNP) + 8개의 출력 단자(PNP/0.5A)

CPX-L-8DE-8DA-16-KL-3POL

8개의 입력 단자(PNP) + 8개의 출력 단자(PNP/0.25A),
16x 터미널 스트립, 3핀

CPX-8DE-D

8개의 입력 단자(PNP) + 진단

CPX-8NDE

8개의 입력 단자(NPN)

CPX-8DA

8개의 출력 단자(PNP/0.5A)

CPX-8DA-H

8개의 대전류 출력 단자(PNP/2.0A)

CPX-FVDA-P2

PROFIsafe 출력 모듈: 밸브 전력 차단 모듈과 2개의
부가적인 독립 출력 단자(PNP/1.5A)

CPX-F8DE-P

PROFIsafe 입력 모듈: 4/8 페일 세이프, 디지털 타입 2
입력 단자 Pl e/Cat.4/SIL3. 접촉 센서/OSSD 연결 가능.
옵션: 요청 시 안전성이 우수한 CPX 식별용 모듈 제공

아날로그 I/O 모듈

Datenblatt für Baukasten NEDU-Verteiler

표준품 또는 고객 요건에 맞게 구성하고 조립 후 납품
가능한 연결 케이블

CPX-2AE

2개의 입력 단자(0/4 ... 20mA, 0 ... 10V)

CPX-2AA

2개의 출력 단자(0/4 ... 20mA, 0 ... 10V)

CPX-4AE-I

4개의 입력 단자(12비트, 0/4 ... 20mA)

CPX-4AE-U-I

4개의 입력 단자,
15비트(0/4 ... 20mA, ±20mA, 0 … 10V, ±10V, ±5V)

CPX-4AE-TC

4개의 입력 단자(12비트/열전대 온도 측정,
-270~1820°C)

CPX-4AE-T

4개의 입력 단자(12비트/온도 센서 온도 측정,
-200~850°C)

CPX-4AE-P

통합 압력 센서 모듈인 4개의 입력 단자(10비트), 4개의
절대 압력/2개의 차압, 1 ... 10 및 -1 … +1bar를 위한 버전

기능 모듈
CPX-2ZE2DA

2개의 빠른 입력 단자(카운터), 2개의 빠른 출력 단자,
24V/5V에서 최대 100kHz/1MHz의 입력, 최대
20kHz(PWM)의 출력, 24VDC 모터를 위한 컨트롤러

CPX-CM-HPP

필드버스 게이트웨이, 최대 2x4의 비동기 축

CPX-CMPX

전기 소프트 스탑 행정 거리 종단 컨트롤러, 최대 8개의
공압 드라이브

CPX-CMAX

서보 공압 위치 컨트롤러, 최대 8개의 공압 드라이브

CPX-CMIX-M1-1

변위 엔코더를 갖춘 실린더를 위한 측정 모듈

CPX-CP-4-FB

최대 512(4x128) I/O를 장착할 수 있는 분산 설치
시스템용 인터페이스

CPX-CTEL-4-M12-5핀[T40 ... T44]

4개의 I-Port 를 위한 마스터

Datenblatt für Baukasten NEDU-Verteiler
Datenblatt für Baukasten NEDU-Verteiler

NEBV 코일 소켓

NEBV M12/M8

NEDY: M8/M12 솔레노이드
코일용 Y 분배기, 최대 30m

NEDY: Festo 솔레노이드
CPX-CTEL-2-M12-5POL-LK[T45...T48]
코일용 Y 분배기,
Die katalogrelevanten Technischen Daten in diesem Datenblatt sind im folgendem Excel-File enthalten
최대 30m
(Siehe ):

IO-Link 장치용 IO-Link 인터페이스(PROFINET/SERCOS
전용)

NEDY: 표준 솔레노이드 코일용
Y 분배기, 최대 30m
Die katalogrelevanten
Technischen
Daten
in– diesem
Datenblatt
2016/01Technischen
– 변경될 수Daten
있음in
전기 터미널
CPXsind im folgendem Excel-File enthalten
Die
katalogrelevanten
diesem Datenblatt sind im folgendem Excel-File enthalten
(Siehe
):
(Sie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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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 - 비전을 현실로

생체 공학 - 영감의 원천
생체 공학은 Industry 4.0을 위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개미의 협동이나 나비의 집단
비행과 함께 LearningGripper(인공 지능을
지닌 자체 학습 그리퍼)는 Festo가 이끄는
혁신적인 프로그래밍과 자동화 기술을 위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것은 Festo의 혁신 프로세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기초 및 심화 기술 교육에
대한 Festo의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Festo는 신뢰도 높은
자동화 기술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바이오메카트로닉 솔루션과 친환경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사례와 그 기초 기술 원리에서부터
생체 공학적 변형과 산업 부문으로의 적용이
포함됩니다.
CPX- 미래로 가는 연결 고리
Festo는 CPX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자동화의
형태로 산업 자동화 개념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CPX
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혁신
프로세스의 결과입니다. CPX의 독창적인
기능, 유연성 그리고 다양한 기능 통합 옵션은
성공적인 미래를 향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어플리케이션까지:
Biomechatronic Footprint
Biomechatronic Footprint는 생체 공학을
이용해 메카트로닉 제품과 공정이
혁신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초전도체를 이용한 회전 인덱스 이송 장치:
정밀 회전, 빠른 전환
세 가지 작업 스테이션에 대해 고정된
초전도체 모듈을 통해, 제어 가능한 회전
동작을 정확한 제어 위치에서 부양 중인
자석으로 전송하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예컨대 이를 통해 작업물의 이송 또는 전환이
매우 쉽고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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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기술을 이용한 리프팅 장치:
전방향에서 접촉이 없는 공중 부양
Festo는 부양된 물체가 공간 상에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최초로 실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구성 요소 자체를 핸들링하는 것 역시 하나의
혁신입니다. 클린룸이나 안전 구역에서
부양된 물체가 밀폐된 영역으로 반입되거나
그 주위를 부상하여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전기 터미널 CPX – 변경될 수 있음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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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루프/폐루프 제어, 모션/프론트엔드
제어 및 측정 용도로 사용되는 CPX는 그것이
지닌 무제한의 잠재력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모든 영역에서 이점을 제공 합니다. 다양한
통신 모드와 컨셉에 대한 개방성 역시
종합적인 진단 및 상태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해 줍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CPX는 생체
공학 학습 네트워크 및 미래 컨셉(Bionic
Learning Network and Future Concepts)
프로젝트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례: SupraMotion 2.0 컨트롤러로 사용되는
CPX
초전도체는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창출합니다. Festo가
수년 동안 초전도체 기술을 연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전도체 기술은 영구
자석의 온도를 100켈빈(-173°C)으로 낮춘
다음, 영구 자석을 일정한 거리에 접촉 없이
부상한 상태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구 자석은 그 위치를 유지하며 초전도체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게 됩니다. 약 100
켈빈의 임계 온도로 인해, 컴프레서를 이용한
능동적 전기 냉각이 가능하므로 냉각 매체가
필요 없습니다. 저온 유지 장치(cryostat)에
필요한 전력은 가정용 전구에 사용되는
정도인 80와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CPXCEC는 다양한 제어 기능과 측정, 통신 기능을
담당합니다.
Festo의 컨셉은 미래의 자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비전이며, CPX의
분산 지능 기술에 힘입어 Industry 4.0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SupraHandling 2.0: 3개의 마운팅 위치에서
선형 동작
접촉이 없고 정밀한 선형 동작: 전체 시스템은
세로 축을 중심으로 최대 180도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는 항상 적정
위치를 지키는 한편, 슬라이드는 바닥, 벽면
또는 천장을 따라 움직입니다.

2016/01 –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터미널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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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목표가 있습니까?
더 많은 향상을 원하십니까?
저희와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Industry 4.0 - CPX는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드립니다.
Festo는 공장에서 혹은 프로세스 자동화 분야에서 고객이 마주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플랫
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동화 플랫폼이 지닌 범용성과 모듈성 그리고 기능 통합 특성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수천 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CPX는 항상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결과치를 보여 주
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미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CPX와 함께 실현해 보십시오.

최적의 성과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
•
•
•
•
•
•
•
•

전문가 조언 제공
설계 및 커미셔닝 단계의 소프트웨어 지원
전문 공압 설계 툴인 FluidDraw을 통해 밸브 터미널을 위한 공압 회로 다이어그램의 자동 생성
모듈형 주문 시스템인 온라인 핸들링 가이드를 통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고객에게 맞는 표준 핸들링
시스템을 구성 및 주문
견적가와 배송일, 다운로드 가능한 CAD 데이터, 주문 관련 문서, 제품 마운팅을 위한 마운팅 패널
도면, 주문 및 배송 상태 등을 조회가 가능한 온라인 숍
약 22,000개 제품에 대한 ePLAN 매크로 라이브러리 제공
엔지니어링, 커미셔닝, A/S 서비스
Festo Didactic: Industry 4.0을 위한 기초 및 심화 교육(독일)

이것이 고객 여러분이 바라는 목표라면 Festo에게는 CPX와 같은 적합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정교한 시스템 솔루션을 찾고 있거나, 기존 시스템의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어느 경우에서도 Festo는 고객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항상 지원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심 차고 목표지향적인 비전 제시, 책임감 있는 행동 — 이것이 바로 고객이 Festo에게
바라는 기대이자, Festo의 실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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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센터: 166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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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극대화는 현재뿐만 아니라 Industry 4.0 대응을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얻었는데도 간발의 차이로 시장에서 리더의 위치를 선점 하지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사실 중대한 관건이며, 생산성 극대화가 그 한 걸음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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