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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Role Valve인 MRV는 구동기(Actuator) 일체

형 공압 자동 밸브로서 기존 밸브의 단점을 극복한 밸

브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부분의 밸브는 밸브와 구동기

가 분리돼 있는 형태여서 자동으로 작동을 시키기 위해

서는 별도의 액추에이터를 결합시켜야 한다. 

실린더 내장형 구조의 MRV

이 때문에 밸브 이외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밸브와 

액추에이터의 어셈블리 과정에서 제품의 선정 및 압력 

유량 등의 설정 노하우에 따라 밸브가 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MRV는 밸브 몸체 

안에 액추에이터가 기능을 하는 실린더가 삽입돼 있는 

구조여서 별도의 액추에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밸브 내부에 액추에이터를 내장한 형태의 밸

브는 전 세계 밸브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혀 새

로운 타입이다. 기존 밸브와 전혀 다른 접근방식으로 

착안,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액추에이터를 내장한 콤팩트한 디자인의 밸브 MRV

는 많은 장점을 갖는다. 우선, 협소한 공간에서 설치가 

용이하다. 플랜트 배관라인의 좁은 공간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한국훼스토㈜
www.festo.co.kr

훼스토 실린더 내장형의 

신개념 밸브 ‘MRV’

실린더 내장형 구조의 M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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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토 실린더 내장형의 신개념 밸브 MRV

구동부가 필요 없어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매우 작

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효율적이다. 

공간 활용도 비교

밸브 규격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장점도 커진다. 보

통 액추에이터가 부착이 되면 밸브 자체의 크기가 작더

라도 액추에이터 및 부착 액세서리의 무게가 더해져 크

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해야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

다. 특히 돌출되어 있는 액추에이터로 인해 무게 중심

이 치우쳐져 설치 시의 어려움은 물론 각종 사고로 이

어지기도 한다.

또한 독창적인 유선형 바디 구조로 유체 흐름이 원활

하여 와류에 의한 소음, 진동 및 마모가 거의 없다. 디스

크가 유체와 일직선상으로 움직여 내부 유체와 같은 방향

으로 제어함에 따라 내부 압력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체 제어 성능이 우수하여 On-Off는 물론 Control 

Valve로 사용이 매우 적합하다. 구조가 간단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가 쉬우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고장률이 적

고 밸브 수명이 길다.

밸브 내부에 작용하는 힘을 다르게 하여 고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내부 Seal 재질 변경을 통해 

다양한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실린더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직접적

으로 밸브에 취부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밸브에 

Space Saving 

Control Valve MRV

좁은 공간 설치 사례 NAMUR Mounting Interface

MRV 내부 유체

공간 활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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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의 신기술 동향과 역할

직접 액세서리가 취부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빠르고, 

밸브 패키지 자체의 구성이 간단해진다. 특히 다양한 

액세서리와 부착의 호환성을 고려해 NAMUR 액세서

리 마운팅 규격을 채택해 원하는 메이커의 다양한 액세

서리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Utility 분야뿐 아니라 협소하

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제품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치

는 FA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세척기 및 

주류, 질소 발생기 등에 적용하여 공정의 효율을 높이

고 있다. 

자동화 공정이 발전함에 따라 PA 산업과 FA 산업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생산 단가를 낮추고 더욱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을 줄이고, 디바이스

의 개수를 줄여야 한다. MRV는 고객의 니즈에 큰 만

족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압기기의 글로벌 메이커인 훼스토의 한국 법인인 

한국훼스토는 PA(Process Automation) 사업부의 비

즈니스를 확대를 위해 배관 밸브 관련 아이템의 취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파워플랜트 이외에도 제철, 

화학, 조선해양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NAMUR Mounting Interface

이탈리아 포장 기계 제

조 기업인 카마社(CAMA 

GROUP)는 전동 및 공

압 부품과 함께 컨트롤 

캐비닛을 통합하여 기

존의 설비를 완전히 재

설계하였다. 머신 설치 

공간을 감소시키고 케

이블 작업을 최소화하

여 유틸리티 디바이스의 

배치를 손쉽게 하는 재

설계의 중심에는 보호

등급 IP65의 Festo 밸브 터미널 CPX/MPA이 있다.

Festo의 밸브 터미널 컨셉인 CPX/MPA는 완전히 새

로운 머신 컨셉의 장을 여는 훌륭한 지원군이다 라고 스

테파노 리니(이탈리아 카마 그룹 연구/개발부서장)는 말

한다. 긍정적인 효과는 당사의 신규 포장 머신에 필요한 

설치 공간이 1/3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머신 컨셉은 카마社의 잘 알려진 2차 포장 

머신 및 로봇의 간결한 디자인에 부합한다. 이 머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 성장의 기회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리니 부서장은 강조한다.

Always a Step ahead with Automation

서비스 유닛 MS6-SV를 통한  
머신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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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a Step ahead with Automation

기존에는 머신의 메인 구조 외부에 대형 컨트롤 캐비닛이 

설치되었다. 이 캐비닛의 컨트롤러는 길이가 긴 케이블 및 

튜브의 배열로 드라이브, 센서 및 밸브와 연결되어 있었다.

리니 부서장은 연결해야 하는 튜브 및 케이블 수와 길

이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설치가 간소화되었다. 이는 새

로운 머신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다, 라고 효율성의 

증가에 대해 언급한다. 

CPX는 공압 및 전기 컨트롤 체인을 연결하고, 다양한 

자동화 컨셉 및 고객 특화된 표준과도 간편, 신속, 유연

하게 연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CPX는 진단 기능을 

제공하며, 예방 정비와 같은 대형 브랜드 제품 제조업체

의 요구사항에 더욱 손쉽게 대응할 수 있다. 고 말한다.

머신 안전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카마社의 

기대에 부응한 Festo의 Soft-start 및 배기 밸브 MS6 

-SV는 시스템 배기에 사용된다. 이는 예기치 않은 가동

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가압 용량 대비 1.5배의 

배기 용량을 가지고 있다.

카마社는 또한 차세대 머신으로 매우 유연한 측면 적

재형 카토닝 머신인 CL 175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레이

아웃 및 기능면에 있어서 완전히 재설계되었다. 이 머신

은 플로우랩, 파우치, 주머니, 열성형 트레이, 블리스터 

팩 및 사전에 접착된 카톤을 적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

계에서 저장 스테이션에서 집어내어 개봉하고, 회전 유

닛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포켓에 배치된다.

측면 적재형 유닛은 Intermittent-continuous motion으

로 제품을 카톤에 적재한다. 핸들링 유닛은 중간 위치에 정

확한 접근이 가능한 Festo 전동축 EGC와 공압 미니 슬라이

드 DGSL로 구성되어 있다. EGC로 인해 기존의 인-하우스 

전동축 솔루션 대비 마운팅 시간이 30% 절감된다. 공압 및 

전동 드라이브를 적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동시에 고하중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용량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카톤은 최종 마감 스테이션으로 이동하며, 

마지막으로 카톤은 배출 이송 컨베이어에 올라간다.

Festo는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통한다. 혁

신적인 밸브 터미널 CPX 및 필드버스는 필요한 배선 및 

튜브의 양을 상당히 절감시키며, 머신의 설치 공간을 줄

일 수 있다. Festo의 혁신은 OEM 및 엔드유저에게 더 큰 

기술적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며 Festo와의 작업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다.

Festo는 전 세계 61개국의 자회사와 176개국의 서비

스 및 지원을 제공한다. Festo 서비스 담당자가 신속하게 

카마 그룹 엔드유저의 부품 및 시스템 커미셔닝, 기타 서

비스 제공과 같은 고객 문의사항에 대응이 가능하며, 

Festo의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고객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차세대 머신으로 매우 유연한 측면 적재형 
카토닝 머신인 CL 175

튜브 및 케이블 수와 길이가 현저히 감소 
: 밸브 터미널 CPX/MPA 

측면 적재형 카토닝 머신. Festo의 전동축 EGC 및 
공압 미니 슬라이드 DGSL이 적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