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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는 누비자수기(WSQ Series)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조작방법 및 점검방법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기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1. 기계에 대한 안전수칙
본 설명서에서 정의된 안전수칙은 위험, 경고, 주의로 정의되며, 수칙에 유의하지 않으면 인적 및
물리적 손상 또는 기계고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 합니다.

1-1 기계운반

기계운반은 안전지침 및 규칙을 알고 있는 숙련된 사람만이 이 기계를
취급하여야 하며, 다음 안전 수칙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1) 크레인 사용 시
기계를 매달기에 충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프는 충분한 강
도를 가진 나일론 로프를 사용합니다. 로프 사용 시에는 기계 양측면
에 고정된 볼트에 로프를 고정시켜 사용합니다. 이때 로프가 기계 본
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십시오.

2) 지게차 이용 시
지게차는 기계하중을 견디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운반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계를 들어 올리려 할 때는 기계의 무게

기계 밑에 사람의

중심부위(가운데)에 지게차 포크암(Fork Arm) 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통행금지 및 주변

들어 올리는 작업을 시행하여 기계가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것을 방지

장애물을 제거 시

하십시오.

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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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계설치

기계 설치 환경에 따라 기계의 기능장애 및 고장 등 물리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1) 기계가 설치된 바닥의 구조는 기계의 중량(3 ~ 3.5Ton)을 충분히
견딜만한 튼튼한 구조여야 합니다.
2) 먼지와 습기는 기계의 오염과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공조기(Air
conditioner)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청소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3)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장기간 직
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으면 기계 몸체의 변색 또는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충분한 보수 공간을 위해 기계의 좌,우,후면을 벽으로부터 최소한
60Cm이상 확보하여 주십시오.

1-3 기계작동

누비자수기는 직물류와 그 외 유사한 소재들에 대해 누비 및 자수작업
을 수행하도록 공업용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1)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작동에 대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주십시오.
2) 안전작업에 알맞은 복장을 하여 주십시오. 긴머리 및 목걸이,
팔찌 또는 넓은 소매 등은 기계 운전 시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미끄러지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립(Slip)이 없는 신발을
착용하십시오.
3) 기계를 작동할 때에는 기계 운동부위에서 아무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작동 시키십시오.
4) 기계 운전 중에는 기계작동 부위에(바늘,노루발,실채기,풀리 등)
손이나 머리 및 공구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5) 풀리나 축을 방호하는 안전커버는 기계 운전 중에는 제거하지
마십시오.
6) 콘트롤 박스등 전기박스를 열기 전에는 반드시 전기를 차단시
키고 전원 스위치가 [OFF]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7) 수동으로 주축을 회전 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가
[OFF]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8) 바늘에 실을 낄 때나 작업이 끝나고 검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
시 기계를 멈추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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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계수리

기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에서 교육 받고 지정된 A/S기
사에 의해서만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기계를 청소, 수리하기 전에는 기계로부터 반드시 동력을 차단
하고 기계가 완전히 방전 될 때까지 약 2분 정도 기다려 주십시
오.
2) 당사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기계 사양을 변경하거나 어떤 부분
을 변경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변경은 작동상의 안전을 위
협할 수 있습니다.
3) 기계 수리 시에는 반드시 주)원창기계의 순정부품으로 교체하여
야 합니다.
4) 기계 수리 후에는 수리하는 동안 떼어낸 안전커버 들을 모두
덮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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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설치 및 조립
본 기계에 대한 설치환경과 전기사양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며, 설치환경이나 전기사양에 맞지 않
게 설치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기계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2-1 설치환경
1) 주의온도 : 기계 작동 시 0 ~ 40℃ (32 ~ 104℉)
기계 보존 시 –25 ~ 55℃ (-13 ~ 131℉)
2) 습도 : 45 ~ 85%이내(상대습도)
1.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2. 습도조절,

기계에

먼지유입

및

부식방지를

위해

공조기(Air

Conditioner)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3) 접지 : 기계 설치 시 반드시 접지가 지면에 닿도록 하여 주십시오.
1. 누전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계의 접지(어
스)선을 지면에 접지 시켜 주십시오.
2. 접지정도는 제3종 이상으로 접지(접지저항 10옴 이하)하여 주십시
오.
4) 기계에 직사광선이나 먼지,습기 등의 유입을 막기위해 창문 및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주십시오.
5) 기계설치 바닥은 기계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요철이 없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6)기계설치 및 사용은 공업지역에서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산업환경분류 : Class A)

2-2 전기 설치 환경
기계를 설치하여 가동하기 전에 기계의 전원이 설치 지역의 전원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원 설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용전압범위 : 정격전압의 10%이내
2) 전원용량 및 소비전력 : 7.5KVA
3) 절연저항 : 10M옴 이상(500W 절연테스터기로 측정)

1) 기계 설치 장소의 공급 전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2) 전원 케이블 설치 시에는 작업자가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는 사
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의 작업 공간을 피해 설치하여
주십시오.

- 4 -

2-3 기계의 밸런스 조정
기계의 수평 위치가 조정되지 않으면 (특히 기계의 전후방향) 기계의 변형 및 바늘 위치가 틀려지
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정확한 수평조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기계의 수평은 기계 스탠드에 설치되어있는 조정볼트로 기계의 전-후, 좌-우 수평을 수평게이
지를 이용해서 조정 합니다.

① 기계설치 장소의 공급 전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② 전원 케이블 설치 시에는 작업자가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피해 설치하여 주십시오.
③ 조정볼트 4개의 높이차가 10mm이상이 될 때에는 적당한 간격 판(Space) 을 낮은쪽
수평베이스에 고여서 사용하십시오.

2) 기계의 수평조절은 기계의 전-후 방향과 좌-우 방향 모두가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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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평 게이지 사용위치

수평게이지를 사각 파이프나 기계의 침판 위에 놓고 수평조절을 하면
올바른 수평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필히 정해진 위치에서 전-후,
좌-우의 수평을 조절 하십시오.

1) 기계의 수평조절이 끝나면 육각너트로 조정볼트가 잠길 때까지 조여 주십시오.
2) 기계의 수평조절이 끝난 후 기계를 가동하여 약 1일이 경과한 후 다시 측정하여 기계의
수평이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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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의 각 부분 명칭

1. 기계바디(BODY)

12. 서보모터(주축)

23. 바늘대 멈춤볼트

2. 수평베이스

13. 서보모터(X축)

24. 실채기

3. 수평조절볼트

14. 원단텐션모터

25. 3단 실걸이

4. 조작스위치(좌측)

15. 원단걸이

26. 헤드번호표

5. 조작스위치(우측)

16. 실린더

27. 실 가이드(헤드)

6. 제품안내롤러

17. 에어유닛박스

7. 실장력조절기(상단)

18. 실장력 조절기(헤드)

8. 헤드커버(하단)

19. 실감지기 핀

9. 헤드커버(상단)

20. 실감지 스프링

10. 헤드

21. 실감지 램프

11. 서보모터(Y축)

22. 후진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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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 기능 및 사양
1) 컴퓨터 제어 시스템
컴퓨터로 제어하는 서보 모터를 사용하므로 제품의 이송 및 박음질이 매우 정밀하며 디자
인 패턴의 변경도 매우 간편 합니다. 또한, 작업 중 각각의 미싱 헤드를 제어하여 실 끊어
짐 발생시 보수작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2) 왕가마(Rotary Hook)사용
바느질 방식이 기존의 셔틀방식에서 탈피하여 가마(Rotary Hook) 방식이므로 작업된 제품
의 완성도가 아주 좋으며 작업속도 또한 증가 됩니다.
3) 서보(Servo) 제어 시스템
2축 동시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제어 이므로 땀 길이 설정 시 1~12.7mm까지 가능하며
자수형태의 박음질과 점퍼작업이 됩니다.
4) 자동 급유 시스템
자동급유 시스템으로 미싱헤드 및 가마에 오일을 분사하므로 유지 보수가 간편하며 기계
의 수명도 연장 됩니다.
5) 윗실 자동 감지 장치
특수 설계된 실감지 장치가 부착되어 실 끊어짐 발생시 최단 시간에 기계가 정지하며 각
각의 미싱헤드에 부착된 램프에서 실이 끊어진 위치를 표시하여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도
록 합니다.
6) 특수 노루발 구조
미싱 노루발의 형태가 매우 견고하여 작업되는 제품의 두께에 관계없이 바느질이 되므로
항상 최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솜 10온스 / 스폰치 15mm)
7) 점퍼 및 후진
작업 중 점퍼가 가능하여 매우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을 작업 할 수 있으며 점퍼 작업 중
기계가 정지하지 않으므로 작업시간이 매우 단축됩니다.
8) 메모리 백업(Backup) 및 정전 자동 감지
작업 중 정전 시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다시 전원을 켜면 이전에 작업한 다음부터 이어서
작업을 하며 메모리에 등록된 디자인도 안전합니다.
9) 기계작동 정지 원인이 화면상에 표시 됩니다
컴퓨터, 서보 모터 등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기계를 정지시키며 에러내용을 화
면에 표시합니다.
10) 화면상에 기계의 작업속도를 표시 합니다.
모니터 화면에 현재 작업되는 속도를 표시 합니다. (100 ~ 1,000SPM)
11) 타사 패턴코드 자동 인식 기능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타사의 디자인(자수기) 포맷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이 내장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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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조작 기능 및 작동방법
5-1. 기계 조작 패널(우측) 명칭 및 기능

1) FRAME MOVE
기계를 수동으로 전-후, 좌-우로 이동시켜 준다. 새로운 작업을 할 경우 기계의 원점을 설
정할 때에 사용한다.
2) START
작업을 시작하는 스위치이다. 한번 누르면 기계는 즉시 작업을 시작한다.
3) STOP
작업을 정지하는 스위치이다. 주의할 사항은 STOP 스위치를 누르면 기계는 즉시 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몇 바퀴 회전한 후에 정지한다.
4) 비상정지
작업 중에 갑작스러운 기계주위의 이상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 누르면 기계의 모
든 전원이 차단되고 기계는 즉시 정지한다. 비상정지를 해제 시킬 경우 스위치를 우측으로
돌려주면 정상위치로 복귀되고 전원도 다시 투입된다.
5) DRIVE
새로운 작업(디자인)을 할 경우 컴퓨터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선택한 후 기계의 원점을
FRAME MOVE로 설정하고 DRIVE를 눌러주면 기계는 즉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 (작업 준비 스위치이다)
6) 메인 모터(ON/OFF)
주축모터의 브레이크 전원을 ON/OFF하는 스위치이다. 필요에 의해서 기계의 주축을 수동
으로 회전 시킬 경우에 메인 모터 스위치를 OFF위치로 하면 수동으로 회전 시킬 수 있다.
만일 스위치를 ON상태에서 무리하게 기계를 사람의 힘으로 돌리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ON 위치로 복귀 시켜야 기계의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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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린더
기계의 앞쪽에 위치한 피더롤러를 이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기계 작업 중에는 반드시 스위
치가 ON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 스위치는 작업을 준비 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8) TENSION A, TENSION B (스위치 및 볼륨조절기)
기계의 원단걸이에 부착된 텐션 모터의 힘(텐션)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TENSION A 스
위치가 ON이 되면 윗쪽에 장착된 텐션 모터가 작동을 시작한다. 만일 작업 중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OFF위치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볼륨조절기는 텐션 모터의 힘의 강/약을
조절 함으로 현재 작업중인 원단의 텐션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 / -)

5-2. 기계 조작 패널(좌측) 명칭 및 기능

※ 우측조작 패널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9) 비상정지
작업 중에 갑작스러운 기계주위의 이상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 누르면 기계의 모
든 전원이 차단되고 기계는 즉시 정지한다. 비상정지를 해제 시킬 경우 스위치를 우측으로
돌려주면 정상위치로 복귀되고 전원도 다시 투입된다.
10) START
작업을 시작하는 스위치이다. 한번 누르면 기계는 즉시 작업을 시작한다.
11) STOP
작업을 정지하는 스위치이다. 주의할 사항은 STOP 스위치를 누르면 기계는 즉시 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몇 바퀴 회전한 후에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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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장력 조정 판의 램프 및 스위치 기능
1) 스위치 기능
① 정상 작동 시에는 실감지 스위치(Detector Switch)를 올려서 사용합니다. 만일 스위
치가 켜지 있지 않으면 실이 끊어져도 기계가 자동 정지하지 않습니다.
② 실 끊어짐을 감지하여 기계 작동이 중단 되었을 때는 실이 끊어진 위치까지 버튼 스
위치(Button Switch)를 눌러서 기계를 후진 시킨 후 기계를 재작동 시키면, 실이 끊
어진 헤드만 그 위치에서 누비를 하여 실 끊어진 위치에서 기계는 자동 정지 합니다.
이때 작업자가 다시 START 스위치를 누르면 전체 헤드가 작업 시작합니다.
③ 특정 헤드에 대하여 작업(누비)을 하지 못하도록 바늘대를 고정 시키려면 실감지 스
위치를 내려서 OFF 시키면 됩니다.
2) 실 끊어짐 검출 램프 기능
위실 끊어짐이 감지되면 해당 헤드의 표시램프가 불이 켜지고 나머지 헤드의 램프는 꺼지
게 됩니다.

실감지핀이 오염, 부식되었을 때 또는 실채기 스프링이 핀에 맞닿지
않을 경우에는 실 끊어짐 감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11 -

5-4. 윗실걸기와 장력조정방법
보조 실조절 장치 실걸기

주 실장력 조절장치 실걸기

실안내 접시 사이를 시계방향으로 통과 시켜 실안내 접시 사이를 시계방향으로 통과 시켜 실
채기 스프링에 걸어 주십시오.

주십시오,.

1) 윗실장력 조정
실의 장력조정은 바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윗실과 밑실이 제품의
중심에서 매듭이 연결 된다면 장력 조정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력이 지나치게 약하면 윗실이 떠오르게 되므로 작업을 망치게 되며, 실 엉키는 현상이나
실 끊어짐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장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소재에 파카링 발생 뿐만 아니라 바늘파손과 실이 끊어지는 현
상도 수반하게 됩니다.

(1) 윗실의 장력은 실장력 조정판의 보조 실조절 장치와 주 실장력 조절장치에 의해 조
정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장력은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장력은 감
소 합니다.
(2) 보조 실조절 장치의 장력조정은 윗실장력의 2/3정도로 주실장력 조절장치의 장력은
1/3정도로 배분합니다. 보조 실조절장치의 장력은 주실장력 조절장치 사이와 실이 느
슨해 지지 않도록 충분한 장력으로 맞추어 주십시오.
(3) 보조 실조절장치와 주실장력 조절장치의 장력조정이 끝나면 윗실 스탠드에 있는 실
안내 조절장치의 장력을 윗실 흐름이 적게 구속되도록 조정하여 실 엉킴 현상을 방
지 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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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채기 스프링 조정
실채기 스프링의 정상 위치

실채기 스프링의 잘못된 위치

(1) 실채기 스프링의 작동 기능
실채기 작동에 의해 공급된 윗실의 양과 훅(Hook)에 의해 당겨지는 윗실 양의 차이는 윗
실의 늘어짐을 발생시킵니다. 실채기 스프링의 작동은 이러한 윗실의 남는 양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것으로, 실채기 스프링의 작동량을 크게하거나 스프링의 장력을 중가
시키면 윗실을 작업소재에서 빠져 나오게 함으로써 조임 상태를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
니다.
(2) 실채기 스프링의 조정방법
a. 실채기 스프링의 장력이 너무 약할때
실채기 스프링의 힘이 너무 약하거나
실감지판의 접점이 퇴적된 먼지에 의
해 오염 되었을 때에는 윗실의 끊어
짐을 감지하지 못하고 기계는 정지하
지 않습니다. 실채기 스프링의 장력
조정은 실조절장치축을 그림과 같이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b. 실채기 스프링의 장력이 너무 강할 때
위실이 끊기지 않아도 윗실 끊김으로 감지될 경우에는 실조절장치축을 반시계 방향으
로 돌리면 장력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c. 실채기 스프링의 작동량 조정방법
작업 상태에서 실의 조임 상태를 실채기 스프링의 작동량으로 조정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실채기 전체를 분리시킨 후 운동량이 많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서 실채기를 다
시 조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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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밑실걸기와 장력조정 방법
1) 밑실걸기
(1) 밑실은 기본적으로 면사(#80~150)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2) 보빈케이스에 밑실걸기
a. 실이 올바르게 감겨진 보빈을 보빈케이스에 넣은
다음 밑실을 보빈케이스의 틈새 부위로 통과 시킨 후
실안내를 통해 잡아 당깁니다. 이때 그림과 같이 실을
당겨 보빈이 회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b. 실안내를 통과한 실은 보빈케이스의 밑실걸이에
건 다음 훅에 삽입 하기 전에 3~4Cm 정도 남기고
잘라내 주십시오 이는 작업이 시작 되었을 때 밑실이
엉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주의[보빈회전방향]
보빈케이스를 왼손에 잡고 그림과 같이 실을 당겼을 때 보
빈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3) 밑실장력 조정
밑실장력 조정은 보빈 케이스의 장력 스프링에 있는 조정나사로 조정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밑실장력은 강해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밑실장력은 약해
집니다.

4) 주의
적절한 밑실장력은 그림과 같이 실을 잡고
보빈케이스를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었을
때 장력에 의해 보빈으로부터 실이 풀려
나와야

합니다.

실이

풀려나오는

힘은

25~35g 정도가 적당합니다.

※ 초보자들이 적절한 밑실장력은 맞추기
가 힘들 경우에는 밑실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
다.
일본TOWA제품 [ BOBBIN CASE TENSION 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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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실감기(Bobbin Winder) 사용방법
1) 밑실감는 방법
보빈을 실감기 축에 삽입 시킨 뒤 보빈에 실이 감기는 방향으로 5~6회 손으로 감아 놓은
후, 와인더의 START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실이 모두 감기면 보빈에 감겨진 실의 양
을 확인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볼륨조절 레버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모터의 회전시간을
늘려 주시면 되고 과다하게 감길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절하면 됩니다.

2) 실감김량 조정
(1) 보빈에 실을 감을때에는 그림과 같이 보빈에 약 80%정도 평행이 되게 감아 주십시오.
(2) 주의 : 보빈에 밑실이 너무 많이 감기면 밑실 풀림이 안 좋아집니다.
(3) 실감김량은 볼륨조절 레버로 한번 맞추어 놓으면 항시 같
은 양의 실이 자동으로 감기게 됩니다. 그러나 장력조절
기의 장력이 너무 세거나 헐거우면 다소 실의 양이 차이
가 날수 있으므로 장력에 맞게 볼륨조절 레버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3) 밑실 감김 상태 조정방법
(1) 보빈에 실이 감긴 상태에는 보빈에 평행으로 감기도록 하고, 평행으로 감기지 않을
때에는 실감기의 실안내 몸체 조임나사(볼트)를 풀어서 실안내 몸체를 보빈과 평행이
되도록 맞추어 고정시켜 주십시오.

[주의 1]
다음 그림과 같이 보빈에 밑실이 감긴다면 밑실풀림의 불 균일로 인한 실 끊어짐, 밑실 건너
뜀, 실엉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2]
밑실 감김 강도가 너무 강할 경우 보빈에서 밑실이 원활하게 풀어지지 않으므로 작업 시 밑실
끊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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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플로피 디스켓 사용 시 주의 사항
플로피 디스켓을 취급할 때에는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플로피 디스켓을 포맷 시킨 후 사용할 수 있으
나 , 필히 공인 제품의 디스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플로피 드라이브
고장의 원인 될 수도 있습니다.

1) 텔레비전과 같이 자기를 발산시키는 물건이나 자석 가까이에 플로피 디스켓을 놓아 두지
마십시오
2) 과열, 습기, 직사광선 등을 피해 보관해야 합니다.
3) 플로피 디스켓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4) 디스크 포맷 시 또는 데이터 입.출력 작업 시에는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디스켓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5) 디스크 드라이브의 커버를 열어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쓰기 방지 탭이 열려 있으면, 플로피 디스켓에 데이터를 입력 시킬 수 없습니다.
7) 한 개의 디스켓으로 여러 번 읽기, 쓰기를 반복하면 디스켓에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8) 중요한 데이터는 두 개의 디스켓에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1) 셔터(Shutter)
(2) 쓰기 방지 탭(Write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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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바늘 과 훅(Hook)의 타이밍 조정
1) 바늘
(1) 누비소재와 실에 따른 알맞은 바늘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2) 부적합한 바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누비상태 및 실 끊어짐, 실 건너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됩니다.
(3) 일반적으로 누비에는 DP17x18바늘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 의]
DP17x18은 일반 봉제용 바늘 DB1보다 길이가 길며 지그재그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것입니다.
2) 바늘과 실과의 관계
(1) 사용바늘과 실의 상호선택이 부적절 하면 실 끊어짐, 실 건너뜀 등의 문제는 물론 누
비상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2) 보통 누비/자수에 사용되는 바늘의 사용 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번호

일본(오르강)

독일

1

DP17 x 16

100

2

DP17 x 18

110

3

DP17 x 19

120

4

DP17 x 21

130

GROS-BECKERT

135x17

3) 바늘 교환
(1) 바늘 교환은 바늘판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위치에서만 착 탈이 가능하므로
만약 바늘이 바늘 교환 위치에 있지 않다면 주축핸들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주축을 회
전시켜 바늘을 착 탈하여 주십시오.

주축을 수동으로 회전 시에는 반드
시 안전수칙에 따라 기계를 멈춘
후 수행하여 주십시오.
기계가 작동되면 위험하므로 주축
핸들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주축으
로부터 제거 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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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늘 삽입 시에는 바늘의 정면 홈 부위가 작업자 정면을 향하여 삽입시키되, 바늘 자
루 끝 단을 바늘대 구멍 끝 단에 완전히 밀착시켜 조립하여 주십시오.

[ 주 의 ]
인조 실크사와 같이 특별한 종류의 실을 작업 시에는 실 끊어짐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그림과 같이 바늘의 홈(바늘 정면 틈)부를
오른쪽으로 돌려 장착 할 수 있습니다.

[ 주 의 ]
바늘이 바늘대 삽입구멍 끝 단에 완전히 밀착조립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혹(Hook)과의 타이밍이
틀려지므로 바늘이 부러지거나 실 끊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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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늘과 훅(Hook)과의 관계
(1) 바늘과 훅 타이밍 조정
바늘과 훅 타이밍은 당사 출고 시 주축각도 203~205˚(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바늘
과 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바늘대 하사점 시

2.3 ~ 3.7 mm

바늘의 규격/번호에 따라 달라질

b. 바늘과 훅 타이밍 시

1.8 ~ 2.2 mm

수 있습니다.

c. 바늘과 훅 타이밍 시

0.5 ~ 1.5 mm

[ 주 의 ]
훅 포인트 타이밍 설정 시 훅은 하축 기어 유
격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로 움직입니다. 훅을
시계방향으로 움직여 유격을 없앤 상태에서 맞
추어 주십시오.

3) 바늘과 훅 포인트 사이의 간격조정
바늘과 훅 포인트의 간격은 훅 포인트가 바늘
에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점에서 0.1~0.3mm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이 건너뛰는 현상은 실에 의해 형성되는 루
프(Loop)와 바늘과 훅 포인트 사이의 부적절
한 중심점 정렬 및 간격에 의해 발생됩니다.
따라서 훅 포인트가 가능한 한 바늘에 가까울
수록 훅 포인트가 루프 내에 위치하게 되므로
실을 안정되게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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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바늘 형상에 따른 기능 설명 :
(1) 바늘구멍과 바늘 홈의 규격은 바늘의 종류와
사이즈에 따라 다양합니다.
- 바늘 정면 홈 : 재봉 시 발생되는 마찰열
로부터 실을 보호하며 실 끊어짐을 방지
하여 줍니다.
- 바늘 후면 홈 : 바늘 운동과 관련해서 훅
타이밍을 빠르게 또는 늦게 조절하며, 실
건너뜀 현상을 방지하여 줍니다.
이러한 기능 중 실 건너뜀 방지기능이 더욱 중요 합니다.
따라서 훅 포인트가 가능한 한 바늘에 가깝도록 설치하여 실을 정확하게 걸 수 있도록 하여 주십
시오.
(2)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바늘 후면부 홈의 기능
을 고려할 때, 상황에 따라 자수상태가 불안정 (실
건너뜀, 실 끊어짐) 할 때에는 그림과 같이 바늘을
약간 오른쪽으로 설치하면 효과적입니다.

[ 보 충 ]
바늘운동에 의해 형성되는 실의 루프(Loop)형상은 실의 성질 또는 작업되어지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루프형상이 불안정하면 실 건너뜀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실의 루프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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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채기(Take-Up Lever)와 훅(Hook)과의 관계
바늘운동에 대한 훅 포인트 타이밍 설정은 실조임 및 실 끊어짐 현상에 큰 영향을 좌우 합니다.
아래그림은 실채기가 하사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할 때(주축회전각도 300˚)의 훅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훅 타이밍이 빠른 경우:

(A) 범위에 훅의 홈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이 형성하는 루프(Loop)가 너무 작을
때 훅 포인트가 윗실을 채기 위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채기 상승운동에 비해 땀형성
또한 빨라집니다. 따라서 실조임이
불량하게 되며 위실 루프가 너무 작아 실
건너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훅 타이밍이 느린 경우:

(B) 범위에 훅의 홈이 있는 경우입니다.
훅 포인트는 실의 루프가 너무 클 때
실을 채게 됩니다.
따라서 실 건너뜀 현상은 없을 수 있으나
훅에서 실이 벗겨지는 타이밍보다 실채기
상승 운동이 빠르게 되므로 실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 의 ] 훅 타이밍이 정상인 경우는 ( C )범위에 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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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퓨터 조작방법
6-1. 기계 및 컴퓨터 전원 스위치 조작법

[ 기계 전원 스위치 조작 순서 ]
1. 배전반에 설치된 스위치를 ON 시킨다.
2. 컨트롤 박스의 주전원 스위치를 ON 시킨다.
3.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ON 시킨다.
4. 약 1분 정도 기다린다.
5. 기계전원 스위치를 ON 시킨다.

[ 주의사항 ]
※ 컴퓨터의 전원을 ON 시키면 모니터에서 자체 설정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약간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약 1

2분 )

※ 전원 스위치를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조작 하면 컴퓨터 및 각종 전기장치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무리한 조작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을 OFF 시킬 때는 ON 시킬 때의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 기계 가동 중에 각종 전원 스위치를 OFF 시키면 기계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게 되므로 기계 가
동 중에는 컨트롤 박스의 문(Door)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와 컨트롤 박스간에 연결된 케이블은 각종 전선이 들어 있으므로 작업 중에 주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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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키보드(Keyboard) 사용방법

1) F1 ~ F8 : 화면에서 메뉴선택 시 사용
2) 0 ~ 9 : 데이터 입력 시 사용
3) 화살표키 : 기계속도 조절 및 디자인 커서 이동 시 사용
4) ESC : 현재 실행중인 명령(선택) 취소 시 사용
5) ENTER : 데이터 입력완료 및 기타 입력 완료 시 사용
6) BackSpace : 입력된 데이터 삭제 시에 사용
7) 알파벳키 : 수정된 디자인의 디자인 이름 입력 시나 디자인 파일로 선택 시 사용

※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키는 F1

F8까지의 키(Key)이며 각각의 키에 해당되는 명령이나 선

택은 화면의 우측에 나타난다.
※ 기계의 속도를 변경 시에는 화살표 키를 사용하며
↑ 키를 누르면 기계의 속도가 올라간다.
↓ 키를 누르면 기계의 속도가 내려간다.
※ 키보드는 먼지나 이 물질에 매우 취약하므로 사용 후에는 항상 캐비닛 서랍을 닫아 두어서 먼
지로부터 보호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키보드에 음료(콜라, 커피 등)를 흘릴 경우에는 키보드에
치명적이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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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능설명

[ 보 충 ] 컴퓨터에 전원 켜지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모니터에 나타난다.
1) 화면하단 표시
1. 현재 땀번호
기계에서 작업하는 현재 땀번호를 추적하여 모니터에 표시 합니다.
2. 전체 땀수
디자인에 설정되어 있는 전체 땀을 표시 합니다.
3. 표시배율
디자인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배율을 말한다. 실제 디자인의 크기를 “1”을 기준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인의 표시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직좌표
현재 기계에서 작업하고 있는 물리적인 Y축(롤러)의 좌표를 표시 합니다.
5. 수평좌표
현재 기계에서 작업하고 있는 물리적인 X축(스크류)의 좌표를 표시 합니다.
6. X-배율
실제적으로 확대 및 축소된 디자인의 X축 배율을 나타낸다.(1.00은 100%임)
7. Y-배율
실제적으로 확대 및 축소된 디자인의 Y축 배율을 나타낸다.(1.00은 100%임)
8. 회전/반사
디자인을 회전 시키거나 반사(Mirror) 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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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상단 에러(Error) 표시 및 동작 표시
1. DRIVE
컴퓨터에서 디자인이 선택된 다음 기계 작업을 위하여 컴퓨터 우측 메뉴화면의 F1:자동 기
능을 누른 후에 기계에서 디자인의 원점을 조정하면 기계는 모든 운전 준비가 완료 된다.
이때 기계에 부착된 우측 조작 판넬의 DRIVE 스위치를 누르면 운전이 가능하다. 작업자는
바로 START 스위치를 눌러 작업을 하여도 된다.
컴퓨터의 DEIVE위치가 적색으로 변하면서 운전준비 완료를 알려준다.
2. THREAD
윗실이 끊어지면 기계는 자동으로 정지하고 실이 끊어진 헤드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컴퓨터의 THREAD위치가 적색으로 변하면서 실이 끊어졌다는 을 알려준다.
3. PHOTO
기계에 부착된 센서에 의해 다른 물체가 감지되면 컴퓨터의 PHOTO위치가 적색으로 변하
면서 물체가 감지된 을 알려준다.
현재 이 기능은 선택사양으로 분류되어 있다.
4. AUTO JUMP
컴퓨터에 입력된 디자인의 땀길이가 작업자가 지정한 점퍼(JUMP) 땀길이 이상이 되면 컴
퓨터에서 자동 점퍼기능이 실행된다. 이때 컴퓨터의 AUTO JUMP위치가 적색으로 변하면
서 이것을 알려준다.
5. LIMIT
기계 작업 중에 좌-우측에 부착된 리미트(Limit) 스위치에서 좌,우 한계치를 넘어선 이동이
감지되면 컴퓨터의 LIMIT위치가 적색으로 변하면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만약에 기계가
가동 중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기계는 바로 정지하게 된다.
수동으로 이동중에 발생하면 기계는 더 이상 리미트가 발생한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표시형식 :

LIMIT +

(우측 리미트 발생)

LIMIT -

(좌측 리미트 발생)

6. MOTOR
기계 가동 중에 각 축에 연결된 서보 모터(SERVO MOTOR)에 이상이 감지되면 컴퓨터의
MOTOR위치가 적색으로 변하면서 기계는 정지하고 사용자에게 이상이 발생 하였음을 알
려준다.
표시형식 :

MOTOR X – (X축에 연결된 모터의 이상발생)
MOTOR Y – (Y축에 연결된 모터의 이상발생)
MOTOR M – (주축에 연결된 모터의 이상발생)

만일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본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조작 3.기계 각 부분 명칭 참고
※ 기본조작 5-1. 기계 조작패널(우측) 명칭 및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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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능메뉴에 대한 설명과 조작방법
1) 작업
작업자가 컴퓨터에서 디자인을 선택된 다음 기계에서 작업을 위하여 컴퓨터 우측 메뉴화면
의

작업메뉴을 누른 다음 아래쪽 그림의 화면에서

자동을 누른 후에 기계에서

디자인의 원점을 조정하면 기계는 모든 운전 준비가 완료 된다. 이때 기계에 부착된 우측
조작판넬의 DRIVE 스위치를 누르면 운전이 가능하다. 작업자는 바로 START 스위치를 눌
러 작업을 하여도 됩니다.
자동메뉴를 누르면 메뉴가 적색으로 변한다. 다시 주메뉴로 복귀 시에는 F8을 누르면 된다.

작업순서는 먼저 컴퓨터에서 작업메뉴에서 자동을 누른 후에 기계의
DRIVE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만일 작업자가 기계의 DRIVE 스위치를
누른 후 기계가 작동(작업) 되지 않아서 컴퓨터의 자동을 누르면 원점
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반
드시 작업순서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주로 사용되는 기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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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대/축소/회전

이미 선택된 디자인의 크기가 실제작업과 맞지 않을 경우에 컴퓨터에서 디자인의 크기를 배율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표시는 백분율로 표시되면 정상일 경우에는 X배율 : 1.00(100%)이며 Y
배율 : 1.00(100%)입니다. 크기의 조절은 50 ~ 200%까지 가능하며 1%단위로 확대/축소 됩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혹은 너무 작게 만들 경우에는 땀길이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디자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X확대 : 디자인 크기를 X(가로방향)으로 확대 시켜 줍니다.

(최대 200%)

X축소 : 디자인 크기를 X(가로방향)으로 축소 시켜 줍니다.

(최소 50%)

Y확대 : 디자인 크기를 Y(세로방향)으로 확대 시켜 줍니다.

(최대 200%)

Y축소 : 디자인 크기를 Y(세로방향)으로 축소 시켜 줍니다.

(최소 50%)

회전

: 디자인을 일정한(특정) 각도로 회전을 시켜 줍니다.

(0~360)

반사

: 디자인을 거울 이미지처럼 반사(Mirror) 시켜 줍니다. ( P자의 모양이 변경됨)

작업

: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메뉴를 눌러서 주메뉴로 복귀합니다.

※ 회전/반사 메뉴를 실행하면 디자인은 실제 작업과는 관계없이 한 개의 패턴에 대하여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이 메뉴는 샘플작업이나 디자인을 확인하는 작업에만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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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수정

선택된 디자인을 작업에 맞게 수정 하거나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화면에서

을 누르면 위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림표시 : 선택된 디자인이 어떤 모양인지 화면에 그림으로 보여준다.
고속 : 화면에 보이는 것은 그림표시와 마찬가지 이지만 이것은 디자인을 화면에 천천히
그리면서 현재 땀번호의 코드명과 수직좌표, 수평좌표를 모두 보여준다. 특히 특정한 위치
(땀번호)의 코드명이나 좌표를 확인할 경우에는 “한땀씩” 및 “후진” 기능과 병행하여 사용
하면 됩니다.
한땀씩 : 디자인을 한땀씩 화면에 표시하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후진 : 이미 그려진 디자인을 화면에서 역순으로 그리게 됩니다.
화면조정 : 화면의 디자인 배율이나, 위치 등을 다시 표시하는데 사용합니다.
ICON작성 : 변경된 배율이나 디자인을 다시 작은 아이콘(ICON)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는
메뉴 입니다.
삽입/삭제/결합 : 디자인을 수정하는데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 설명된
각각의 기능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다시 주메뉴로 돌아 갑니다.

※ 디자인 수정 명령들로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숙달된 사용자라 하여도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새로운 디자인의 제작은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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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화면조정

화면상에 나타나는 디자인의 특정위치를 확대하여 보거나 배율을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메뉴입니
다. 디자인 수정 메뉴에서

을 누르면 위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조정 : 위 그림에 나타난 사각형이 나타나면 화살표키 상/하를 눌러서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인의 배율을 변경하는데 사용 합니다.
위치조정 : 크기조정이 끝난 화면에서 위치조정을 누르면 사각형이 상/하/좌/우로 모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특정 위치를 자세하게 보기 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최적화면 : 변경된 화면의 배율을 다시 처음으로 되 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바늘색지정 : 현재 본기계는 한가지 색상의 실을 사용하므로 이 기능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구매한 기계가 여러 가지 색상의 실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기계라면 각각의
바늘을 지정합니다.
배경색지정 : 현재 화면의 바탕색을 다시 지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각 색상
의 번호를 눌러주면 바탕화면의 색상이 변경 됩니다.
취소 : 위에서 실행한 일련의 기능변경을 적용시키지 않고 현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 할 때는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변경된 모든 기능들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 메뉴인 디자인수정 메뉴로 다시
돌아 갑니다. 작업 메뉴로 돌아 갈려면 다시 한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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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삽입/삭제/결합

디자인수정 메뉴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결정이 되면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새로운 코드를 삽입
하거나 삭제 혹은 결합하는 기능을 하는 명령이 입니다.

을 누르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도안수정에서 수정할 부분”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될 부
분이다.

삽입 : 특정 구간에 정해진 코드를 삽입한다. (STITCH,JUMP)
삭제 : 선택된 코드가 삭제된다.
구간삭제 : 선택된 부분을 이전/이후로 나누어서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결합 : 한 개의 디자인에 같은 모양을 여러 개 결합하는 기능입니다.
디자인수정 :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디자인수정 메뉴로 돌아간다.

※ 여기서 디자인을 수정한 후에 다시 디자인수정 메뉴에서 주메뉴로 돌아가는
누르면 화면상에서 “ 수정된 무늬를 저장할까요? ”

키(KEY)를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 수정된 디자인을 저장합니다. (현재의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아니오 : 수정된 디자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른이름으로 : 수정된 디자인을 다른 파일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파일이름은 키보드의 영문
알파벳을 이용하여 1~8자 사이로 지정하여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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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삽입 / 삭제

삭제명령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코드를 삭제한 후에 다시 디자인수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삽입 명령은 완료명령이 수행된 후에 돌아갑니다.

STITCH : 정상적으로 바느질이 되는 코드(CODE)를 삽입합니다. 선택된 코드에서 커서를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1~12.7mm)사이의 바느질 코드를 한 개 삽입 합니다.
점프 : 점프 되는 코드들 삽입합니다. 선택된 코드에서 커서를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1~12.7mm)사이의 점프(JUMP)코드를 한 개 삽입 합니다.
색상지정 : 본 기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사절 : 본 기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틀이동 :본 기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완료 : 모든 명령을 마치고 디자인수정 메뉴로 돌아 갑니다.

[ 주 의 ]
한 개 혹은 몇 개의 코드를 삽입한 후에 항상 수직좌표가 시작점과 끝점이 “ 0” 이 되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시작점의 좌표는 “ 0” 이지만 끝점의 좌표가 “ 0” 이 아닌 다른 좌표일
경우 기계는 작업이 계속됨에 따라서 편차 만큼의 누적치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제품의 불량이 생길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좌표점을 꼭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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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구간삭제

위의 삭제 명령은 한 개의 코드에 의해 행하여지는 명령이므로 다수의 코드를 삭제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삽입/삭제/결합 메뉴에서

을 누르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여러 개의 코드를 한꺼번에 삭제하는 명령이므로 주로 “결합” 명령 이후에 사
용이 됩니다.

이전명령 : 현재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 있는 코드들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이후명령 : 현재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에 있는 코드들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이전색상까지 : 본 기계에 사용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다음색상까지 : 본 기계에 사용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완료 : 모든 명령을 마치고 디자인수정 메뉴로 돌아 갑니다.

[ 주 의 ]
구간삭제를 마친 후에도 위의 “ 삽입/삭제”

명령과 마찬가지로 수직좌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

다. 수직좌표가 “ 0”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제품에 불량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작업자는 이 점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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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결합

이미 선택된 디자인에 같은 디자인 혹은 다른 디자인을 끝부분에 연결하여 결합하는 명령입니다.
삽입/삭제/결합 메뉴에서

을 누르면 위의 그림과 같이 결합할 디자인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

타납니다. 이때 사용자는 결합 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기능키를 사용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결합할 디자인이 안보이면

키를 이용하여 “뒤로” 명령을 실행하면 뒤쪽에 위치한 디자인이

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 예 ]
만일 화면에 나타난 디자인 중에서 “3WSQ-31”을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 먼저

키로 디자인

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화살표키를 이용하여 붙이고 싶은 위치인 기존 디자인의 마지막
좌표로 선택된 디자인을 이동 시켜 줍니다.
이동이 완료되면 엔터(ENTER) 키를 눌려서 붙이기를 완료 합니다.
화면에 FILE NAME :__________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결합된 디자인의 새로운 파일이름을

지정하여 주면 됩니다.
결합된 디자인을 작업 할 경우에는 주메뉴에서

디자인 선택 명령을 실행 시켜 결합된 디자

인을 선택하여 작업하면 됩니다.

[ 주 의 ]
디자인 결합을 할 때에도

위의 “ 삽입/삭제”

명령과 마찬가지로 수직좌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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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크 관리

디자인이 입력되어 있는 디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컴퓨터 자체에 한 개의 내장된 디스크
가 있으며 디자인 입력을 위하여 플로피디스크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플로피디스크를
통하여 디자인을 등록 해야만 한다. 디스크관리는 작업메뉴에서

을 누르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만약 작업 중에 “디스켓을 점검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디스켓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 기본조작 5-7. 플로피 디스켓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목록 : 현재 내장된 디스크에 있는 디자인의 목록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디자인삭제 : 내장된 디스크의 필요 없는 디자인을 삭제 합니다.
전체삭제 : 내장된 디스크의 모든 디자인을 삭제합니다. (주의)
디자인복사 : 플로피디스켓으로 디자인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디자인등록 : 새롭게 만든 디자인을 내장 디스크에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주메뉴 : 모든 명령을 마치고 작업 메뉴로 돌아 갑니다.

※ 플로피 디스켓은 먼지 등의 이 물질에 매우 취약 하므로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성을 가진 물체(텔레비전, 자석)와 접촉하거나 근처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스켓이 물리적
인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플로피 디스크에 넣으면 디스크의 데이터 읽는 부분에도 치명적인 손상
을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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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목록

디스크관리 메뉴에서

누르면 목록 명령이 실행 되면서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현재 디스크에 내장되어 있는 전체 디자인의 목록이 을 한 개의 화면에 6개의 디자인으로 분할
하여 보여 줍니다.
한번에 모든 디자인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므로

키를 누르면 뒤쪽에 있는 디자인도 차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장된 디스크의 디자인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기능만 합니다.

뒤로 : 뒤쪽에 남아 있는 디자인을 보여 줍니다. ( 페이지를 넘기는 기능 )
이전메뉴 : 작업을 끝내고 디스크관리 메뉴로 돌아 갑니다.

※ 목록 명령에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디스크 관리의 각 메뉴는 화면이 모두 비
슷하므로 항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내장 디스크에 한 개의 디자인도 없다면 목록 명령이나 기타 디자인에 관련된 명령을 실
행 시켜도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내장 디스크에 불필요한 많은 디자인을 넣어 두면 사용자가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할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가급적이면 필요한 디자인만 넣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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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디자인 삭제

디스크 관리 메뉴에서

을 누르면 디자인 삭제 명령이 실행 되면서 위의 그림과 같이 화면

이 나타납니다. 내장된 디스크에서 필요가 없는 디자인을 삭제 시키는 명령입니다. 좌측에 나타난
디자인에 해당하는 파일명이 우측에 나타납니다.
[ 예 ]
우측의 그림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파일명을 먼저 찾
아보면 F1:3WSQ-31입니다.
키를 누르면 선택된 디자인이 삭제되고 메뉴
는 다시 디자인 관리 메뉴로 돌아 갑니다. 사용자가
다른 디자인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위의 명령을
반복하면 여러 개의 디자인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주 의 ]
삭제 명령을 실행 시키면 내장된 디스크에서 디자인이 완전히 없어지므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못 삭제하였다면 아래에 있는 디자인등록

키를 사용하여 다시 플로피 디스켓에서

내장 디스크로 디자인을 등록시켜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은 디자인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플로피 디스켓에 보관하
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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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체삭제

디스크 관리 메뉴에서

을 누르면 전체삭제 명령이 실행 되면서 위의 그림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에서 사용한 디자인 삭제 명령과 마찬가지 이지만 이 명령을 실행하면 내장된 디스
크에 있는 모든 디자인이 삭제 되므로 사용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예 : 전체 디자인을 삭제 합니다.
아니오 : 명령을 취소하고 디자인 관리 메뉴로 돌아 갑니다.

※ 기계 출고 시에 기본적인 디자인은 모두 내장 디스크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기능은 사용자가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의 이상이 생겼을 경우나 내장 디스크에 이상
이 있을 경우를 제외한 경우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이상이나 내장 디스크의 이상의 발생되면 즉시 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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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디자인 복사

디스크 관리 메뉴에서

을 누르면 디자인복사 명령이 실행 되면서 위의 그림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명령은 한 개의 플로피 디스켓에 있는 디자인을 다른 플로피 디스켓으로 복사하는 기능을 하
는 명령입니다. 기계가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원본의 디스켓을 따로 보관할
수 있어 디스켓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작업순서 ]
1. 복사할 디스켓을 디스크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2.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 .

3. 원본 디스켓을 디스크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모든 명령이 완료되면 메뉴는 자동으로 디스크 관리 메뉴로 돌아갑니다.
디스크 복사 명령 시에는 플로피 디스켓이 포맷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맷이 되지 않은 디스켓
은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위의 명령을 실행하면 여러 장의 똑 같은 디자인이 들어 있는 플로피 디스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주 의 ]
디스크 복사 명령을 실행하면 디자인을 플로피 디스켓으로 읽어오기와 쓰기에 약간의 시간이 필
요 합니다. 이때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램프가 깜빡이면서 진행 과정 중임을 알려 줍니다. 사용자
는 불필요하게 플로피 디스켓을 제거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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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디자인 등록

디스크 관리 메뉴에서

을 누르면 디자인등록 명령이 실행 되면서 위의 그림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서 내장 디스크에 등록(입력) 시키는 명령입니
다. 이 명령으로는 디자인이 선택되지 않으므로 디자인을 등록 시킨 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디자인 선택 명령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 ]
우측 그림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파일명을 먼저 찾아보
면 F1:3WSQ-31입니다.
키를 누르면 선택된 디자인이 선택되고 메뉴는
다시 디자인 관리 메뉴로 돌아 갑니다. 사용자가 다른
디자인을 등록하고 싶을 경우에는 위의 명령을 반복하
면 여러 개의 디자인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주 의 ]
디자인을 등록하면 컴퓨터에는 내장 디스크에만 디자인이 등록되고 작업하고 있는 디자인은 변경
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등록 후에 바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필히 디자인 등록 후에 작
업을 등록된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디자인을 등록된 디자인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선택은

키를 눌러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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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조건설정

작업을 하기위한 여러 가지 작업 설정을 변경하는 명령들 입니다. 통상적으로 한번만 설정하면 됩
니다. 디스크관리는 작업메뉴에서

을 누르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파라메타 : 작업에 사용되는 땀 길이의 설정과 점프 및 막음질 종류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틀이동 시점 : 기계 내부적인 틀이동 시점을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필요가 없는 파라메타 입니다.

저속 RPM : 점프를 하기 위한 속도를 입력하는 명령입니다.
(통상적으로 200 ~ 300 RPM 입니다.)
고속 RPM : 실제 작업을 하기 위한 속도를 입력하는 명령입니다.
(통상적으로 650 ~ 1,000 RPM 입니다.)
[ 참 고 ]
저속 RPM을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 점프 작업 시에 기계에 무리를 주게 되므로 통상적인 설정
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작업에 점프가 없다면 저속 RPM설정은
작업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 RPM설정 또한 작업에 무리가 없도록 정격 RPM내에서 안
전하게 작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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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파라메타

작업조건설정 메뉴에서

을 누르면 파라메타 명령이 실행 되면서 위의 그림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속 땀길이
기계가 저속으로 운전 시에 사용하는 땀길이를 설정하는 명령
입니다. 운전 중에 땀의 길이가 저속 땀길이 이상이 되면 자동
으로 기계는 저속 RPM으로 작동 됩니다.
저속 땀길이 입력 후에

키를 누르면 됩니다.

점프 땀길이
기계를 자동으로 점프 운전을 하게 하는 땀길이를 설정하는
명령 입니다. 운전 중에 땀의 길이가 자동 점프 땀길이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기계는 점프를 작동 시킵니다.
자동점프 땀길이 입력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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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르면 됩니다.

연속 점프
현재 본 기계에 적용이 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막음질 종류
점프작업을 할 경우 점프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생기는 막음
질의 종류를 선택하는 명령입니다. 본 기계에서는 막음질 종류
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선택된 설정 값을 사용
하면 됩니다.

미소침수무시 : 디자인 내부에 있는 땀길이가 아주 작은 것은 무시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실행되면 적색으로 변경됩니다.
작업조건설정 : 작업을 끝내고 주메뉴로 돌아 갑니다.

5-2) 저속 RPM / 고속 RPM

위에서 설명된 기계 운전 시 사용되는 실제적인 RPM을 입력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해당되는 값
을 숫자키로 입력 후에

키를 누르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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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관리

이 명령은 사용자가 조작할 필요가 없는 항목 입니다.
기계의 내부적인 시스템 설정치를 조정하는 것 입니다.

7) 주축모터
이 명령은 본 기계에 적용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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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자인 선택

작업할 디자인을 선택하는 명령입니다. 디스크관리는 작업메뉴에서

을 누르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하는 키보드는 각 번호에 해당하는 기능키를 사용 하면 됩니다.

[ 예 ]
우측 그림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파일명을 먼저 찾아
보면 F6:3WSQ-62입니다.
키를 누르면 디자인이 선택되고 메뉴는 다시
주메뉴로 돌아 갑니다. 사용자가 다른 디자인을 선
택하고 싶을 경우에는 위의 명령을 반복하면 여러
개의 디자인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디자인을 찾을 경우에는 뒤로

키를 누르면 뒤

쪽에 있는 디자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숨겨진
기능키가 나타납니다.

파일명 입력 : 직접 찾고자 하는 파일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앞으로 : 앞 페이지로 돌아 갑니다.
뒤로 : 뒤 페이지의 디자인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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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능 메뉴의 구성 상태
작업
확대/축소/회전

자동
X확대
X축소
Y확대
Y축소

디자인수정

회전

크기조정

반사

위치조정

그림표시

최적화면

고속

바늘색지정

한땀씩

배경색지정

STITCH

후진

취소

점프

화면조정

완료

색상지정

ICON작성
삽입 삭제 결합

사절
삽입

틀이동

삭제
구간삭제

이전명령

결합

이후명령
이전색상까지
이후색상까지

디스크관리

목록
디자인삭제
전체삭제
디자인복사
디자인등록

작업조건설정

보수관리

파라메타

저속땀길이

틀이동시점

점프땀길이

저속RPM

연속점프

고속RPM

막음질종류

X,Y SERVO

미소침수무시

Main Motor
주축모터
디자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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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능 메뉴 요약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1) 자동
주메뉴

->

자동 ( 기계 DRIVE 스위치 ON ) -> START

->

. . . . . X확대

->

(완료)

->

. . . . . X축소

->

(완료)

->

. . . . . Y확대

->

(완료)

->

. . . . . Y축소

->

(완료)

->

그림표시

->

고속

2) X 확대
주메뉴
3) X 축소
주메뉴
4) Y 확대
주메뉴
5) Y 축소
주메뉴
6) 그림표시
주메뉴
7) 고속
주메뉴
8) 디자인 삭제
주메뉴

->

디자인삭제

->

디자인복사

->

디자인등록 (

9) 디자인 복사
주메뉴
10) 디자인 등록
주메뉴

)

11) 저속 땀길이
주메뉴

->

->

저속 땀길이 (알파벳키)

->

->

->

점프 땀길이 (알파벳키)

->

12) 점프 땀길이
주메뉴
13) 저속 RPM
주메뉴

->

저속 RPM (알파벳키) ->

->

고속 PRM (알파벳키) ->

14) 고속 RPM
주메뉴
15) 디자인 선택
주메뉴

디자인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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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유지 및 점검사항
7-1. 정기 점검 사항

기계 점검 시는 기계 및 전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1) 정기적인 간격으로 지정부위에 청소, 급유, 그리스 주입을 하여 주십시오.
2) 각 구동 벨트 장력을 검사하여 주십시오.
3) 정기 점검사항이 수행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먼지 및 오염으로 인한 각종 기판의 부식(기계 및 컨트롤 박스내부)
b. 각종 기판의 장치 오 작동 및 파손
c.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의 오 작동
d. 각종 컨넥터의 접촉 불량
e. 불충분한 급유 및 그리스 주입에 대한 기계 각 습동 부위의 비정상적인 마모
f. 벨트 부위의 이상음 발생

7-2. 청소

다음 부위를 점검 또는 청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차
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중요 부위 청소

청소주기

참고그림

1

훅( Rotary Hook) 주변

매일

1

2

실채기 스프링 및 실감지핀

주1회

2

3

컨트롤박스 상/하 필터(공기순환 팬)

월1회

x

4

X축 볼스크류 주변

주1회

4

5

서보모타 주변

주1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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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주변에 있는 이물질 제거

※ 실감지기 핀의 부식방지

※ 볼스크류에 실이나 솜 등이
있으면 제거한다.

※ 서보 모타 윗 부분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열이 발산 되지
않아서 고장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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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급유
본 기계는 자동 급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계 뒷 부분에 설치된 오일러(Oiler)에 오일이
충분히 보충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사용오일
사용오일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봉기 오일(스핀들 오일)이나 ISO점도 등급 VG18을 사
용하여 주십시오. ( 미성화학 #80이 주로 사용 됩니다.)
2) 오일 보충
오일러 모델명 : SMC – AL4000
오일러의 오일보
충용 마개를 열
고 표시된 선까
지 오일을 보충
하여 줍니다.

3) 수동 급유 방법
아래 그림의 수동 조작 스위치를 눌러주면 각 해당 급유 부위에 오일이 공급이 됩니다. 장
시간

기계

가동시

또는 기계에서 이상
음이 발생 시에 각
해당 스위치를 조작
하면 적당량의 오일
이 공급되어 기계가
원활하게 가동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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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그리스 공급

그리스 공급 시에는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OFF” 시켜 주십시오.

사용 그리스는 고품질의 광물성 오일이 기초된 리튬(Lithium)계 그리스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스 번호 - (출고시 Shell사의

Retinax Grease EP 2가 주입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그리스의 주입은 기계소음 감소 및 비정상적인 기계의 마모를 방지하여 내구성을 향상
시켜 줍니다.
※ 그리스 주입시 주입구가 부착된 베어링이나 LM가이드의 블록에는 당사에서 기계 출고 시 함께
공급되는 주입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이외의 운동면에 대해서는 살짝 도포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 지정된 위치 이외에는 그리스를 주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바늘대, 훅(가마) )
번호

그리스 공급 우치
헤드 부분 -

1

2

눌름판 캠
눌름판 캠 로드
기준바늘대 뭉치
실채기 로드
솔레노이드 레버

원단가이드 모터 – 체인 부분
- 베어링

공급주기

참고그림

1회/6개월

1
2
3
4
5

1회/6개월

6
7

3

X축이송부 (LM가이드)

1회/1개월

1

4

X축이송부 (볼 스크류)

1회/1개월

2

1. 헤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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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단가이드 모터

3. LM 가이드

4. 볼스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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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각 구동 벨트의 장력 점검

벨트 점검 시에는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OFF” 시켜 주십시오.

벨트의 장력이 과도하게 인장 되거나 이완 되었을 경우 기계의 기능 저하 및 구동 부위의 이상
마모로 물리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번호

그리스 공급 우치

공급주기

참고그림

1

Y축 타이밍 벨트

1회/3개월

1

2

X축 타이밍 벨트

1회/3개월

2

3

주축 타이밍 벨트

1회/3개월

3

점검 내용 : 벨트 장력, 벨트 균열, 벨트 마모, 텐션베어링 이상

1. Y 축

※ 화살표 방향이 장력 점검 방향 입니다.

2.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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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축

[ 주 의 ]
주축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면 상-하에서 같은 동력으로 돌아가는 바늘대와 가마(훅)의 타이밍이
틀려 지면서 전체적인 타이밍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 전체의 바늘이 부러지는 등 물리적 손상도 입게 됩니다.

4. 기타 벨트 장력조정 및 점검
a. 원단이 걸려있는 파이프는 텐션 모터에 의해 원단의 장력을 조절하며 양 끝단에 모터와 연
결된 타이밍 벨트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외부에 노출 되
어 있으므로 벨트의 장력이 제대로 조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단의 장력에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b. 제품 롤러 파이프에 장착된 모터와 연결된 V벨트가 있습니다. 벨트 장력의 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롤러 파이프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c. 기계 앞부분에 장착된 원단 가이드 파이프는 기계로 공급되는 원단이 겹쳐지지 않도록 하
는 장치 입니다. 이부분에도 모터와 연결된 체인(Chain)이 있습니다. 만약 체인이 느슨하거
나 너무 타이트할 경우에는 구동 모터에 무리를 주므로 모터의 조기 파손을 가져 올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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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 작동 부위에 대한 조정방법
8-1. 노루발 높이 조정
1) 노루발과 바늘, 소재와의 관계
바늘이 소재에 삽입되기 전에 노루발은
이미 소재를 누르고 있어야 바늘과 윗
실이 안정된 상태에서 소재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늘이 소재를 이탈
할 때에도 노루발과 바늘과의 위치관계
는 바늘의 삽입시와 동일합니다.

2) 노루발 높이가 너무 높을 때
a. 바늘 삽입시
바늘이 소재를 관통할 때 노루발이 소재를 누르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늘은 소재에 대해 불안정한 상태로 관통하게 됩니다.
b. 바늘 이탈시
바늘이 소재를 이탈할 때 노루발이 소재를 누르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재는 바늘과 함께 들어 올려지게 되므로 소재와 바늘판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하서 이러한 현상들은 실 끊어짐, 실 건너뜀, 불안정한 실 조임 등의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3) 노루발 높이 조정 방법
노루발 높이를 조정할 때에는 주축핸들을 이용해
서 주축을 회전시키면서 사용하는 소재에 대해
노루발, 바늘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한 후, 헤드커
버(하)를 분리시킨 다음 노루발 위치조정 볼트를
풀러서 침판에서 노루발의 높이를 맞춘 후에 다
시 고정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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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바늘대 상하위치 조정
1) 바늘대 하사점 조정
바늘이 하사점에 위치 했을 때 훅의 보빈케이스
삽입 내경 사이로 바늘 구멍이 반 정도 보이도록
위치 시킵니다.
바늘대 하사점은 바늘대 하강 행정중
가장 낮은 점을 의미하며, 바늘과
로터리훅(가마)과의 타이밍의 기본이 되는
위치이므로 정확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만약 바늘대의 하사점 위치가 틀린다면
다음 순서에 의해 조정하여 주십시오.

(1) 주축 핸들로 주축 각도 표지판의 각도를 180˚(도)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2) 기본 액세서리에 포함 되어 있는 하사점 게이지를 그림과 같이 장착합니다.
(3) 바늘대 클램퍼의 나사를 풀어서 바늘대를 상-하로 움직여서 바늘끝이 게이지에 닿은 상
태에서 나사를 고정 시킵니다.

2) 바늘대 상사점 조정
바늘대 하사점이 조정 되었다면 바
늘대 상사점도 재조정 되어야 합니
다.
먼저 상사점 클램퍼의 나사를 풀은
다음 주축 핸들로 주축 각도 표지
판의 각도를 0˚(도)로 설정하여 준
다음 바늘대 쿠션고무와 상사점 클
램퍼를 위쪽으로 밀착시킨 상태에
서 나사를 고정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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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점프(JUMP) 조정
기계의 점프 작동이 불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점프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점프 솔레노이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교환하면 됩니다.

[ 보 충 ] 기준 바늘대 뭉치 교환 방법
1) 솔레노이드 레버의 나사를 풀어준다.
기계 출고시 공구박스에 있는 렌치를 사용한다.
2) 하단에 위치한 클래퍼의 나사를 풀어준다.
클램퍼의 나사는 매우 작으므로 렌치를 완전히 밀착하여 풀어야 합니다.
3) 기준바늘대를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
기준 바늘대 뭉치를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4) 기준바늘대 뭉치를 분리 시킨다.
5) 준비한 기준바늘대 뭉치를 장착한다.
기준바늘대 뭉치의 경우 바깥쪽의 플라스틱만 교환도 가능합니다.
6) 다시 순서대로 조립하면 됩니다.
7) 모든 작업이 끝나면 주축 핸들을 0˚ (도)에 맞추고 기준바늘대 뭉치가 부드럽게 움직
이는지 확인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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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로타리 훅(가마) 타이밍 조정
특별한 이유없이 잦은 실 끊어짐이 발생할 경우는 훅(가마)과 바늘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 조정 시에는 기계의 뒤쪽에서 실시하며 훅과 바늘사이의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
기 위해 기계 출고시에 지급된 작업등(램프)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 타이밍 조정 순서 ]
1. 메인 모터의 스위치를 “OFF”에 위치 시킨다.
2. 주축 각도를 90˚ (도)에 맞춘다.
3. 훅의 좌우에 있는 나사를 풀어준다. ( 2곳)
2곳의 나사를 일자 드라이브로 풀어줌
4. 헤드에 부착된 솔레노이드 레버를 돌려서 바늘이 위로(0도) 올라 가도록 한다.
5. 주축 각도를 203˚~205˚ 사이에 맞춘다.
6. 가마도메(잡이)를 풀어준다.
7. 훅의 바늘 내려오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회전시킨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바늘이 내려온 다음 훅을 회전 시킬 수 없다.
8. 헤드에 부착된 솔레노이 레버를 돌려서 바늘이 아래로(180도) 내려 가도록 한다.
9. 훅의 하단에 부착된 나사를 풀어준다.
이 나사를 풀면 훅은 완전히 분리되고 축에서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다.
10. 훅 포인트를 바늘의 홈에 맞춘다.
훅 하단의 나사를 적당하게 잠근 다음 맞추면 편리합니다.
가장 적당한 간격은 0.1 ~ 0.3mm입니다.
11. 훅의 하단에 부착된 나사를 잠근다.
12. 주축 각도를 270˚ (도)에 맞춘다.
13. 훅의 좌우에 있는 나사를 잠근다.
14. 가마도메(잡이)를 잠근다.
15. 주축 각도를 25˚~30˚ 사이에 맞춘다.
핸들을 기계에서 분리 시킨다.
16. 보빈케이스를 넣는다.
17. 메인 모터의 스위치를 “ON”에 위치 시
킨다.
18.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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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원인 처리방법
[ 위 험 ]

고장발생시 기계수리 안전지침에 의해 점검 또는 수리 하십시오.

[ 주 의 ]

1) 기계의 기동 및 운전이상 (START 안됨)
(1) 벨트장력의 지나친 이완 또는 벨트파손
벨트 장력 조정 및 벨트 교환 (각 벨트의 규격 확인)
(2) 전원 또는 회로용 퓨즈 단락
컨트롤 박스 전원 스위치 점검 및 배전반 스위치 확인
비상정지 스위치 위치 확인
(3) 리미트(LIMIT) 에러 발생
화면에서 리미트 에러 확인 후 디자인의 원점 재설정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점검 후 교환
(4) 모터 드라이브 램프 점등
텐션 드라이브에 램프 미 점등 시 드라이브 교체
서보드라이브 이상 시 드라이브 교체
(5) START 스위치를 눌러도 기계운전이 안됨
스위치 배선 단락 확인 및 컨넥터 연결 상태 점검
컴퓨터의 디자인 선택 확인
조작패널의 DRIVE 스위치 확인
2) 정지 위치 불량
(1) 주축 구동 벨트의 이완 또는 파손
벨트 장력 조정 및 벨트교환
(2) 엔코더 위치 변경 또는 엔코더 불량
엔코더 위치 조정 또는 엔코더 교환
3) 점프 불량
(1) 상사점 클램퍼 위치 불량
주축 0˚(도)에서 상사점 클램퍼 위치 확인 후 재설정
클램퍼 고무쿠션상태 점검 후 교환
(2) 기준 바늘대 뭉치 파손
뭉치 점검 후 교환 (전체 및 부분 교환)
뭉치 위치 점검 후 재설정
(3) 솔레노이드 작동하지 않음
점프 솔레노이드 작동 확인 후 미 작동 시 교환
전원케이블 상태 확인 및 컨넥터 점검

- 58 -

4) 실감지 불량
(1) 실채기 스프링과 실감지 핀의 접점 불량
실채기 스프링 및 실감지 핀의 청소 또는 실감지 핀 교환
장력 조절장치와 연결된 전선의 접촉상태 점검
(2) 컨넥터 접촉 불량 및 기판 불량
컨텍터 연결 상태 확인 및 기판 교환
5) 실 끊어짐 현상
(1) 바느질 땀 길이가 너무 작거나 조밀함
디자인 수정 후 확인
(2) 디자인의 동일 지점에서 빈번한 실 끊어짐 발생
디자인 확인 후 수정
(3) 바늘의 규격이 맞지 않음
적절한 바늘로 교환 ( 참고 : 기본조작기능 5-8. 바늘과 훅의 타이밍 조정 )
(4) 바늘손상(바늘이 휘거나, 바늘구멍 또는 홈 부위의 흠짐, 바늘 끝의 마모 및 변형)
바늘 교환
(5) 바늘의 장착 불량
바늘을 바늘구멍에 최대한 위쪽으로 밀어서 장착
(6) 바늘의 오염 상태
비닐 테이프 등에 의한 바늘의 오염 확인 후 바늘 교환
(7) 저 품질의 실 사용
느슨한 실꼬임, 불균일한 연사상태, 낡은 실상태 ( 품질이 양호한 실로 교체)
(8) 오른쪽 꼬임(S-자 연사 실 사용)
Z 자 꼬임(왼쪽)
S 자 꼬임(오른쪽)
(주의) 로터리 훅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
므로 Z자 꼬임은 작업
중 윗실이 풀리는 것
을 방지 합니다.

(9) 윗실 또는 밑실의 강한 장력
장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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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윗실과 밑실의 불균형한 장력
실채기 스프링의 과도한 스프링 장력과 운동량 조정

(11)

훅과 보빈케이스의

실 통과 부위 흠집

흠집 제거 및 교환
(12)

훅 타이밍의 불량
바늘과 훅 타이밍 확인 후 재조정

(13)

훅의 급유 부족
수동 급유 스위치를 조작하여 훅에 오일 급유

(14)

바늘의 부적절한 하사점 위치
하사점 위치 재 조정

(15)

실 통과 부위의 흠집 발생
각종 실 통과 부위의 흠집 점검 후 흠집 제거 및 교환

(16)

부적절한 노루발 높이
노루발이 소재를 충분히 눌러 주지 못할 경우 노루발 높이 조정

6) 스티치(Stitch) 건너뜀
(1) 휘어진 바늘 사용
바늘 교환
(2) 바늘의 규격이 맞지 않음
적절한 바늘로 교환 ( 참고 : 기본조작기능 5-8. 바늘과 훅의 타이밍 조정 )
(3) 바늘의 장착 불량
바늘을 바늘구멍에 최대한 위쪽으로 밀어서 장착
(4) 훅 타이밍의 불량
바늘과 훅 타이밍 확인 후 재조정
(5) 바늘의 홈과 훅 포인트와의 간격이 클 때
바늘 하사점 재조정
(6) 바늘의 부적절한 하사점 위치
하사점 위치 재 조정
(7) 훅 포인트 손상
훅 교환
(8) 원활하지 못한 윗실 또는 밑실 공급
윗실과 밑실 장력 재 조정
밑실의 경우 보빈이나 보빈케이스 교환
(9) 부적절한 실 선택
작업에 알맞은 실 선택
(10)

실채기 스프링의 과도한 운동량 또는 강한 장력
실채기 스프링의 운동량 및 장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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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조임 상태 불량
(1) 위실 장력이 약함
윗실 장력 조정
(2) 이 물질로 인한 불균일한 윗실 장력
실장력 조절판의 보조 실장력 조정장치 및 주실장력 조절장치의 조정부의 청소
(3) 밑실 장력이 약함
밑실 장력 조정
(4) 불 균일한 밑실 장력
보빈케이스 청소 및 장력조정 스프링 점검
(5) 실의 굵기
품질 좋은 실로 교환
(6) 부적절한 바늘과 훅 타이밍
바늘과 훅 타이밍 재 조정
(7) 훅의 급유 부족
수동 급유 스위치를 조작하여 훅에 오일 급유
8) 바늘 부러짐
(1) 바늘의 구부러짐
바늘 교환
(2) 불량한 바늘 사용
(3) 바늘 끝의 마모 또는 변형
(4) 사용 작업 소재나 실해 비해 부적절한 바늘 사이즈 사용
(5) 바늘과 훅 포인트와의 접촉
간격 재 조정
(6) 바늘의 장착 불량
바늘을 바늘구멍에 최대한 위쪽으로 밀어서 장착
(7) 바늘이 침판의 바늘 구멍 주변에 접촉
침판의 나사가 풀어 졌는지 점검
바늘대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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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 록
10-1. 서보 모터 이상 신호 (ALARM)
주1) ALM신호 OFF : 정상상태,

ON : 알람상태

주2) 알람 오작동에 대해
DRIVER와 주변장치의 이상을 검출해서 정상으로 알람이 작동한 경우, 발생한 알람의
내용에 따라 틀림
표시와 발생요인

추정원인

조사와 대책
■ 제동저항값의 확인
사용하고 있는 제동저항의 저항값을 운전하고

제동저항선택 MISS

있는 Driver의 지정값과 일치하는지 확인

Erd01

■ 배선과 저항값의 확인

【과전압】

P1소자와 P2소자를 떼고, 저항값측정, 단선의

주회로 직류부의 전압 제동저항의 단선

없음을 확인

이 DC400V이상이 됨

■ 전원전압의 측정
L1.L2.L3의 각상간 전압을 계정하고 허용범위

전원전압의 이상

Erd02

내임을 확인

■ 배선과 권선저항값의 측정
UWV선 또는 MOTOR권선 UVW소자를 떼고, 각상간의 저항값 측정, 단락
의 단락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과전류】

■ 파라메타 01 에 설정되어 있는 MOTOR 형식을

SDD-C-200AC400WSDD-C-200AC750W-

확인

MOTOR 설정 MISS

파라메타01에 설정되어 있는 MOTOR와 운전하고

주회로 직류부의 전류

있는 MOTOR의 형식이 일치하는지 확인

가 허용값을 넘음
【POWER소자이상】

■ 과부하알람이 발생한 후 냉각시간을 갖지 않
과부하 알람의 반복

고 운전은 재개하면 소자가 파손됨

SDD-C-200AC1K50WSDD-C-200AC4K00W-

■ 제어반에 배열 FAN 을 설치함

POWER소자전류 또는
POWER 소자온도가 허
용값을 넘음

주위온도가 높음
(POWER 소자 이상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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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와 발생요인

추정원인

조사와 대책

단시간 출력 TORQUE가 ■ 과부하시간누적의 확인
큼

(출력 TORQUE[%]-120%x 경과시간[sec]<540
[ex] 출력 TORQUE가 300%일 때는 3초에 알람.

MOTOR 설정 MISS

■ 파라메타 01 에 설정하고 있는 MOTOR 형식을
확인

Erd03

파라메타01에 설정하고 있는 MOTOR와 운전하고

【과부하】

있는 MOTOR의 형식이 일치하는지 확인

출력 TORQUE의 적산치 ENCODER 불량
가 규정치를 넘음

■ 자극신호확인
TEST운전에서 MOTOR를 10r/min정도의 극저속으
로 회전시켜 MOTOR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불
안정하게 회전하거나 정해진 위치에서 정지하
지 않을 경우 ENCODER 또는 CABLE의 불량임.

GAIN조정 부족

■ MOTOR의 움직임을 확인
진동하면서 운전되는 경우, GAIN의 재조정
■ 제동 저항값의 확인
사용하고 있는 제동저항의 저항값을 운전하고

제동저항선택 MISS

있는 DRIVER의 지정값과 일치하는지 확인
■ 제동저항용량의 확인
용량 선정 시 산출되는 정격전력의 제동저항이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

제동저항용량설정

Erd04

MISS

【제동저항과열】
제동저항의 통전시간
이 규정치를 넘음.

■ 제동저항용량의 설정값을 확인
접속되어 있는 제동저항용량이 파라메타 34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배선과 저항값 확인

제동저항의 단선

P1소자와 P2소자를 떼고, 저항값측정,단선확인
■ 전원 전압의 계정
L1.L2.L3의 각상간 전압 허용범위확인
■ 인칭운전 시 감속시간과 정지빈도의 확인

전원전압의 이상

용량선정 시에 적용한 감속시간과 정지빈도에
대해 실제 기계의 동작이 과선정되어 있지 않
은지 확인
■ 연속회생운전시의 회전수와 TORQUE의 확인

용량선정계산 MISS

용량설정 시에 적용한 회생전력계산과 실기의
제동이 과선정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 63 -

표시와 발생요인

추정원인

조사와 대책
■ 파라메타01에 설정되어 있는 MOTOR형식 확인
파라메타01에 설정되어 있는 MOTOR와 운전하고

MOTOR 설정 MISS

있는 MOTOR의 형식이 일치하는지 확인

Erd05

■ MOTOR의 움직임의 확인

GAIN 조정 불량

진동하면서 운전되고 있는 경우 GAIN재조정

【제동저항과열】

■ 자극신호의 확인

제동저항의 통전시간

TEST운전으로 MOTOR자체를 10r/min정도의 극저

이 규정치를 넘음

속으로 회전시켜 MOTOR의 움직임을 확인, 불안

ENCODER 불량

정하게 회전하거나 정해진 위치에서 정지하지
않고, 폭주하는 경우 ENCODER 또는 CABLE의 불
량으로 보임.

SON 신호 없이 지령
PULSE를 줌

Erd06
【위치편차과대】
위치편차 COUNT값이
설정된 값을 넘음

■ SON신호의 확인
시켄스 신호 MONITOR에서 SON신호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속도제한에 지정한 속 ■ 속도제한값과 지령PULSE주파수의 확인
도를

넘은

주파수으 주파수는 아래의 범위 내에 있음.

지령 PULSE를 줌

속도제한[r/min]Xencoderpulse수X4/60>주파수

TORQUE제한에 따른 회 ■ TORQUE제한값 확인
전이 제한된 상태에서 TORQUE제한값은 부하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지령PULSE를 줌
위치편차허용치의

값을 설정합니다.
설 ■ 파라메타 33의 설정값 확인

정이 너무 적음

Erd07

ENCODER CABLE 단선됨 ■ CABLE의 통전을 확인

【ENCODER 단선】
CN2가

■ 신호 LEVEL확인

빠져있거나 ENCODER 불량

ENCODER CABLE이 단선

일 LEVEL이 아닌지를 확인

Erd08
【CPU이상】
CPU의 워치도그타임을

반전신호와 비반전 신호의 전압을 측정하고 동

■ 내부에 이 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않은가?
이 물질 혼입

주위환경에서 이 물질이 혼입되었다고 생각 되
어지는 경우 건조한 바람으로 DRIVER 청소함

동작함

Erd09
【MEMORY이상】
내부 불휘발 MEMORY에

■ 내부에 이 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않은가?
이 물질 혼입

주위환경에서 이 물질이 혼입되었다고 생각 되
어지는 경우 건조한 바람으로 DRIVER 청소함

이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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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와 발생요인

추정원인

조사와 대책
■ 주위 온도의 확인

Erd10

주위 온도가 높다

【FAN과열】

내부 기기의 발열으로 내부의 온도가 상승합니
다.

POWER소자 주위의 히

■ 과부하 알람 발생 후의 냉각시간 확보

터싱크 온도가 90℃을
넘음

제어반의 배열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면 제어반

과부하

과부하 알람 발생 후에 냉각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운전을 재개하면 히터싱크의 온도가 이상
하게 상승합니다.

Erd11

■ 이 기능은 예약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람이

【배터리전압저하】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발생한 경우는 MOTOR선

절대치 ENCODER용 배

택을 바로 해주세요.

터리의 전압이 3.5V이
하로 저하됨
■ ENCODER선택의 설정을 확인

Erd13
【ENCODER 설정

ENCODER 설정 MISS

절대치 ENCODER는 예약기능이 있기 때문에 파
라메터03에는 꼭 2를 설정해 주십시오.

ERROR】
1. 상대치 ENCODER가 ENCODER CABLE 불량

■ ENCODER UVW신호 CABLE의 확인

선택 되었을 때 UVW신

UVW신호가 배선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호가

■ UVW신호 LEVEL 확인

전부 L또는H가

전부 L LEVEL되어 있거나 전부 H LEVEL 되어

됨.
2. 절대치 ENCODER가
선택 되었을 때 절대

있지 않은지 확인
ENCODER 불량

치 ENCODER에서 송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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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컨트롤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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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I/O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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