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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터 제 트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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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첨단 기술이 새로운 전설을 창조합니다.
차세대를 짊어질 “ZW8100 워터 제트 룸”

 MAX.1,300rpm
＊사양, 직물・사용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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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eave Navigator The Weave Navigator
종래 씨리즈의 기본성능을 계승하여 보다 진화된 다음 세대에

쯔다코마의 워터제트룸 “ZW씨리즈”는 140,000대를 
넘는 판매 실적이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높은 평
가를 받고 있습니다.
 “ZW8100”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워터제트제직의 노
하우를 살려서 차세대를 짊어질 워터제트 룸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고속성, 고품위, 범용성, 조작성 그리
고 환경대책에도 힘을 쏟아 프레임부터 각 부분품까지 
일신했습니다.

고생산성
“ZW8100”은 초고속 성능이 기본임을 인식하여 프레임 
구조・바듸침・개구의 최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신개발의 
단피치 노즐의 탑재로 위입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결
과 종래기계와 비교시 10% 향상된 고속성을 발휘합니다.

고품위
강도 높은 프레임 구조체, 강화된 송출 그리고 직전경사포
경로를 단축함으로써 고밀도성이 향상되어 고속성과 고품
위를 고차원으로 실현합니다. 더욱이PSS-W정지단방지제
어를 채용하여 정지단을 유효하게 경감시킵니다.

양호한 조작성
Weave Navigation� System 을 탑 재 하 여, 조 작 성
도 충분하게 배려했습니다. Navi보드로 거의 모든 설정
을 간단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종래기계보다 와프라인을
40mm낮게하여, 취급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더
욱이 직기정지수복 후 자동 역전 입구맞춤을 하여 기동이 
가능한 점등, 발군의 조작성을 발휘합니다.

범용성 향상
“ZW8100”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 도비, 단피치노
즐, 트윈펌프, 4색 위사선택 조직맞춤으로 세번수부터 태
번수, 소폭에서 광폭, 2종 제직등 언밸런스 조직의 직물까
지 폭넓게 대응합니다.
직전 포경로를 단축함으로써 보다 고밀도로 안정된 제직
이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대책
쯔다코마는 항상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고심해 왔습니
다. “ZW8100”은 위입기구, 개구, 바듸침기구를 재검토하
여 전기소비량을 종래 비교 약5％ 삭감했습니다. 또한 강
도 높은 프레임 구조체와 최적화된 바듸침 구조로 바닥진
동을 종래기계와 비교시 25％ 감소시켰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대책을 제안합니다.

환경과 생산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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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조작성

환경대책

환경대책

고생산성

고생산성

고품위

고생산성 고생산성고품위 고품위
PAT. PAT.

고생산성과 고품위를
　　　　 고차원으로 실현

강도 높은 프레임 구조체
FRONT TOP STAY, BOTTOM STAY, BACK-TOP STAY등 을 강 화 하 여 
고속이면서도 안정된 가동을 실현합니다. 에어백, 2중 제직등의 특수직물도 
트랜스 배스레일 OP  을 채용하여, 효율 좋게 진동 억제를 도모합니다.

쇼트 스트로크 바듸침
종래기계와 비교하여 바듸침 스트로크를 단축하여 제1와꾸 
위치를 직구에 근접시킴으로써 직물품위를 손상시키는 일 
없이 고속성을 발휘합니다. 3색 이상은 6절 링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와프라인
종래기계와 비교하여 와프라인을40mm낮게 
함 으 로 써 경 사 보 수 등 의 작 업 성 을 대 폭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진동저감에도 공헌합니다.종래기

ZW8100제 1 HEALD FRAME
위치

종래기

종
래

기

ZW
81

00

밸런서

　오프셋 록킹 샤프트

바듸폭 190cm이하의 기본적인 사양으로 파이프형의 
오프셋 록킹 샤프트를 준비했습니다. 종래기계와 
비교하여 진동이 낮아지고 양호한 가동이 가능합니다.

오프셋 록킹 샤프트（중수형）

록킹샤프트의 메인축과 밸런스 부분을 분할함으로써 중량 
상승은 억제하면서 고속으로 밸런스가 잡힌 바듸침을 
실현합니다.

ZW8100

ZW8100

종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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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OP
고품위

고품위

범용성 향상

고품위 범용성 향상 양호한 조작성 범용성 향상

환경대책고생산성

PAT. PAT.

충실한 장치군으로
　　　　　　넓은 범용성과 고품위를 추구
전동식 위사 되돌림 장치　

일부 직물에 있어서 노즐로부터 나와 있는 
위사 선단을 되돌려, 자세를 보정하여 
위사간 엉킴을 방지하여 위입을 안정화 
시킵니다.

단피치 노즐 

노 즐 간 거 리 를 단 축 함 으 로 써 No.1
노 즐 과No.2노 즐 간 의 위 입 상 태 의 
차이가 작아집니다. 또한 위입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고속에서도 
안정된 위입을 실현합니다.

극세사용OPF필러 

전용 필러와 앰프의 채용으로 위사 
검지성능을 향상.
종 래 에 곤 란 했 던 33dtex이 하 의 
브라이트사와 모노필라멘트사도 
검지합니다.

OP
고품위
WBS위사 브레이크　

위입 종료시에 발생되는 피크텐숀을 
대폭 경감시켜 고속가동시의 강연사 
직물의 요철 일어남을 균일하게 합니다. 
또한 가공사직물의 위사 갈라짐, 위사 
늘어짐을 방지합니다.

    FDP-AⅢW전동드럼저류

고속 추종성이 뛰어나, 원사를 적극적으로 
세퍼레이트하는 송출 기구를 장비하여 
태번수등의 원사에도 간단하게 저류, 
해서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위사 종류에 
대응합니다. 또한 위입의 길이에 따라서는 
드럼경을 원터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트윈펌프 OP

캠구동 전용축을 마련하는 등, 레이아웃을 
다시 행하여 고속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종, 태번수를 사용한 
부 가 가 치 직 물 의 고 속 안 정 가 동 을 
실현합니다.

RDP측장저류장치

위사에 걸리는 최대장력이 작기 때문에 
1색의 고속가동임에도 직물의 고품위를 
유 지 합 니 다. 레 귤 러 사 는 물 론 
유 연 사・테 슬 론 사・넵 사・루 프 사 등 의 
차별화 직물에 적합합니다. 인버터 제어 

OP  로 적절한 풍량 조정이 가능하며 
에너지 절감을 도모합니다.

SDP측장저류장치

위사저류용 블로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폭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위사에 
걸리는 장력이 낮아서 측장량의 불균형도 
최소가 됩니다.

더블 스테빌라이저 
채용으로 수속성이 
향상됩니다.

전동식 위사 
되돌림 장치 

WBS

OP 는 옵션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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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성 향상

범용성 향상

ELO（전동송출）ETU（전동권취）로 
고품위를 고차원으로 실현합니다.

ZW8100

종래기

고품위
고밀도성 향상　　

직전의 포경로 길이를 단축함으로써 보다 고밀도로 안정된 
제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직전경사

직구로부터의 포경로에 경사를 줌으로써 2종직물등 언밸런스 
조직직물에도 직구의 상하운동을 일으키는 일 없이 안정되게 
제직합니다. 바듸보호기능 OP  과의 병용도 가능합니다.

최적의 개구로 폭넓은 직물에 대응합니다.
■　크랭크 개구　8장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　적극캠 개구

■　적극・소극 도비 개구

■　ECS 평조직 전용 적극캠 개구 장치 OP

소 비 전 력 이 적 은 쯔 다 코 마 의 적 극 캠 개 구 는 케 이 블, 
와이어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메인터넌스도 용이합니다. 
에어백등의 고밀도 직물에 적합합니다.

ECS 평조직 전용 적극캠 개구장치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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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ve Navigation®System

OP

고품위

고품위 고품위

PAT.

PAT. PAT.

OP 는 옵션을 나타냅니다 .

PSS-W 정지단 방지제어

장력보정
직구보정

APF-W 자동입구맞춤

속도보정

ETU
속도보정
ELO 속도변동제어

정지중 기동준비 기동후

종래의 재기동 직전의 직구제어（킥백）와 더해ELO/ETU를 연동시켜서 
기동직후의 속도 보정으로 직구 이후의 단을 경감시킵니다. 또한 직기 
정지중에 저하 변화된 경사를 초기동 직전으로 보정합니다.
기동직후의 ELO속도 변동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번 직물에 정지단 설정의 용이화를 목적으로 한 표준설정 모드와 
난이도가 높은 직물에 보다 상세하게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상세 설정 
모드인 2개 모드가 있습니다.

고품위
초기동 모터

초기동 모터는 제직 토르크의 초고속배율화를 
실현. 정지단, 퍼스트 피크의 위사가 느슨해짐을 
방지합니다. 크랭크 샤프트에 직결된 대용량 
전 자 브 레이 크 는 확 실 한 정 위 치 정 지 를 
실현합니다.

토르크

피크
퍼스트 피크

직각형CC스핀들

캐치코드사의 떨림이 없어져서 캐치 
미스가 감소되었습니다.

적극 이징

경사개구로부터 발생되는 원사의 길이 
변화를 개구시에 적극적으로 보정합니다. 
직구의 안정・밀도 확보에 효과가 있습니다. 
메인터넌스가 간편해 집니다.

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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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ave Navigator

Weave Navigation SystemR

RRRRRRWeave Navigation System

궁극의 제직지원
쯔다코마는 고속・고품위의 추구와 함께 당사가 축적해 
온 여러 가지 원단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보다 높은 수준에 이끄는 
“Weave Navigator” 구상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Weave Navi®

직기 운전중에 가동상태를 감시하고 모든 상황에 
맞추어 가동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 제직조건으로
안내합니다.

Self Navigation
충실한 자기진단기능과 메인터넌스 정보 
표시로 메인터넌스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계측기 없이 필러와 송출의 조정이 가능
합니다.

TLM
쯔다코마・룸・

모니터링 시스템

Tune Navigation
직물조건, 직기사양에 맞추어서 최적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설정합니다. 경사 장력의 자동설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텐숀롤 높이, 개구량, 개구 타이밍등의 기계적 설
정의 추천 표시・직물 조건에 맞춘 기계적 설정 조건을 
제안합니다.

Trace Navigation
문제해결 화면에 정지단 조정등의 복수개
소에 걸친 조정 항목을 한 개의 직감적인 
조작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
니다.

는 옵션을 나타냅니다 .

ZW8100カタロ�（韓国語）2015.indd   8 2015/06/22   14:30



99

OP

양호한 조작성
OP

PAT.

양호한 조작성으로
 품질의 안정과 생산성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APF-W 자동입구맞춤

직 기 정 지 후, 자 동 적 으로 역 전 입 구 맞 춤 을 행 하 는 
기능으로써 정대원인 복구 후 직기재기동시의 자동 
입구맞춤 스타트와 맞추어서 작업자의 누름버튼의 조작이 
줄어들게 되어 작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역전입구맞춤 
정지위치는 정지대 원인별(위사정대와 위사정대외)로 
설정 가능합니다.

AJC-W 위입자동제어 

경사장력 파형 표시

네트워크 대응
TLM 쯔다코마・룸・모니터링 시스템

Navi보드 에 탑 재 된  LAN포 트 를 이 용 하 여 이 써 넷 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축 가능한 LAN시스템입니다. 직기의 
가동상황의 모니터링은 물론 쌍방향 통신기능은 직기간의 
설정조건과 도비 패턴의 전송등이 가능해집니다.
 (주)   Weave Navi�기능・설명・파트 카탈로그의 열람은 TLM 사용이 전제가 

됩니다.

저장력에서 고장력까지
안정된 장력제어를 실현합니다.

준비공정은 직기의 가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계 톱 클래스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싸이징 머신을 
시작으로 준비 기계군으로 소로트 대응, 어지럽게 변화
하는 시장 니즈에도 정확하게 대응하여 제직을 종합적
으로 지원합니다.
필라멘트 싸이징 머신으로 세계 톱 실적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범용성
저장력 제어와 함께 폭넓게 안정된 장력제어가 가능

품질
오토 튜닝 기능 부착 건조실 온도제어로 최적 건조

생산성
사속300m/분, 500m/분
생산량에 대응한 호부착 건조

조작성
Sizing Navigation System 채용
T-MDS에 의한 각종 조정

에너지 절감
열풍 순환량의 인버터 제어로 최적송풍

TSE 씨리즈　
필라멘트 싸이징 머신

“T-Tech Japan”
제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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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양・도면・사진등은 개량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진은 일부 옵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　양
항목 사　양 옵션

바듸폭
호칭（cm） 170, 180, 190, 210, 230 150
유효바듸폭 호칭바듸폭−(0〜50cm） 호칭바듸폭−60cm, 80cm

위사선택 1색, 2색자유

원동

기동방식 초기동 모터구동
모터용량 2.2kW, 3.0kW, 3.7kW

운전조작
전자브레이크에 의한 정위치 정지
누름버튼조작（준비・운전・정지・정전인칭・역전인칭・역1회전 정위치 정지）

APF-W자동입구맞춤
（2색이상）

바듸침 크랭크식 멀티소드 바듸침 기구,오일배쓰순환방식

위입

펌프방식 플렌저형 스프링 가압방식 트윈펌프
노즐 링노즐스테빌라이저방식（쎄라믹 니들）

측장저류
SDP고정드럼 측장저류장치（1색）
RDP회전드럼 측장저류장치（1색）
FDP-AⅢW전동드럼측장저류장치（2색, 3색, 4색）

WBS위사 브레이크
전동식 위사 되돌림 장치
AJC-W위입자동제어

개구
크랭크식 평개구： 4장형, 6장형
캠개구： 상치 적극캠10장형
도비개구： 상치 소극 도비16장형, 상치 적극도비16장형

크랭크식 평개구：8장형
ECS 1/1전용캠 개구

송출

ELO전동송출, PSS-W정지단 방지제어 적극 이징 장치
최대장력 2300N, 4000N, 6000N
간정 표준
플랜지경 800mm, 914mm, 1000mm

권취
ETU전동권취

포권경 520mm 별권취장치
포권경로 S권직전경사, S권, F권 바듸보호부착 직전경사

급사스탠드 바닥설치 위사
변조직 유성 톱니식 비틀림
사단처리 스핀들가연방식 사단처리 전용개구장치
커터 기계식 커터
템플 상치2바렐2링 전폭 템플
제수 슬릿튜브흡수방식

정지장치
위사절단 OPF광필러 적극 세번용 필러

정대원인표시
Navi보드에 의한 메시지 표시
다기능4등식정지표시램프

위브・네비게이션・
씨스템

Navi보드
자동조건설정・추천치 표시, 최적가동조건안내,
자동제어, 트러블 슈팅, 자기진단기능, 가동정보표시,
유지보수 정보표시등

네트워크 대응
제직어드바이스, 취급설명서・파츠카탈로그 일람
TLM쯔다코마룸 모니터링 씨스템

에너지 절감화
APR-Ⅱ위사자동보정장치
스피드 컨트롤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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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도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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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에 따라서는 치수가 다른 경우가 있기에 최종 확인은 당사에 연락 주십시오.

바듸폭 A B W
(2C FDP-AⅢW)

W
(1C SDP, RDP)

170cm 1700 2310 3610 3060
180cm 1800 2410 3710 3160
190cm 1900 2510 3810 3260
210cm 2100 2710 4010 3460
230cm 2300 2910 4210 3660

 

플렌지　φC  800  914 1000
포권경　φD  520  520  520
L（표준） 1810 1923 2001

A

φ
C

φ
D

A

B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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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8650  石川県金沢市野町5丁目18番18号
　

www.tsudakoma.co.jp

1909년 창업이래 쯔다코마가 계속 이어온 것.
그것은 제직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탐구심.

고생산성・고품위・에너지 절감등 기본을 중시하면서
다색・광폭・고부가가치등 시대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여

끊어지지 않는 직물 세계를 리드해 왔습니다.

쯔다코마는 차세대를 짊어질“Dream Navigator”로써
항상 시대를 개척하여

뛰어난 섬유기계를 계속 생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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