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S Maschinenbau GmbH
Brunnenstrasse 117 - 119 · D-72461 Albstadt · Telefon +49(0 )7432/98408-0 · Fax +49(0 )7432/98408-21

www.sms-gmbh.de · sms@sms-gmbh.de

H D M

H D M - S



장 비  정 보 P R O D U C T  I N F O R M AT I O N

The HDM is equipped with the latest drive and control techno-
logy (digital servo drives: Bosch-Rexroth). Thanks to the work-
piece-specific user interface by SMS (HMI), the CNC control 
system (Bosch Rexroth MTX) can easily be programmed by 
the operator in the dialogue system and allows for short setup 
times. The use of a linear motor drive for the radial support that 
executes the lifting movement as well as the infeed (patented), 
stroke frequencies of up to 15 strokes per second (depending on 
hob geometry) can be achieved. As a result, users can for the first 
time avail of a CNC relieving lathe with unmatched productivity. 

The HDM-S is equipped with the latest drive and control tech-
nology (digital servo drives: Bosch-Rexroth). Thanks to the 
workpiece-specific user interface by SMS (HMI), the CNC con-
trol system (Bosch-Rexroth-MTX) can easily be programmed 
by the operator in the dialogue system and allows for short 
setup times.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HDM and the HDM-S:

The HDM-S version uses a hydrostatic lead screw for the 
X-axis. In addition, both the X-axis as well as the C-axis are 
supported by in hydrostatic bearings 

The use of hydrostatic round and axial guides results in a ma-
chine that is optimized in terms of vibration performance. Wear 
at the bearings is avoided. As a result, hobs with module up to 
16 mm (geometry-dependent up to modulus 20) can be relief 
turned and the maximum workpiece diameter can be increa-
sed to 310 mm

The construction of the HDM-S therefore makes it particularly 
suitable for relief turning large-module hobs with higher levels 
of removal during machining. The optional coolant arrange-
ment conveys a cooling facility with chip conveyor as well as 
magnetic separator.

HDM에는 최신 드라이브 및 제어 기술(디지털 서보 드라이브:
Bosch Rexroth)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SMS의 공
작물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HMI) 덕분에 대화 시스템에서 
CNC 컨트롤러(Bosch Rexroth MTX)를 매우 손쉽게 프로그
래밍할 수 있으며, 짧은 설치 시간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로크 운동 및 인피드식으로 실행되는(특허) 레디얼 서포트 
드라이브로 리니어 모터를 사용함으로써(커터 구조에 따라) 스
트로크가 초당 최대 15 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에 사용자는 
전례없는 생산성을 갖춘 CNC 릴리프면 절삭 선반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HDM-S에는 최신 드라이브 및 제어 기술(디지털 서보 드라
이브: Bosch Rexroth MTX)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SMS의 공작물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HMI) 덕분에 대화 시
스템에서 CNC 컨트롤러(Bosch-Rexroth-MTX)를 매우 손쉽
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짧은 설치 시간을 가능하게 만들
어줍니다.

표준 HDM과 HDM-S의 차이점:

HDM 버전에서는 X축을 위해 정압 나사 스핀들이 사용됩니다. 
또한 X축 및 C축은 정압식으로 베어링되어 있습니다. 

정압식 반경 및 축 방향 가이드를 통해 장비에서는 기술적으
로 최적의 진동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어링의 마모가 
방지됩니다. 이로 인해 최대 16mm(구조에 따라 20) 모듈을 
포함한 밀링 커터로 선삭할 수 있으며, 공작물의 최대 직경은 
310mm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HDM-S는 가공중 높은레벨의 제거로 큰 모듈 호브에 대한 릴
리프 터닝에 더욱 적당합니다.
선택적인 쿨런트 장착은 자기분리기와 더불어 칩 컨베이어로 
냉각설비로 옮깁니다.



HDM & HDM-S 타입의 CNC 호브 릴리빙선반은 SMS만이 제작 
가능한 스페셜 장비입니다. 기어호브, 랙컷터, 크리스마스트리컷
터 그리고 이와 비슷한 툴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알맞은 기본구조
로 높은 생산성과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
라인 선삭: 폼 커터, 리드 커터등의 라인식 선삭용 소프트웨
어

냉각 유닛: 칩 컨베이어 및 자기 분리기가 있는 냉각 설비

The CNC-hob relieving lathes of the types HDM & HDM-S 
(reinforced version of the type HDM) are special machines 
available exclusively from SMS that are designed in parti-
cular for profile relief turning of gear hob, rack cutters and 
christmas tree cutters and similar tools from solid material or 
pre-machined material. Due to their stable basic structure, 
the machines enable very high productivity and accuracy.

Available options:

공작물 드라이브:  (C축)
축방향 서포트:  (Z축)
리프트 및 인피드 슬라이드:  (X축)

이 장비에는 3개의 CNC 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Line turning: Software for line turning of form cutters, 
hobs, etc.

Special retainers for replaceable lathe tools

Workpiece drive:  (C-axis)
Axial support:  (Z-axis)
Lift and infeed slide:  (X-axis)

The machine is equipped with 3 CNC axes:

모듈:  2
길이:  130mm
외경:  90mm
줄수:  1
날수:  12
사이클타임:  19분

HDM 가공예시: 호브 릴리프 터닝 Machining example HDM: Relief turning of Hob
Module: 2 mm
Lenght: 130,0 mm
Diameter: 90 mm
Number of starts: 1
Number of flutes: 12
Cycletime: 19 min



HDM/S 기술 데이터 TECHNICAL DATA FOR HDM / S

공작물 최대 외경
터닝 최대 길이
클램핑 최대 길이
모듈
공작물 최대 무게
공작물 최대 RPM
릴리프 스트로크

Workpiece diameter max.
Turning length max.
Clamping length max.
Module
Workpiece weight max.
Workpiece RPM max.
Relief strokes

mm
mm 
mm
mm
kg
1/min
Hz

220
630 
1.000
0,5 - 8
200
70
15

310
630 
830
5 - 16
300
50
10

Dim. HDM HDM-S

(기술적인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technical change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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