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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CNC 프로파일링 장비 타입 PM400:
2개의 CNC축(회전 슬라이드)
이송 범위 수평/수직
연삭 휠 직경

110 x125
최대 400

CNC 드레싱 유닛 타입 1:
2개의 CNC축(회전 슬라이드)
이송 범위 수평/수직

110 x 220

CNC 드레싱 유닛 타입 2:
2개의 CNC축(회전 슬라이드)
이송 범위 수평/수직

65 x 65

(기술적인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SMS Maschinenbau GmbH
Brunnenstraße 117 - 119 · D-72461 Albstadt · Telefon +49(0 )74 32/9 84 08-0 · Fax +49(0 )74 32/9 84 08-21
www.sms-gmbh.de

장비 정보
"드레싱 기술“ 영역에서의 SMS Maschinenbau GmbH의 개발
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프로파일링 장비(타입 PM 400)와 더
불어 두 개의 CNC 드레싱 유닛도 포함합니다.
이 드레싱 유닛은 특히 SMS 연삭기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
나, 다른 연삭기의 개조시 개별 유닛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드레싱 유닛이 각 장비의 작업장에서
통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기존 Reishauer
나사 연삭기 또는 개조되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최신 CNC 드
레싱 기술을 부분적으로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
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
다양한 드레싱 장치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에 적응
PM400: 세라믹 바인딩 다이아몬드 연삭 휠의 프로파
일링을 위한 특수 CNC 크러시 시스템 공급 가능

SMS EDM

유닛은 높은 안정성을 보이며 매우 정밀하게 제조 및 장착되어
있어, 드레싱이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내장 측정 시스템(Heidenhain) 및 역동적인 디지털 서보 드라
이브(Indramat)의 장착은 이 유닛에 최신 드라이브와 제어 기
술을 마련합니다. 사용자는 SMS의 공작물 특정 사용자 인터페
이스(HMI) 덕분에 대화 시스템에서 CNC 컨트롤러(Bosch Rexroth MTX)를 매우 손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짧은 설치
시간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삭 휠 프로파일 및 필요한 CNC 드레싱 프로그램의 계산을 위
해, 공구 및 톱니바퀴 제조를 위한 고성능의 CAM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CNC 드레싱 기술은 다양한 프로
파일 형태의 정밀한 드레싱을 보장하기 위해 뛰어난 유연성을 가
능하게 만듭니다.
CNC 드레싱을 위해 회전 다이아몬드 폼 롤이 장착된 HF 모터
스핀들이 사용됩니다. 또한 기존 단일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장
치를 사용하여 드레싱이 가능합니다. 다날(multi-teeth) 휠 프
로파일을 위해 다이아몬드 프로파일 롤 장치가 드레서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상기 모든 유닛은 드레싱 유닛의 전면 패널에 장착
되며, 상호 교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SS 프로파일 롤
을 사용한 다이아몬드 휠의 크러시를 위해 크러시 유닛도 공급
될 수 있습니다.

연마휠 수명연장
연마공정중 피드 두배
Open-pored 연마휠이 직접 사용가능
최소 내부 R – 0.07mm
최소 외부 R – 그래인 사이즈 + 바인딩 메터리얼
싱글 연마휠에 멀티 프로파일
최적의 연마휠 기하학 및 지형학
미크론 단위의 치형 정도
2D 컨투어 스펙을 사용한 간단한 프로그래밍
DXF, DWG 등
전자동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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