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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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G B

공작물 직경 
연삭 길이 
클램핑 길이 
리드각 
릴리프 
릴리프 주파수 
휠 직경
휠 폭 
휠 드라이브 
절삭 속도
공작물 속도
 

기술 데이터:

M3 - M27
200
45 - 210

0,05 – 0,4
100
280 – 400
8 - 60
11
80
10 – 1500
 

mm
mm

mm
Hz

mm
mm
kW
m/s

1/min
 

왼쪽 -3°부터 오른쪽 +5°까지

(기술적인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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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나사 탭 연삭 장비인 SGB25는 직선 또는 나선형의 플루트
를 갖는 표준 탭 및 포밍탭의 대량 생산을 위한 CNC 장비입니다.

또한, SGB25는 Reishauer 나사 탭 장비 RGB25의 구조를 바탕
으로 한 견고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검증된 디자인을 사용하며, 확
장된 추가 기능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정밀성을 제공합니다.

이 장비에는 최신 드라이브 기술 및 제어 기술(디지털 서보 드라
이브: Siemens, 길이 및 각도 정밀 측정 시스템: Heidenhain)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SMS의 공작물 특정 사용자 인터
페이스(HMI) 덕분에 대화 시스템에서 CNC 컨트롤러(Siemens 
840D sl)를 매우 손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짧은 설치 시간
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폴리머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장비 본체는 고강도, 열 안정성 및 매
우 우수한 진동감소 등의 장점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나사 및 챔퍼용 세트 롤을 사용해 나사 뿐만 아니라 챔퍼 또한 한
번의 클램핑으로 연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삭 휠은 프로그래
밍된 사이클에 따라 자동 프로파일됩니다. 연삭 휠은 플랜지와 함
께 스핀들에 내장된 밸런싱 유닛의 도움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공
작물은 센터 사이에 고정되며, 사각형의 유압 클램핑 척으로 인해 
워크 드라이브가 움직입니다.

CNC 제어 스트로크 커브 드라이브로 릴리프(HS)의 스트로크, 성
형 및 크기가 공작물에 전송됩니다. 서로 다른, 교체 가능한 릴리
프 커브 사용이 가능합니다.

릴리프 크기는 연삭하는 동안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리드가 전자
적으로 생성됩니다. 장비는 Reishauer 카세트용으로 고안된 최대 
16mm 크기의 정사각형 공작물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공작물 교
체는 통합된 로더를 사용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SGB25의 리드각은 -3° ~ +5°로 확대되었으며, 왼나사 공구의 
제조 또한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

회전축(A축)은 수동으로 조정됩니다.

장 비  정 보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연한 드레싱(챔퍼)을 위한 두번째 드레
싱 축(W축) 확장

확장 패키지: 초경 공구의 연삭

공작물 드라이브 (C축)
공작물 슬라이드 (Z축)
스트로크 커브 드라이브 (B축)
스트로크 커브 조정 (W2축)
연삭 서포트 (X축)
드레싱 축, 반경 방향 (V축)
드레싱 축, 축 방향(옵션) (W축)
냉각 노즐 트래킹 (U축)

리드 p: 3,0 mm
나사산 길이: 35 mm
플루트 개수:  3(나선형)
플루트 각: 38,5°
드레싱(다중 톱니):  다이아몬드 프로파일 롤
사이클 타임:  130초(나사 + 챔퍼)

본 장비에는 최대 8개의 CNC 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공 예시: 나사 탭 M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