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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SO 선삭	인서트	일람표

Tiger·tec® Silver 재종	및	형상

네거티브	기본	형상 포지티브	기본	형상

 좋음  보통  좋지	않음

WPP30S
Tiger·tec® Silver

WPP20S
Tiger·tec® Silver

WPP10S
Tiger·tec® Silver

내
마
모
성

인성

강재	가공 ISO P

WPP05S
Tiger·tec® Silver

 좋음  보통  좋지	않음

WKP30S
Tiger·tec® Silver

WKK20S
Tiger·tec® Silver

WKK10S
Tiger·tec® Silver

내
마
모
성

인성

 좋음  보통  좋지	않음

내
마
모
성

인성

WSM30S
Tiger·tec® Silver

WSM10S
Tiger·tec® Silver WSM20S

Tiger·tec® Silver

WMP20S
Tiger·tec® Silver

WSM01

MP4: 일반	가공, 카피	선삭	가공용
FP6: 예비	정삭	가공용

MM4: 일반	가공, 카피	선삭	가공용
FM6: 예비	정삭	가공용
1 전주면	연마

1 HE = 서멧	코팅

RP5: 일반	가공용
RP7: 단속용, 주조면/단조면

주철	가공 ISO K

스테인레스강 IS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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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기본	형상	

포지티브	기본	형상
PCD

 좋음  보통  좋지	않음

내
마
모
성

인성

WDN101

WNN102

WK13

1 DP = 다결정	다이아몬드 (PCD)
2 HC = 초경	코팅	(PVD – HIPIMS)
3 HW = 초경	논코팅

포지티브	기본	형상
초경

포지티브	기본	형상

NMS: 일반	가공용
MS3: 절삭	압력이	낮은	가공

MM4: 일반	가공, 카피	선삭	가공용
FM6: 예비	정삭	가공용
1 전주면	연마

1 전주면	연마

1 전주면	연마

 좋음  보통  좋지	않음

내
마
모
성

인성

WSM30S
Tiger·tec® Silver

WSM10S
Tiger·tec® Silver WSM20S

Tiger·tec® Silver

WSM01

고내열	합금강과	티타늄	합금강 ISO S

비철금속 IS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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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코발트, 철,  
티타늄	계열	합금

니켈, 코발트, 철	계열	합금

티타늄	계열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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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_FM5, MM5 및 RM5 형상

ISO M 및 ISO S 소재	작업	시		
냉각	효과	및	공구	수명	극대화

고객	혜택
	– 최적의	냉각	효과	및	최고의	생산성	발휘
	– 이중	포지티브	매크로	형상을	통해	노치	형성	및	크레이터	마모	발생이	억제되어		
공구	수명	최대	두	배	향상

 – PVD-Al2O3 단열	코팅층을	통해	높은	내마모성	발휘	및	공구	수명	극대화
	– 정밀	냉각	방식	또는	일반	냉각	방식의	표준 ISO 선삭	툴	홀더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가공	시	버	발생과	구성인선	발생	방지

형상
FM5 – 정삭	가공
	– 칩	브레이킹	최적화
	– 가공	절삭	조건:  
f: 0.03–0.25 mm  
ap: 0.1–2.0 mm

MM5 – 중삭	가공
	–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형상
	– 가공	절삭	조건: 
f: 0.1–0.4 mm  
ap: 0.5–4.5 mm

RM5 – 황삭	가공
	– 칩	아래쪽으로	절삭유		
분사	최적화
	– 가공	절삭	조건:  
f: 0.20–0.60 mm  
ap: 1.0–5.0 mm

가공	범위
우선	적용	범위
ISO M – 스테인리스강 
	–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예: DIN 1.4571 / AISI 316Ti) 
	– 듀플렉스강(예: DIN 1.4462 / AISI 318LN)

ISO S –	내열	합금강	
	– 니켈	계열	합금강(예: Inconel 718) 
	– 코발트	계열	합금강 

차선	적용	범위	 
ISO P – 강재 

절삭	재종: WSM10S, WSM20S, WSM30S, WMP20S 그림: 방사	형상 RM5

NEW:  
절삭	상면	냉각

NEW:  
이중	포지티브	매크로	형상

NEW:  
방사	형상	절삭유		

통로	포함

RM5 형상

powered by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주절삭날

주절삭날

주절삭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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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개요: ISO M

네거티브	기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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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 MM5	기본	형상: CNMG, DNMG, SNMG, TNMG, VNMG, WNMG
 – RM5 기본	형상: CNMG, DNMG, SNMG, TNMG, WNMG

절삭	재종
 – Tiger·tec® Silver PVD-Al2O3	절삭	재종: WSM10S, WSM20S, WSM30S 
 – Tiger·tec® Silver CVD 절삭	재종: WMP20S

Tiger·tec® Silver PVD 
Al2O3	단열	코팅층을	통해		
초경으로	유입되는	열	감소

경쟁사
기존 PVD 층으로	인해	초경에		
유입되는	열의	양이	많음

절삭날

칩	말림

가
공
물

칩	말림

절삭날

가
공
물
좋음 보통 좋지	않음

내
마
모
성

인성

WSM30S
Tiger·tec® Silver

WSM10S
Tiger·tec® Silver

WSM20S
Tiger·tec® Silver

ISO M/S

WMP20S
Tiger·tec® Silver

재종	개요: ISO M

DNMG-FM5

CNMG-MM5

WNMG-RM5

산화	알루미늄층을	활용한 PVD 기술

 = 온도 = 산화	알루미늄(Al2O3) = 기존 PVD층    

7Walter – ISO 선삭



새로운 기술

_WALTER TURN 공구 

새로운	정밀	냉각	방식	적용: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절삭유	공급	방식 –  
한치의	오차	없이	가공	효율	향상

고객	혜택
 – 30–150 % 공구	수명	향상
 – Plug & Play: 공구에	간섭	곡면이	없고	절삭유	압력	10 bar부터	적용할	수	있어		
기존	장비	사용	가능
	– 공구	수명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절삭	속도	최대	두	배	향상

가공	범위
	– 스테인리스강(ISO M), 내열	합금강(ISO S)	및	강재(ISO P) 
	– 최대	절삭유	압력이 10 bar ~ 150 bar에	이르는	곳에		
적용	가능
	– 특히 40 bar 이상의	압력에서	칩	배출성	개선
	– 절삭유	공급을	통해	칩이	제거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공		
가능(예: 멀티	스핀들	가공장비)

정밀	냉각	방식의	Walter Capto™ 공구 그림: C6-DCLNR-45065-16-P

절삭	상면에서의	정밀	냉각을	
통해	공구	수명	극대화	및		
칩	브레이킹	영역	확대

리지드	클램핑	방식으로		
높은	공정	안정성

여유면에서의	정밀	냉각을	통해		
절삭	속도	및	공구	수명	향상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절삭유	
압력 10–150 bar

신제품
 – 4개의	절삭유	홀을	보유한	절삭유	클램프로	냉각	효과		
극대화
	– 인서트 CNMG16, CNMG19에	사용	가능

공구의	특장점
	– 클램프와	여유면	쪽에서	직접	절삭유	공급
 – 4각	섕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절삭유	공급	가능:  
어댑터/4각	섕크(A2120-P / A2121-P)에서	직접	또는  
G1/8"	나사	방식의	절삭유	호스	세트(K601)를	통해		
절삭유	공급
	– 공구	버전:  
4각	섕크 20 –25 mm, Walter Capto™ C4–C8

powered by

절삭유	홀 2개  
CNMG12 등에	사용		
그림: PK265R

절삭유	홀 4개  
CNMG16	등에	사용		
그림: PK267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클램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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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방사	형상:
새로운	방사	형상의 FM5, MM5, RM5 및 MS3은	절삭유가		
칩	아래쪽으로	직접	공급되어	절삭날에	더	가깝게		
분사됩니다.

기술
정밀	냉각:
정밀	냉각	방식의	공구는	어댑터, 선삭	툴	홀더	및	인서트		
형상이	최적의	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유면	냉각

절삭유	통로  
RM5 형상

칩	아래쪽으로		
절삭유	직접	분사

그림: 4각	섕크 DCLN-P, VDI 어댑터 A2120-P 및 RM5 방사	형상

절삭	작용이	일어나는	곳:
정밀	냉각	방식을	통해	절삭유가	절삭	작용이	일어나는	곳에	
최대한	가깝게	수평으로	분사됩니다. 이를	통해	절삭유		
압력이 10 bar 이상만	되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	안정성:
리지드	클램핑	방식으로	인서트를	인서트	시트	아래	및		
뒤쪽으로	누릅니다. 이를	통해	강력	절삭	및	황삭	작업	시		
인서트가	풀리지	않고	정밀하게	정	위치에	고정되고,  
가공	부품의	치수를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9Walter – ISO 선삭



NEW

_HIPIMS-PVD 절삭	재종 WSM01

최강의 WSM01 – 까다로운	가공에 1순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절삭	재종

고객	혜택
	– 고인장력의	소재에서	공구	수명	극대화
 – HIPIMS	코팅을	통해	최상의	표면	조도	발휘	
	– 길어진	공구	수명으로	고품질의	가공물	배출

절삭	재종: WSM01 그림: DCGT – FM2  WSM01

가공	범위
주요	적용	범위:

 – ISO S – 예: Inconel 718	소재의	엔진	부품	정삭
 – ISO M – 예: 1.4462 듀플렉스강	소재의	밸브

차선	적용	범위:
 – ISO P – 예:	공구강의	미세	정삭
 – ISO N – 예:	고광택	선삭
 – ISO H – 예: 56HRC의	고경도강	가공

절삭	재종
 – PVD-HIPIMS 코팅	기술로	매끄러운	표면
	– 절삭날을	날카롭게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층간	결합도		
발휘
	– 고경도, 내마모성이	높은	초미세	입자	초경	모재

형상
	– 네거티브	기본	형상: MS3, NMS, NRS
	– 포지티브	기본	형상: FM2, MM4, MN2

고경도	초미세	입자의		
초경	모재

절삭날을	날카롭게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층간	결합도

HIPIMS-PVD 코팅이	적용되어		
매우	매끄러운	표면	조도

인성

경
도

WSM01

ISO K

ISO M

ISO P

새로	출시된 WSM01 절삭	재종은	기존	초경	모재보다		
강도가	높으면서도	인성이	강해졌습니다. 

표면	조도	비교:

초경	성능	비교 – 절삭	재종 WSM01:

HIPIMS-PVD 공정(WNN10):  
매우	매끄러운	표면

표준 PVD 공정:  
표면	도플릿(Droplet) 형성

HIPIMS	표면	및	머리카락	구조		
직접	비교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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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5°

NEW

_HIPIMS PVD 절삭	재종 WNN10

신규	출시된 HIPIMS 절삭	재종으로		
완벽한	성능	발휘

고객	혜택
	– 표면	조도	및	치수	안정성	매우	우수
	– 새로운 WNN10 절삭	재종을	통해	높은	공정	안정성	유지	
	– 층간	결합도가	매우	뛰어나	박리	현상이	없고	마모가	균일하게		
진행됨
	– 표면	조도가	개선되어	접착성(점착력)이	높은	소재에서	공구	수명		
증대

절삭	재종: WNN10 그림: 형상 FN2

형상
FN2 – ISO N 정삭	가공을	위한		
포지티브	인서트:
	– 전주면	연마처리된	정삭용	인서트
	– 절삭	저항	낮음
	– 절삭	상면	폴리싱	처리
	– 축이	길고	얇아	진동이	발생되는	작업

MN2 – ISO N 중삭	가공을	위한		
포지티브	인서트:
	– 비철금속	소재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전주면	연마처리된	날카로운	절삭날
	– 절삭	상면	폴리싱	처리
	– 강재	및	스테인리스	소재	정밀	정삭	작업

가공	범위
우선	적용	범위
	– 정삭	및	황삭	가공: 
ISO N	합금 
알루미늄 합금(예: 3.2382, AlSi10Mg(Fe)) 
구리 합금(예: 2.0265, CuZn30) 
마그네슘 합금(예: 3.5200, MgMn2)

차선	적용	범위
	– 소형	부품의	정밀	정삭	가공:  
ISO P (강재)  
ISO M (스테인리스강)  
ISO S (내열	합금강) 
	– 정삭	및	황삭	가공: 
ISO O (열경화성	수지	및	열가소성	수지)

HIPIMS 공정	방식이	적용되어		
매우	매끄러운	표면	조도

전주면	연마처리된	날카로운	절삭날을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코팅층	결합력

새로운 HIPIMS-PVD	고경도	코팅층으로		
경도	및	기계적	특성	개선

주절삭날

주절삭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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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EW

_MS3 형상 

낮은	절삭	압력과	높은	공구	수명의		
이상적인	조합

고객	혜택
	– 가공물에	버가	발생하지	않음
	– 절삭날이	날카로워	가공	시	구성인선	발생이	적음
	– 낮은	절삭	압력으로	불안정한	가공	조건에	적합
	– 방사	형상	및	굽은	절삭날	디자인으로	절삭날에	직접	절삭유	분사	

형상
	– 중삭	및	예비	정삭	가공에		
적합
	– 가공	절삭	조건:  
f: 0.10–0.40 mm  
ap: 0.6–3.0 mm 

절삭	재종
HIPIMS-PVD 절삭	재종: WSM01 
	– 내열	합금강
	–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예: DIN 1.4571 / AISI 316Ti) 

PVD-Al2O3 절삭	재종: WSM10S, WSM20S
	– 내열	합금강
	–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 자동식	선반	및	멀티	스핀들	가공장비에서	가공	

CVD	절삭	재종: WPP10S, WPP20S
	– 순철
	– 긴	가공	접촉	시간용
	– 최고의 내마모성

가공	범위
	– 돌출부가	길거나	박막	구조의	불안정한	부품을		
가공할	경우	이상적
	– 절삭	압력이	낮아	진동	발생	억제

주요	적용	범위: 
 – ISO S: 내열	합금강, 니켈	계열	합금강(예: Inconel 718), 
코발트	계열	합금강

차선	적용	범위: 
 – ISO P (강재)
 – ISO M (스테인리스강)
 – ISO N (비철금속)

인서트
	– 칩	그루브가	포함된	네거티브	신터급	및	그라인딩	버전
	– 기본	형상: CNMG, CNGG, DNMG, DNGG, TNMG, VNMG, VNGG, 
WNMG
	– 코너 R: 0.1 / 0.2 / 0.4 / 0.8 mm

절삭	재종: WSM01, WSM10S, WSM20S, WPP10S, WPP20S 그림: 형상 MS3

절삭날이	매우	예리한		
네거티브	인서트

새로운 HIPIMS-PVD	코팅층으로		
경도	및	기계적	특성	개선

방사	형상:  
절삭	상면의	절삭유	통로

주절삭날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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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대

_인서트의	새로운 ISO 형상

선삭	작업	시	생산성	및	활용도	증대

고객	혜택
	– 다양한	작업에	폭넓게	사용	가능한	제품군
	– 정삭, 황삭	및	홀	가공에	적합
 – Walter 코팅	기술로	생산성	극대화

가공	범위

ISO 형상

신제품

TPMR... / TPGN...
	– 낮은	이송	속도	및	얕은	절입	깊이로	선삭 & 드릴	및	보링	작업	시	정삭
	– 매우	예리한	절삭날	및	우수한	표면	조도	유지
 – 11°	여유각을	통해	낮은	절삭	압력

TPGN…TPMR…

RNMA…RK5
	– 주철	및	강재	구성	부품의	황삭
	– 비용	대비	효율성	증대
	– 고이송	속도	유지	및	우수한	표면	조도	실현	가능

RNMG…RP5
	– 강재	및	주철	소재의	황삭
	– 중속	이송	속도	및	중간	절입	깊이

RNMG...-RP5RNMA...-RK5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DCGT11T302-MM4
	– 장축	선반	또는	멀티	스핀들	가공장비에서	소형	부품	생산
	– 작은	코너 R로	인서트의	절삭	압력이	줄어들어	불안정한	가공물	작업에		
적합

DCGT11T302-MM4
DCGT11T304-MM4
DCGT11T308-MM4

NEW

CP...0502... / CP..04T1..
	– 최상의	칩	컨트롤로	직경이	작은	홀	정삭	작업
	– 주요	응용	분야: 보링툴, 보링바		

CP...0502... CP…04T1…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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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혜택
	– 검증된	기술로	경제적인	가공	실현
	– 다양한	소재에	적용	가능하며	우수한	신뢰성
	– 공구	수명	증대	및	최대 250 m/min에	이르는	절삭	속도

가공	범위
	– 다양한	재종	및	작업에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한		
인서트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개별	부품	생산	및		
기타	산업

주요	적용	범위: 
 – ISO P (강재)

차선	적용	범위:
 – ISO M (스테인리스강)
 – ISO K (주철	소재)

절삭	재종
	–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절삭	재종	
WPV10 (ISO P10) 
WPV20 (ISO P20)

형상
	– 광범위한	적용	범위	및	간편한	형상	선택	방식	
FV5: 정삭  
MV5: 중삭  
RV5: 황삭
	– 네거티브	기본	형상: 
CNMG, DNMG, SNMG, TNMG, VNMG, WNMG

절삭	재종: WPV10, WPV20 그림: 형상 MV5

다양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형상 
(FV5, MV5, RV5)

내마모성이	높고	활용	범위가		
다양한	CVD 코팅

밝은	색의	데코	코팅으로	간편해진		
마모	식별

_PERFORM 라인	선삭 – ISO P

다양한	활용도 – 
검증된	기술력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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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lter
2: 우선	적용	범위 –	예: P =  ISO P
3: 차선	적용	범위 “Versatile”
4: ISO 적용	범위

W P V 20
1 2 3 4

1: 칩	브레이킹	영역 –	예: M = 중삭
2: “Versatile” (= 다용도) 소재
3: 이송	속도/칩	브레이킹	영역

M V 5
1 2 3

간략한	형상	규격: 간략한	재종	규격: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

P2 P7 P9
180 210 240 270 300 320 350 380 415

300

50

100

150

200

250

300

  0

WPV10

WPV20

0,063 0,16 0,4 1,0 2,50,25
0,1 0,25 0,63 1,60,04

0,25

0,63

1,60

4,00

10,00

0,16

0,40

1,00

2,50

6,30

16,00

0,10

RV5

MV5

FV5

 좋음  보통  좋지	않음

WPV20
Perform 라인

WPV10
Perform 라인

ISO 재질	그룹
sd

소재 인장강도 브리넬	경도
절삭	속도
WPV10 WPV20

P2 S235JR (St37), C45 500 N/mm2 150 HB 200 – 240 – 340 m/min 160 – 200 – 280 m/min

P7 100Cr6, 42CrMo4 800 N/mm2 240 HB 130 – 180 – 200 m/min 100 – 150 – 180 m/min

P9 56NiCrMoV7 1250 N/mm2 370 HB  80 – 130 – 140 m/min  70 – 100 – 130 m/min

선택한	재질에	해당되는	절삭	속도	범위:

네거티브	기본	형상

형상	개요:

인장강도/경도에	맞춰	절삭	속도	선택:

절
삭
	속

도
 v

c 
[m

/m
in

]

내
마
모
성

인성

ISO P

재종	개요:

f [mm] 이송	속도

a p
 [m

m
]	칩

	깊
이

인장강도 [N/mm2]

기본: f = 0.32 mm 

브리넬	경도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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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EP10 초경

NEW

_서멧	선삭	인서트 – WEP10

독보적인	내마모	성능으로		
공구	수명	두	배	향상

고객	혜택
	– 재조정할	필요	없음, 치수	안정성	극대화
	– 초경	대비	공구	수명	및	생산성	증대
	– 내마모성이	매우	높은	서멧	모재와	다층	코팅
	– 절삭	속도가	높거나	낮을	때에도	모두	폴리싱	표면	형성

절삭	재종: WEP10 그림: 정삭	형상 FP4

인서트
	– 내마모성이	뛰어난 TiCN/CN 계열의	서멧	모재와  
Ni/Co 결합제로	구성된	인서트
	– 고경도 TiCN 외부	코팅층
	– 초미세	입자의	서멧	모재
	– 부드럽게	절삭되는 FP4 형상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정삭	칩	형상	요소
	– 인서트	형상 CCMT, DCMT, TCMT, VCMT

기술
초미세	입자를	가진	티타늄	탄소-질소	화합물	계열의		
서멧	모재가	내마모성이	높은	다층	코팅과	결합되어		
정삭	가공	시	텅스텐	카바이드	소재로	된	초경	코팅		
인서트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선보입니다.

성능	비교
정삭 – WEP10	및	초경

표면
	조
도 인성

내마
모	
성능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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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범위
	– 지속적인	단속	및	약간의	단속이	있는	정삭	작업
	– 특히	강재, 스테인리스강	및	주철	소재에	적합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에너지	산업	및		
자동차	산업

경쟁사 Walter 

vc 270 m/min 270 m/min

f 0,08 mm 0,08 mm

ap 0,3 mm 0,3 mm

적용	사례
정삭 – 나사	볼트

공구	수명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우수한	표면	조도	유지

성능	비교: 공구	수명	카운트 [개]

WEP10

경쟁사

800 1 600[개]

가공물	소재:
15CrMo5  
(1.7362; SCM415)

공구: SVJCR1616H16

인서트: VCMT160404-FP4

절삭	재종: WEP10

크레이터	마모에	대한	내구성	높음

3 
µm

모
재

여유면	마모에	대한	내구성	높음

서멧	모재,  
초미세	입자,  
치수	안정성	극대화

재종

ISO	재질	그룹
P M K N S H O

강
재

 <
 1

00
0 

N
/m

m
²

강
재

 >
 1

00
0 

N
/m

m
²

스
테
인
리
스
강

주
철

비
철
금
속

난
삭
재

고
경
도
	소

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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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_SI3N4	세라믹	재종 WCK10

주철	소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절삭	속도	증가로	생산성	극대화 
	– 내마모성이	뛰어난	세라믹	절삭	재종으로	공구	수명	증대	
	– 안정적인	가공	조건에서	공정	안정성	증대(초경	인서트	대비)

다양한	버전에	사용되는 WCK10 인서트 그림: CNGN, WNGA, SNGX

가공	범위
	– 회주철	소재	가공	시 1순위
	– 절삭	속도	최대 1000 m/min
	– 선삭	및	밀링	가공에	적합	
	– 황삭	및	정삭	작업에	적합

인서트
	– 다양한	버전: 
•  홀이	있는	버전(예: CNGA), 매끄러운	인서트
•  홀 없는 버전(예: CNGN) 
•  그루브 클램핑 방식(예: CNGX) 
	– 다양한	기본	형상	보유: C, D, S, T, W
	– 다양한 코너 R 보유: 0.8, 1.2, 1.6 mm

N

	– 절삭날에서	네거티브	챔퍼	적용 – 0.2 mm × 20°
	– 기타	다른	스페셜	절삭날	형상	제공

최신	질화	규소	개발	방식

안정적인	그루브	클램핑습식	및	건식	가공에	적합	

18 Walter – ISO 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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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_WALTER CUT MX 시스템 – G3011-P/G3021-P

4코너	절삭날로	효율성	극대화

고객	혜택
	– 탄젠셜	배열로	우수한	편평도	및	표면	조도	발휘
	– 탄젠셜	방향의	셀프	정렬	스크류	클램핑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 CF5 형상을	통해	우수한	칩	말림과	칩	컨트롤
	– 최신 Tiger·tec® Silver PVD 절삭	재종으로	공구	수명	극대화

인서트
	– 정밀	연마된 4가지	절삭날 ±0.02 mm
	– 공구	내	인서트	접촉면 3군데, 탄젠셜	방향	볼트	체결
	– 인서트	폭	0.80–3.25 mm
	– 홈	깊이	최대 6 mm
	– 좌방향	및	우방향	툴	홀더용	절삭	인서트

가공	범위
 – 4코너	절삭날을	이용한	홈가공,	절단	및	챔퍼링
	– 공차	등급	H13의	스냅링	홈 DIN 471 규격	작업용
	– 정밀한	홈가공	및	직경이	작은	작업에	이상적
	–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곳의	홈가공(예: 비스듬한		
표면에서의	홈가공)

4코너	절삭날을	갖춘	홈가공	인서트 그림: MX22...

맞춤핀	고정	방식

주절삭력	흡수를	위한		
큰	지지면

포지티브	신터급		
칩	형성	요소 - CF5 형상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GD8: 

CF5:

RF5:

A60/ 
AG60..: 	– 작업	공간이	좁은	곳에서	나사	가공	선삭		

작업용
	– 동일한	홀더를	이용한	나사	가공
 – 60° 부분	프로파일	외경	나사
	– 피치	범위 0.5–3.0 mm

	– 전체	코너를	활용한	홈가공
	– 가공	여유가	작은	곡면	선삭	작업(정삭	가공)
	– 칩	컨트롤	우수

	– 홈가공	및	절단	가공용
	– 신터급	칩	형성	요소로	칩	컨트롤	매우	우수
	– 적은	버	형성/스크랩	형성
	– 절단	작업	시	버/스크랩이	발생하지	않도록  
5°, 6°, 10°로	기울어진	절단	인서트

	– 홈가공용
 – "평평한" 슬롯	바닥면을	위한	스트레이트		
절삭날	
	– 폭이	최대	5.65 mm에	이르는	특수	형상에		
매우	이상적인	칩	형성	요소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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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특장점
	– 정밀	냉각	방식의	홈가공	및	절단	공구
	– 절삭	인서트를	통해	홀더	보호 (절삭날	파손	시	인서트	시트	손상	위험이	없음!)
	– 안정적인	셀프	정렬	탄젠셜	인서트	클램핑	방식으로	동력	흡수	최적화
	– 인서트에	맞춤핀	고정	방식이	사용되어	반복	교환	정도	극대화
	– 제공되는	섕크	크기: 10 × 10, 12 × 12, 16 × 16, 20 × 20, 25 × 25 mm 

정밀	냉각	방식의 MX 모노블록	홀더 그림: G3011-P

주절삭력	흡수를	위한		
큰	지지면

맞춤핀	고정	방식

절삭	상면에	정밀	냉각

A2120-P/A2121-P	어댑터	사용	시	
다이렉트	절삭유	공급

G1/8" 내부	절삭유	연결부

센터	높이	정확도
±0,05 mm

적용	사례
절단 – 장축	선반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절삭	조건:
경쟁사
4날	절삭	홈가공		
인서트

Walter
4날	절삭	홈가공		
인서트

vc 75 m/min 75 m/min

f 0,07 mm 0,07 mm

홈	깊이 1,3 mm 1,3 mm

공구	수명	카운트 1 000개 6 000개

주: 일정하지	않은		
공구	수명	카운트

일정한		
공구	수명	카운트

가공물	소재: X5CrNi18-10 (1.4301)
공구: G3011-1212R-MX22-2
인서트: MX22-2E100N01-GD8
절삭	재종: WSM23S

성능	비교:	공구	수명	카운트 [개]

1 000 경쟁사

[개]

 – 4주의	배송기간	내에	특수		
형상	납품

 – 10개	이상부터
	– 표준화된	가격

21Walter – 홈가공



고객	혜택
	– 최적화된	냉각	방식, 안정성	및	제어	가능한	칩	브레이킹으로	생산성	및	절삭	조건		
극대화
	– 두	개의	절삭날로	경제적인	작업	실현(최대 Ø 65 mm)
	– 길어진	인서트를	통해	최상의	표면	조도	및	편평도	유지
	– 냉각	노즐	장치가	없어져	공정	안정성이	극대화되고	교체	시간이	줄어듦

정밀	냉각	방식의	섕크	공구 – GX34 절삭	인서트  

여유면	및	절삭	상면에서		
정밀	냉각

깊은	곳까지	절단	가능하여		
최상의	안정성	발휘	및	진동	감소

인서트	폭 3-4 mm

GX34	절삭	인서트

_WALTER CUT GX34 시스템

두	개의	절삭날로	직경	최대 65 mm까지		
절단	작업	가능

인서트
	– 홈가공	인서트	길이 34 mm, 폭 3–4 mm 
 – 3가지	칩	형성	요소	제공: 저속	및	고속	이송	속도

형상
CF5:
	– 저속	및	중속	이송	속도
	– 칩	컨트롤	우수
 – 6° 경사, 적은	버	형성/스크랩	형성

GD6:
	– 중속	이송	속도
	– 롱칩	소재
	– 중삭	조건

CE4:
	– 중속	및	고속	이송	속도
	– 우수한	칩	말림
	– 안정적인	절삭날

공구의	특장점
블레이드	강화형	 
Walter Cut 절단	블레이드 G1041..R/L-P
	– 여유면	및	절삭	상면에서	정밀	냉각 
	– 블레이드	높이 26–32 mm 
	– 좌방향	및	우방향의	배면	클램핑	버전	제공	

Walter Cut 모노블록	공구 G1011...R/L-P
	– 여유면	및	절삭	상면에서	정밀	냉각
	– 섕크	크기	20 –25 mm
	– 아래쪽에서	스크류	체결이	가능하여	힘	전달	최적화
 – G1/8" 내부	절삭유	연결부

가공	범위
 – Ø 65 mm 이하의	홈가공	및	절단	작업
	– 작업	공간이	좁은	곳에서	절단	작업	가능	
	– 공구	돌출부가	큰	경우에도	작업	가능

클램핑	블록을	통해		
다이렉트	절삭유	공급

34 mm

24 mm

16 mm

9 mm

GX16

GX09

GX24

GX34

GX 사이즈	비교: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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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혜택
 – O	링	가스켓을	통해	기본	어댑터와	공구	사이에	압력	손실이	없는	인터페이스
	– 축방향	절삭유	홈이	있어	막힌홀	가공	시	칩	세척	효과	발휘
	– 표면	품질, 공정	안정성	및	칩	배출	최적화
	– 일반	위치	및	오버헤드	위치에서	공구	사용	가능
	– 이상적인	직경	대비	길이 L×D	비율로	최상의	가공	품질	달성

가공	범위
	– 내경	홈가공	및	선삭	가공	시 1순위
	– 모든 ISO	재질	그룹
 – Dmin = 16 mm 이상의	내경	홈
 – Tmax = 9.5 mm	이하의	홈가공
	– 인서트	폭 2 mm, 3 mm, 4 mm 
	– 절삭유	압력	80 bar까지	적용	가능

공구의	특장점
	– 클램핑	핑거를	통해	정밀	냉각	절삭유	배출
	– 막힌홀	가공을	위해	축방향	절삭유	홈을	막을	수	있음	
 – K601 절삭유	세트(섕크의 G1/8" 나사)를	통해	연결	또는		
Weldon 기본	어댑터	등을	통해	조립	
	– 유연한 O 링	가스켓, 공구와	기본	어댑터	사이에	누설	부위	없이		
절삭유	전달
	– 이중 클램핑

정밀	냉각	방식의	홈가공	보링바 그림: G1221-P

클램핑	핑거를	통해		
정밀	냉각	절삭유	배출

절삭유	홈	옵션

절삭유	전달을	위한  
G1/8" 연결부	

(예: K601 절삭유 세트 포함)

_WALTER CUT 보링바 G1221-P

정밀	냉각	방식의	효율적인		
홈가공	및	절단	작업

이중	클램핑

O	링	가스켓

Torx Plus	볼트로		
안정적인	클램핑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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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WALTER CUT 강화형	절단	블레이드 G1041-P

이중	정밀	냉각	공급	방식		
슬롯	가공용	블레이드

고객	혜택
	– 공구	수명	및	생산성	증대	
	– 절삭유	압력 10 bar부터	절단	부위에	직접	절삭유가	공급되는		
최적화된	냉각	방식
	– 정밀	냉각	방식으로	완벽한	칩	컨트롤
	– 강화된	섕크로	진동	현상	감소
	– 공구	바디	강화로	휘는	현상	감소
 – 2 코너	인서트	사용으로	경제성	증대

공구의	특장점
	– 여유면	및	절삭	상면에서	정밀	냉각이	이루어지는		
섕크	강화형 G1041..R/L-P 절단	블레이드
	– 블레이드 높이 26–32 mm
	– 인서트 폭 2-4 mm
	– 홈	깊이	최대 33 mm까지	홈가공, 직경	최대 65 mm까지		
절단	작업
	– 좌방향	및	우방향의	배면	클램핑	버전	제공
	– 양날식 GX16, GX24 및 GX34 인서트로	절단	작업
	– 강화된	공구	바디	

가공	범위
	– 작업	공간이	좁은	곳에서	절단	작업	가능
	– 긴	연장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절단	작업	실현
	– 절단	블레이드	선택	시	제 1추천
	– 최대	절삭유	압력이	10 bar ~ 80 bar에	이르는	곳에		
적용	가능

정밀	냉각	방식의	강화된	블레이드 그림: G1041 . . R/L-P

양날식 GX16, GX24, GX34		
절삭	인서트

표준형 
예: G1041 . 32R-3T32GX24-P

배면형 
예: G1041 . 32R-3T32GX24C-P

여유면	및	절삭		
상면에서	정밀	냉각

홈	깊이	최대 33 mm (Ø 65 mm)

우방향	버전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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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혜택
	– 모든	홈가공	시	최적의	칩	브레이킹
	– 반경	방향	및	축방향	가공	시	숏칩	발생
	– 가공	시	롱칩이	발생되어	비가공	시간	없음
	– 최신 Tiger·tec® Silver PVD 절삭	재종으로	공구	수명	
극대화

신제품
	– 모든	홈가공	작업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형상
	– 전주면	연마처리로	정밀성	및	반복	교환	정도	극대화
	– 절삭	인서트	크기: GX09, GX16, GX24, GX30
	– 인서트	폭 1.6-8.0 mm
 – Tiger·tec® Silver PVD	절삭	재종 WSM23S

형상
UF8
	– 홈가공	시	칩	컨트롤	우수
	– 저속	및	중속	이송	범위
	– 연마처리된	절삭날로	부드러운	절삭	특성

가공	범위
	– 모든	홈가공,	절단	및	선삭	가공
	– 공차 등급 H13의	스냅링	홈 DIN 471 규격	작업용
	– 정밀	연마처리된	예리한	절삭날	덕분에	ISO M 및 ISO S		
소재	가공에	이상적

절삭	재종: WSM23S 그림: 형상 UF8

_WALTER CUT UF8 형상– 정밀	연마처리

한	가지	형상, 다양한	적용성:  
홈가공	및	절단 &	선삭	작업

인서트	폭 1.6–8.0 mm

외경	홈을	위한		
칩	형성	요소	및		
우수한	칩	말림

가공	여유가	작은	선삭	가공이	
가능하도록	측면에	위치한		
칩	브레이커

적용	사례
절단	가공 – 베어링	소켓

절삭	조건:
경쟁사
외날식		
홈가공	인서트

Walter
양날식		
홈가공	인서트

vc 200 m/min 200 m/min

f 0.25 mm 0.25 mm

홈	깊이 17.5 mm 17.5 mm

공구	수명	카운트 600개 1,200개

주: 칩	컨트롤 뛰어난	칩	컨트롤

가공물	소재: 44SMn28 (1.0762)
공구: G1011.2020R-3T21GX24
인서트: GX24-2E300N02-UF8
절삭	재종: WSM23S

성능	비교:	공구	수명	카운트 [개]

UF8

경쟁사 600

[개] 1,2001,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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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혜택
	– 대량	생산	시	표준 ISO 인서트를	사용할	때보다	거대한	양의	소재		
절감	가능
	– 대량	생산	시	자동식	선반	및	멀티	스핀들	가공장비에서	가공으로		
경제성	증대
	– 정삭	가공	시 VG7 형상	사용으로	칩	브레이킹	최적화
	– 표준	공구에	사용	가능

Walter Cut GX 홈가공용	공구 그림: GX24

_WALTER CUT GX VG7 형상

뒷면	가공으로	최상의	절감	효과	발휘

절단면

절단면

가공물

가공물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VC... 인서트

VG7에서 3 mm 소재	절감

정삭	칩	형상	요소	VG7

신제품
 – Walter Cut GX	홈가공용	공구에	맞는 VG7 형상

인서트
 – 2개의	신터급 GX24 절삭날
	– 표준	공구에	사용
	– 인서트	폭 2.8 mm  
(3 mm	절단에	맞춰	설계됨)
	– 코너 R 0.2 mm 및 0.4 mm

NEW

가공	범위
	– 가공물	뒷면의	정삭	가공
	– 가공	절삭	조건:  
f: 0.05–0.25 mm, ap: 0.2–2.0 mm
	– 자동식	선반	및	멀티	스핀들	가공장비에서	가공

주요	적용	범위:
 – ISO P – 강재 

차선	적용	범위:
 – ISO M – 스테인리스강 
 – ISO N – 비철금속

절삭	재종 

 – PVD-A2O3 절삭	재종: WSM23S, WSM33S

기존: VCMT160408 ISO 인서트 (35°)

NEW: GX24-2E280R02-VG7 WSM33S

가공	사례
바	소재	뒷면	가공

가공물: 4 000 000개

GX...VG7	사용	시	가공물당		
절감되는	크기: 3 mm

절감 – 소재: 125톤	강재

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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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대

_보링바	어댑터 A2140

쇼트	타입	셀프	센터링	슬리브		
매우	안정적인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진동	없는	가공을	위해	센터	높이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	가공물의	표면	조도가	
우수함
	– 센터	높이	자동	설정	기능으로	공구	교체	시	시간	절약
	– 초경	보링바	및	강재	보링바	모두	하나의	어댑터에	사용할	수	있음

보링바	어댑터 그림: A2140

신제품
	– 기존의 AK600... 제품이 
A2140-...	제품으로	대체됨

공구의	특장점
	– 원형	섕크	보링바용 A2140... 어댑터는		
스프링이	장착된	볼을	통해	센터	높이를	
자동으로	설정함	
	– 원형	섕크	보링바(-R)가	전체를	감싸고		
있어	안정성	극대화	

 – VDI 보링바	어댑터에	적합한	길이
	– 외부 Ø: 25, 32, 40 mm
	– 내부 Ø: 6, 8, 10, 12, 16, 20 mm

가공	범위
	– 내경	선삭
	– 원형	섕크의	보링바를	클램핑	평면	없이	
간편하고	견고하게	클램핑
	– 진동이	발생하는	가공
	– 금속	가스켓이	사용되어	최대	절삭유		
압력	80 bar까지	적용	가능

센터	높이로	자동	센터링

절삭유	압력 80 bar까지		
적용	가능한	금속	가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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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특장점
	– 초경 Micro	트위스트	드릴
	– 절삭	재종 WJ30UU
 – 118°	포인트	앵글
	– 제조	표준	규격 DIN 1899
 – Ø 0.1–1.45 mm
 – h8	공차	등급의	평형	섕크

가공	범위
 – ISO 재질	그룹 P, M, K, N, S, O
	– 수용성	절삭유	및	오일	사용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식료품	산업, 시계	산업, 
자동차 산업, 금형	산업

콜렛	장착이	가능한 
h8 공차	등급의	평형	섕크

118° 포인트	앵글

절삭	재종 WJ30UU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_초경	드릴 DB130 Advance 

공정	안정성, 정밀한	작업,  
다양한	활용성의	공구

고객	혜택
	– 매우	작은	치수에서도	높은	공정	안정성	유지
	– 다양한	소재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수용성	절삭유	및	오일	사용
	– 다양한	표준	제품군

NEW

DB130 Advance 그림: DB130-05-00.500U0-WJ30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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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표준	규격
 – DIN 6537 short 규격 3 × Dc, 내부	절삭유	미사용	타입
 – DIN 6537 long 규격 5 × Dc, 내부	절삭유	타입
 – Walter 규격 8 × Dc, 내부	절삭유	타입	

DIN 6535 규격	섕크:
 – 3 × Dc 및 5 × Dc, Form HA 및 HE
 – 8 × Dc Form HA

공구의	특장점
	– 내부	절삭유	타입/미사용	타입	초경	고성능	드릴  
DC160 Advance

 – Ø 3–20 mm
	– 절삭	재종: WJ30ET, K30F TiSiAlCrN/AlTiN
 – 140° 포인트	앵글

가공	범위
 – ISO	재질	그룹 P, M, K, N, S, H, O
	– 수용성	절삭유, 오일, MQL 사용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금형	산업,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산업

새로운	유형의		
포지티브	팁	형상

훨씬	앞쪽에	위치한		
네	번째	마진

_초경	드릴 DC160 ADVANCE 

다양한	활용도,  
강력한	성능	발휘

고객	혜택
	– 다양한	소재에서	높은	생산성	발휘
	– 여러	소재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훨씬	앞쪽에	위치한	마진으로	홀	내부에서	신속한	가이드
	– 새로운	유형의	팁	형상으로	매우	우수한	포지셔닝	정확도

NEW

초경	드릴 DC160 Advance

가공물	소재: 1.2113; CF 53

인장강도: 200 HB (680 N/mm2)

공구: DC160-03-07.300A1-WJ30ET

드릴	깊이: 26 mm

절삭유	타입: 오일

경쟁사
Walter Titex
DC160 Advance

vc (m/min) 103 103

n (min-1) 4 493 4 493

f (mm/U) 0,25 0,25

vf (mm/min) 1 123 1 123

성능	비교: 가공	홀	개수

경쟁사* 600–4500

6 0005 0004 0003 0002 0001 000
[공구	
수명		
카운트]

* 공구	수명에	따라	600–4500개로	일정하지	않음

적용	사례
플런저

8 × Dc

5 × Dc

3 ×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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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 3 × Dc 및 5 × Dc의  
더블	섕크	방식

제조	표준	규격
 – 3 × Dc (DIN 6535 short)  
내부 절삭유 공급/미공급

 – 5 × Dc (DIN 6535 long)  
내부	절삭유	타입

 – 8×Dc	내부	절삭유	타입
 – 12 ×Dc 내부	절삭유	타입

가공	범위
 – ISO P, M, K, N, S, H, O
	– 수용성	절삭유	및	오일	사용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금형	산업,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산업

가공	범위
	– 초경	트위스트	드릴
	– 절삭	재종: 재종	WJ30RE	및 WJ30TA
 – 140°	포인트	앵글
 – Ø 3–20 mm

섕크 DIN 6535 HE
180° 회전

DIN 6535 HB

140°	포인트	앵글로	
다양한	소재에	적용	가능

재종 WJ30RE 및 WJ30TA 
최상의	내마모성	발휘

_초경	드릴	DC150 PERFORM

추가	사이즈	출시 –  
다양한	활용도의	경제적	드릴

고객	혜택
	– 소량	및	중간	정도의	생산량에	경제성	높은	제품
	– 모든	소재에	적용	가능
 – Whistle Notch, 유압	척, 콜렛	척, 열박음	척, 동력	척, Weldon 척	등	일반적으로		
드릴	작업에	사용되는	어댑터에	맞는	섕크	버전

NEW

DC150 Perform 그림: DC150-05-08.500D1-WJ30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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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 5 × Dc 내부	절삭유	미사용	타입

공구의	특장점
	– 초경	트위스트	드릴
	– 절삭	재종: 재종 WJ30RE 및 WJ30TA
 – 140° 포인트	앵글
 – Ø 3–20 mm

제조	표준	규격
 – 3 × Dc (DIN 6535 short) 내부	절삭유	사용/미사용	타입
 – 5 × Dc (DIN 6535 long) 내부	절삭유	타입
 – 8×Dc 내부	절삭유	타입
 – 12 ×Dc 내부	절삭유	타입

가공	범위
 – ISO P, M, K, N, S, H, O
	– 수용성	절삭유	및	오일	사용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금형	산업,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산업

섕크 DIN 6535 HA

140° 포인트	앵글로		
다양한	소재에	사용	가능

재종 WJ30TA를	통해		
최상의	내마모성	발휘	및		
안전한	칩	배출	실현

_초경	드릴 DC150 PERFORM

내부	절삭유	미사용	타입의 5 × Dc 를	비롯한		
모든	작업에	가공	효율성	발휘

고객	혜택
	– 소량	및	중간	정도의	생산량에	경제성	높은	제품
	– 모든	소재에	적용	가능
 – Whistle Notch, 유압	척, 콜렛	척, 열박음	척, 동력	척, Weldon 척	등	일반적으로		
드릴	작업에	사용되는	어댑터에	맞는	섕크	버전

제품군 확대

초경	드릴 DC150 Perform 그림: DC150-05-08.500A0-WJ30TA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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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 드릴: 
D4140-03 (3 × Dc) 
D4140-05 (5 × Dc) 
D4140-07 (7 × Dc)

공구의	특장점
 – Ø 12–31.99 mm
 – 3, 5, 7 × Dc
	– 플루트	광택처리
	– 광택처리된	고경도	표면
	– 중심을	향해	있는	최적의	내부	절삭유		
배출구

 – ISO 9766 규격	섕크

인서트
	– 인서트 시트에서 100° V-가이드로	정확한	
위치	설정	가능

 – 4가지	형상	및	절삭	재종: 
P6001 – WPP45C: ISO P 전용 
P6003 – WMP35: ISO M	및 S 전용 
P6004 – WNN25: ISO N 전용 
P6005 – WKK45C: ISO K 전용

가공	범위
	– 비스듬한	드릴	작업, 
최대 5° 이하의	비스듬한	
입구	및	출구에서의		
드릴	작업에	적합

 – ISO P, M, K, N, S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금형	산업,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Walter  인서트	드릴 D4140 그림: D4140-07

_ 인서트	드릴 D4140

모든	작업	조건에서	최상의	성능	발휘

고객	혜택
	– 절삭날에서	직접	절삭유가	배출되어	공정	안정성	및	공구	수명	극대화
	– 플루트	광택처리로	칩	배출의	안전성	증대
	– 광택처리된	고경도	표면으로	마찰	방지	최적화	및	드릴	바디	수명	증대
 – Color Select를	통해	간편하게	인서트	선택	가능

NEW

P6001 P6003P6005 P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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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 D4140-10 (10 × Dc)

다른	치수
 – D4140-03 (3 × Dc) 
 – D4140-05 (5 × Dc) 
 – D4140-07 (7 × Dc) 

공구의	특장점
 – 3 × Dc, 5 × Dc, 7 × Dc의	경우 Ø 12–31.99 mm 
 – 3 × Dc, 5 × Dc, 7 × Dc의	경우 Ø 0.472-1.259"
 – 10 × Dc의	경우	Ø 18–24.99 mm
	– 광택	처리된	플루트
	– 광택처리된	고경도	표면
	– 중심을	향해	있는	최적의	내부	절삭유		
배출구

 – ISO 9766 규격	섕크

가공	범위
	– 드릴, 패키지	드릴	작업, 최대 5°에	이르는	비스듬한	입구	및	출구	작업에	
적합

 – ISO P, M, K, N, S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산업,	금형	산업,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산업

교체형	인서트
	– 인서트	시트에서 100° V-가이드로	정확한	위치	설정	가능
 – 4가지	형상	및	재종

Walter 교체형	인서트	드릴 D4140

고객	혜택
	– 절삭날에서	직접	절삭유가	배출되어	공정	안정성	및	공구	수명	극대화
	– 플루트	광택처리로	칩	배출의	안전성	증대
	– 마찰로부터	최적의	보호	기능	발휘	고경도	및	광택처리된	표면을	통해	드릴	바디	및	
공구	수명	증대

 – Color Select를	통해	간편하게	교체형	인서트	선택	가능

P6001

P6003

P6005

P6004

제품군 확대

WPP45C 전용	제품 
ISO P  

WKK45C	전용	제품	
ISO K

WMP35 전용	제품	
ISO M 및 ISO S  

WNN25 전용	제품		
ISO N  

별도의	구매	가능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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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 드릴 
D3120-02 (2 × Dc) 
D3120-03 (3 × Dc) 
D3120-04 (4 × Dc)

공구의	특장점
 – Ø 16–42 mm
 – 2, 3, 4 × Dc
	– 선반	및	머시닝	센터용의	견고한		
설계	구조	
	– 플루트	광택처리	
	– 광택처리된	고경도	표면
 – Torx-Plus	인서트	클램핑	스크류
 – Dc 구분이	가능한	테두리가	있어		
드릴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드릴	식별	용이

인서트
 – 4코너 사용, 포지티브	인서트
 – 3가지 형상: 
A57 – 안정적인	형상	
E57 – 일반적인	형상	
E67 – 부드러운	절삭	형상

 – 3가지	절삭	재종: WKP25S, WKP35S, 
WSP45S
	– 특수	드릴의	경우	좌회전	인서트	버전도	
활용	가능

가공	범위
	– 크로스	홀, 배럴	보어,  
비스듬한	입구	및	출구	등	
어려운	가공	조건에서의	
드릴	작업에	적합	

 – ISO P, M, K, S, H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금형	산업,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산업

_ 인서트	드릴 D3120

4개의	가용	절삭날로	강력한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최적화된	절삭유	통로	및	플루트	광택처리로	칩	배출성	개선,	공정	안정성	극대화
	– 광택처리된	고경도	표면으로	마찰	방지	최적화
 – Torx-Plus	스크류로	안전한	인서트	클램핑	실현	
	– 모든	작업	조건에서	높은	안정성	발휘
 – 4개의	가용	절삭날로	절삭	재종	비용	절감
 – Tiger·tec® Silver	재종으로	공구	수명	증대
	– 간편한	조작	방식:	외부	및	내부	시트에	맞춰진	인서트	형상

NEW

Walter 	인서트	드릴 D3120 그림: D3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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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HSS 드릴 DA110 Perform

공구의	특장점
 – Ø 1–16 mm
	– 절삭	재종: WZ90AJ HSS, TiN TIP 코팅
	– 타입 N
 – 118°	포인트	앵글

제조	표준	규격
 – DIN 338 규격에	준함

가공	범위
 – ISO	재질	그룹 P, M, K, N, S, H, O
	– 수용성	절삭유, 오일, MQL 사용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금형	산업,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산업	

_HSS 드릴 DA110 PERFORM 

모든	소재에서	경제적인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다양한	소재에	적용	가능
	– 포인트	형상으로	최상의	센터링	정확도	발휘
	– 정밀	연마처리된	표면으로	가공물에서	최고의	정확도	발휘	

NEW

HSS 드릴 DA110 Perform 그림: DA110-08-08.500U0-WZ90AJ

절삭	재종: WZ90AJ
다양하게	활용	가능

118° 포인트	앵글	

정밀	연마처리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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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제품군 확대

가공	범위
	– 단속이	있는	보링	작업	또는	단속이	없는	
보링	작업	모두에	적합

 – WPP20S 및 WSM30S: Tiger·tec® Silver  
코팅된	여러	영역의	PVD 절삭	재종,  
ISO	재질	그룹 M 및 S에	사용	가능	

 – WPP20S: Tiger·tec® Silver CVD 절삭	재종,	
주요	적용	범위: 강재 (ISO P)

형상
 – 15° 레이크	각
	– 변경되는	절입	깊이에		
맞춰	유연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ISO 재질	그룹 P, M 및 S에	
사용	가능

절삭	재종
 – WPP20S, WSM20S, WSM30S 
	– 새롭게	개발된	코팅	공정으로	열	부하가	
최소화되어	인성	극대화	

 – PVD-산화 알루미늄(Al2O3) 층을	통해		
가공	중	모재에	열	유입	억제
	– 레이크면이	매끄러워	가공	시	마찰		
계수가	작음	
	– 스테인리스강	및	고내열	합금	소재		
가공	시	내마모성	및	내열성	극대화

인서트
	– 기본 형상 CC.., SC.. 및 WC..의	인서트
	– 신터급
	– 스트레이트	절삭날
	– 다양한	절입	깊이에	맞춰	폭	변경이		
가능한	그루브
	– 인선	보호	챔퍼	처리: ISO	재질	그룹에		
최적화

 – PVD	코팅	및 CVD 코팅된 Tiger·tec® Silver	
절삭	재종

_E47 형상의 CCMT, WCMT, SCMT

Tiger·tec® Silver 재종	추가

절삭	재종: WSM10S, WSM20S, WSM30S 그림: CCMT, WCMT, SCMT 

고객	혜택
	– 형상이	최적화되고	초경으로	유입되는	열이	줄어들어	공구	수명	증대	
	– 산화	알루미늄층이	최적화되어	내마모성	극대화	
	– 모든	절입	깊이에서	우수한	칩	브레이킹	능력으로	공정	안정성	극대화
 – Tiger·tec® Silver 재종을	적용하여	절삭	조건	개선,	생산성	향상
	– 절입	깊이가	자주	바뀌는	경우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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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대

가공	범위
	– 대형	직경용	인서트 CC..1605.. 이용해	중첩	구간이		
큰	곳에	작업	가능
	– 단속이	있는	보링	작업	또는	단속이	없는	보링	작업		
모두에	적합	

 – WSM20S	및 WSM30S: Tiger·tec® Silver 코팅된	여러	영역의 
PVD	절삭	재종, ISO 재질	그룹 M 및 S에	사용	가능	

 – WPP20S: Tiger·tec® Silver CVD	절삭	재종,	주요	적용	범위: 
강재 (ISO P) 

인서트
기본	형상 CC..의	인서트	
	– 신터급 
	– 스트레이트	절삭날	
	– 다양한	절입	깊이에	맞춰	폭	변경이	가능한	그루브	
	– 인선	보호	챔퍼	처리: ISO 재질	그룹에	최적화	
 – PVD	코팅	및 CVD 코팅된 Tiger·tec® Silver	절삭	재종	

_ARS 카트리지

매우	우수한	가공성의	범용	보링	공구

절삭	재종: WSM20S 그림: B3220.C

고객	혜택
	– 대형	직경용	인서트 CC..1605 적용	가능
	– 충분한	인서트	두께로	공정	안정성	증대	및	절입	깊이	전	영역에	걸친	우수한		
칩	브레이킹	능력
	– 절입	깊이가	자주	바뀌는	경우	이상적
 – Tiger·tec® Silver	재종을	통해	절삭	조건	개선
	– 최적화된	형상으로	공구	수명	증대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축방향-반경	방향으로	이동하는	
황삭	작업을	위한 ARS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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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
	– 내마모성이	높은	서멧	코팅	재종 WEP10 인서트의		
정밀	보링툴
	– 내마모성이	강한 TiCN/CN 계열의	서멧	모재와 Ni/Co  
결합제로	구성
	– 고강도 TiCN 외부층
	– 초미세	입자의	서멧	모재
	– 부드럽게	절삭되는 FP4 형상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정삭	칩	형상	요소
	– 인서트	플랫폼	CCMT

기술
초미세	입자를	가진	티타늄	탄소-질소	화합물	계열의		
서멧	모재가	내마모성이	높은	다층	코팅과	결합되어		
정삭	가공	시	텅스텐	카바이드	소재로	된	초경	코팅		
인서트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선보입니다.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크레이터	마모에	대한	내구성	높음

3 
µm

모
재

여유면	마모에	대한	내구성	높음

서멧	모재, 초미세	입자,  
치수	안정성	극대화

TiCN
TiAIN

_정밀	보링	서멧	인서트 – WEP10

정밀	보링	작업에서	공구	수명	극대화	및		
표면	조도	최적화

고객	혜택
	– 재조정할	필요	없음, 치수	안정성	극대화
	– 초경	대비	공구	수명	및	생산성	증대
	– 버	또는	구성인선이	형성되지	않음
	– 절삭	속도가	높거나	낮을	때	모두	폴리싱	표면형성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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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10 초경

표면 인성

내마
모	
성능

가공	범위
	– 가공	경로가	긴	정밀	보링	작업
	– 지속적인	단속	또는	약간의	단속이	있는	작업
	– 저속	및	고속	절삭	속도 
	– 정밀	보링툴 B3230... 및 B4030...에	사용	가능

정밀	보링툴 B3230 그림: B3230-C-20-100/ B3230-C-150-640

성능	비교
정삭 – WEP10 및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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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대

가공	범위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등
	– 컨넥팅	로드, 변속	장치	하우징,	베어링	통로, 밸브	가공
	– 정밀하고	경제적인	스페셜	솔루션

카트리지
 – 2 μm의	정밀한	조정	메커니즘을	보유한		
정밀	보링	카트리지	
	– 진입각 90° 및 95°
	– 인서트	CC..0602 및 TC..1102용
 – FR760: TC..1102.. / Kappa 90°
 – FR761: CC..0602.. / Kappa 90°
 – FR763: CC..0602.. / Kappa 95°

_WALTER 정밀	보링	카트리지

정밀	보링	가공	효율	극대화

정밀	보링 0.01 mm / 정밀	보링 0.002 mm 그림: FR710 및 FR761 

고객	혜택
 – 2가지	제품	버전 – 조정 범위: 0.01 mm 및 NEW: 0.002 mm 
	– 간편하고 확실한	조작	가능	및	완벽한	다이얼	작동
 – "+" 및 "-" 방향으로	백래쉬가	없는	조정	가능
	– 백래시 < 2 μm
	– 클램핑	불필요
	– 저유지보수형
	– 스페셜	솔루션에	손쉽게	통합	가능

FR761 – 2 µm 사양

FR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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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탭 TC120 / TC121 / TC122 개요

강재	가공용 Supreme 탭		
신규	출시

NEW

인장강도
재질	그룹

P M K N S H O

연강

TC120

90–240 HB
(300–800 N/mm2)

C C  C

중간	강재

TC121

240–370 HB
(800–1,250 N/mm2)

C C C C C

고인장력	강재

TC122

300–420 HB
(1,000–1,400 N/mm2)

C C C

TC120
3.5 × DN

TC121
2.5 × DN

경도 [HB]

IS
O
 P

인장강도 [N/mm2]

59

200

119

400

178

600

238

800

300

1,000

358

1,200

411

1,400

TC122
1.5 × DN + 2.5 × DN

막힌홀	가공용 Supreme 탭:  
다양한	형상	및	코팅층을	갖춘	세	가지	유형의	탭,	모든	종류의	강재	가공	가능

ISO P에서	적용	범위

강재에서 TC120, TC121, TC122	제품군의	적용	범위는  
300 ~ 1,400 N/mm2에	이르는	인장강도	크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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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탭 TC120 

연강	및	중간	정도	인장강도의	강재용,  
높은	공정	안정성	발휘

고객	혜택
	– 리드	부위의	네거티브	챔퍼	형상으로	버드네스팅	현상	없음
	– 칩	정체	현상으로	인한	공구	전체가	파손되는	현상	방지
	– 엑스트라	롱	타입	나사산으로	가이드	부분의	파손이	현저히	줄어듦

신제품
직경	범위: 

 – M3–M30  
(내부	절삭유	미공급	타입)

 – M8–M16  
(내부	절삭유	타입)

가공	범위
 – ISO P 소재
 – 90–240 HB (300–800 N/mm²)
	– 나사홀 깊이 3 × DN

공구의	특장점
	– 막힌홀용	탭
	– 더블	코팅: 리드	부위의 TiN 코팅,  
가이드	부분의	스팀	처리
	– 절삭	재종 WW60AG 
 (HSS-E-PM + TiNK/VAP)

 – 45° 헬릭스	각
	– 나사산 3 × DN 롱	타입
	– 리드	부위의	네거티브	챔퍼	형상
	– 내부	절삭유	타입	및	미사용	타입

탭 TC120 그림: TC120-M10-C1-WW60AG

NEW

TiNK/VAP	더블	코팅

HSS-E-PM

45°	헬릭스	각

리드부위 form C

긴	나사산	및		
가이드	부분

네거티브	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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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_탭 TC121

중간	정도	인장강도의	강재용,  
최고의	성능	발휘

고객	혜택
	– 칩이	좁게	말려	공정	안정성	증대
	– 버드네스팅	현상	방지(WW60RG)
	– 공구	수명	극대화(WY80BD)
	– 내부	절삭유	공급으로	칩	배출	최적화	보장	

신제품
직경	범위: 

 – M2–M20  
(내부	절삭유	미공급	타입)

 – M5–M20  
(내부	절삭유	타입)

가공	범위
 – ISO P 소재
	– 나사홀	깊이 2.5 × DN 
 – 240-370 HB (800–1250 N/mm2)
	– 내부	절삭유	타입	및	미사용	타입

공구의	특장점
	– 막힌홀용	탭
	– 절삭	재종: WW60RG (HSS-E-PM + TiAlN) 
WY80BD (HSS-E + TiCN)

 – 40°	헬릭스	각
	– 경사진	나사산	

탭 TC121 그림: TC121-M10-C1-WW60RG

NEW

HSS-E 또는 HSS-E-PM

40° 헬릭스	각

리드부위 form C

TiALN 또는 TiCN

기존 Walter – TC121

작업: 막힌홀 막힌홀
치수: M8 M8

공차: 6G 6G

코팅/절삭	재종: TiN WW60RG

챔퍼: Form C Form C

나사홀	깊이: 10 mm 10 mm

vc 14 m/min 14 m/min

윤활: 오일 오일
가공: 수평 수평
공구	수명 6,000개	나사 16,000개	나사

가공물	소재: 1.0718 (11SMPb30)

인장강도: 240 HB (800 N/mm2)

성능	비교: 공구	수명	카운트 [나사]

Walter TC121

기존 6,000

16,00010,0006,000[개]

적용	사례
너트 – 멀티	스핀들	가공장비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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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리드부위 form C

탭 TC122 그림: TC122-M10-C1-WW60BC

_탭 TC122 

중간	정도	및	높은	인장강도의	강재용,  
공구	수명	극대화

고객	혜택
	– 중간	정도	및	높은	인장강도의 ISO P 재질에서	공구	수명	극대화
	– 숏칩	발생
	– 내부	절삭유	공급으로	버드네스팅	현상	없음

신제품
직경	범위: 

 – M3–M20  
(내부	절삭유	미공급	타입)

 – M5–M20  
(내부	절삭유	타입)

가공	범위
 – ISO P 소재
	– 나사홀	깊이:  
1.5 × DN 내부	절삭유	미공급	타입	
2.5 × DN 내부	절삭유	타입

 – 300–420 HB (1000–1400 N/mm2)

공구의	특장점
	– 막힌홀용	탭
	– 절삭 재종: WW60BC (HSS-E-PM + TiCN)
 – 15° 헬릭스	각

NEW

HSS-E-PM

15°	헬릭스	각

TiCN

기존 Walter – TC122

작업: 막힌홀 막힌홀
치수: M10 M10

코팅/절삭 재종: TiN WW60BC

챔퍼: Form C Form C

나사홀	깊이: 23 mm 23 mm

vc 4 m/min 10 m/min

절삭유 타입: 외부	절삭유 내부	절삭유
윤활: 수용성	절삭유 수용성	절삭유
가공: 수평 수평
공구	수명 58개	나사 85개	나사

가공물	소재: 1.2367 (X38CrMoV5-3)

인장강도:  360 HB (1.200 N/mm2)

성능	비교: 공구	수명	카운트 [나사]

Walter TC122

기존 58

85584020[개]

적용	사례
막힌홀	나사 – 흡기	밸브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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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대

_WALTER PROTOTYP PARADUR® HT

ISO P, K, N 재질용, 안전한	칩	배출	능력 &  
높은	공정	안정성	발휘

고객	혜택
	– 깊은	나사산	가공에도	뛰어난	공정	안정성
	– 롱칩	소재에서도	칩	배출	능력	우수, 버드네스팅	현상	없음
	– 축방향	내부	절삭유	공급으로	숏칩	배출	최적화

신제품
 – UNC: UNC 1/4–UNC 1

다른	치수:
 – M: M4–M36
 – MF: MF10 × 1–MF33 × 2

가공	범위
	– 주요	적용	범위	

ISO P: 700–1400 N/mm²  
ISO K: 주로 GJS-(GGG-)소재
	– 차선	적용	범위		

AlSi	합금 > 7 % Si 함량  
숏	칩핑 Cu 합금  
Mg 합금
	– 최대 3.5 × DN

공구의	특장점
	– 막힌홀용	탭
 – TiN 코팅
	– 리드부위 form C
	– 내부 절삭유, 축방향
	– 공차 2B

Walter Prototyp 그림: 2236115

내부	절삭유, 축방향

TiN 코팅

HSS-E

리드부위 form C

Paradur® HT:
특수한	절삭날	형상	또는	특수한	레이크각으로	

인해	숏칩	배출, 절삭유로	세척	및	칩	배출

레이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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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대

_WALTER PROTOTYP PROTOTEX® TINI

ISO S, ISO P & ISO M	소재에서		
강력한	성능	발휘,	폭넓은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Ti 합금	및 Ni 합금	가공	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작업	실현
 – ISO P, M 및 S 소재에서	다양한	작업	가능
	– 연마성	소재에서도	공구	수명	증대, 마찰	감소(측면	여유각이	큼), 절삭	재종	경도	및	
인성이	높음,	공차	위치 “X”
	– 절삭날이	날카로워	토크	감소(인성이	강한	소재에	이상적)

가공	범위
	– 관통홀	나사산
	– 나사홀	깊이	최대 2 × DN
 – ISO	재질	그룹 P, M 및 S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항공	우주	산업, 의학기술, 
식료품	산업

Walter Prototyp Prototex® TiNi 그림: 21216106

공구의	특장점
 – HSS-E-PM 탭
	– 나선형	포인트
	– 공차: 6HX, 2B 및 3B
	– 코팅: TiCN
	– 직경	범위:  
미터	규격: M8 × 0.75–M16 × 1 
UNC: UNC 2-56–UNC 3/4–10 
UNF: UNF 4-48– UNF 5/8-18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T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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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WALTER PROTOTYP PARADUR® NI 

ISO S 소재에서	안정적인	탭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안정적인	디자인	및	마찰	감소로	공정	안정성	증대	
	– 안전하게	니켈	계열	합금	가공	실현
	– 절삭날이	날카로워	토크	감소

가공	범위
	– 막힌홀	나사산
	– 나사홀	깊이	최대 1.5 × DN 
 – ISO 재질	그룹: ISO S 및 P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항공	우주	산업,  
대양용	구조물

Walter Prototyp Paradur® Ni 그림: 20410206

공구의	특장점
 – HSS-E-PM	탭
	– 공차: 6HX, 2B 및 3B
	– 코팅: TiCN
	– 직경	범위:  
미터	규격: M2–M20  
UNC: UNC 2-56–UNC 3/4-10 
UNF: UNF 6-40–UNF 5/8-18 
NPT: NPT1/16-27–NPT1-11.5

TiCN

제품군 확대

54 Walter Prototyp – 탭



55메모



_스레드	포머 TC420 SUPREME

탁월한	성능, 다양한	활용성

고객	혜택
	–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최대 30 %까지	낮아진	토크
	– 높은	절삭	속도	실현	가능
	– 나사	가공	시보다	표면	조도	개선

공구의	특장점
 – HSS-E-PM	스레드	포머
	– 절삭유	통로용	홈	보유/미보유
	– 내부	절삭유	타입(축방향/반경	방향)	혹은	미사용	타입
	– 공차: 6HX 및 6GX

절삭	재종	
 – WW60AD (HSS-E-PM + TiN)
 – WW60BA (HSS-E-PM + TiCN)

직경	범위: 
	– 미터	규격: M2–M20 
	– 미터	규격(미세): M8 × 1–M16 × 1.5

가공	범위
	– 막힌홀	나사	및	관통홀	나사
	– 나사홀	깊이	최대	3.5 × DN
 – ISO 재질	그룹 P, M, K 및 N
	– 포밍	가능한	모든	소재	가공	가능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산업	등

스레드	포머 TC420 Supreme 그림: TC420

NEW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WW60BA

WW60AD

내부	절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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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스레드	포머 TC430 SUPREME 

칩	발생이	없는 ISO P 가공	전용	제품

NEW

칩이	발생되지	않는	내경	나사	가공	방식

절삭유	통로용	홈

압력	터널

포밍된	소재

경사면

스레드	포머:

플루트

절단된	소재

챔퍼

탭:

스레드	포머	TC430 Supreme 그림: TC430

고객	혜택
 – ISO P 소재에서	공구	수명	극대화
	– 칩이	형성되지	않음, 불량	가공되는	일이	없음, 표면	조도	개선
	– 파손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공구	설계
	– 포밍된	나사산의	인장강도	증대

공구의	특장점
 – HSS-E-PM 스레드	포머
	– 절삭유	통로용	홈	보유/미보유
	– 내부	절삭유	타입(축방향/반경	방향) 혹은	미사용	타입
	– 공차: 6HX 및 6GX 

절삭	재종	
 – WW60AD (HSS-E-PM + TiN)
 – WW60EL (HSSE-PM + TiAlN)

직경	범위: 
	– 미터	규격: M2–M20 
	– 미터	규격(미세): M8 × 1–M16 × 1.5

가공	범위
	– 막힌홀	나사	및	관통홀	나사용
	– 나사홀	깊이	최대 3.5 × DN 
 – ISO P 소재	전용	제품
	– 포밍	가능한	모든	강재	가공	가능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산업	등

폴리곤	형상의		
스레드	포머

WW60EL

WW60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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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스레드	밀링	커터 T2711 / T2712

생산성	극대화 – 공정	안정성	극대화

고객	혜택
 – 100 % 생산성: 가공	시간이	빨라지고	공구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사산	한	개당		
생산	비용	절감

 – 100 % 공정	안정성:	취급	용이	및	반경	보정이	거의	없음
 – 100 % 품질: 절삭	조건이	개선되고	나사산에	칩	잔여물이	남지	않게	되어	나사산		
품질	매우	우수

공구의	특장점
	– 범용	인서트	스레드	밀링	커터
	– 절삭	속도	및	날당	이송이	높게	설계됨
	– 절삭유	공급	조정	가능:  
축방향	또는	반경	방향의	내부	절삭유		
배출구

 – T2712 제품군:  
2 × DN 나사부	길이에	맞춰	설계,  
넥	부위	추가, 간섭	곡면	회피	가능

가공	범위
	– 호칭	직경 24 mm 이상의	
나사산
	– 피치	범위:  
1.5–6 mm / 18-4 TPI
	– 나사홀	깊이	최대	2.5 × DN
 – 55 HRC 이하 ISO P, M, K, 
S, H 소재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절단날이	여러	개의	열로	배열,  
가공	시간	단축	

지정된	열	간격

스레드	밀링	커터 T2711 / T2712 그림: T2711

여러	개의	나사산	가공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공	시간이	확연히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절삭	탭	가공과	포밍	탭	가공에	견줄	수	있는	가공	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열	간격은	가공해야	할	나사산	피치의	배수가	되면	되므로, 바디	몇	가지로	다양한	피치	가공이	가능합니다. 

DIN 1835 HB에	따른	섕크

스레드	밀링	인서트
 – 3 코너	절삭날을	갖춘	포지티브	기본	형상	
	– 부드러운	절삭	형상
	– 내마모성이	강한	범용	절삭	재종	WSM37S
	– 규격에	맞는	나사산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코너	반경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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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스레드	밀링	커터	T2711 / T2712 / T2713

생산성	극대화 –  
놀라운	활용성

고객	혜택
 – 100 % 생산성: 가공	시간이	빨라지고	공구	수명이	늘어남
 – 100 % 공정	안정성: 취급	용이	및	반경	보정이	거의	없음
 – 100 % 품질: 부드러운	작업	실현	및	실린더형	나사산
 – 100 % 활용성: 다양한	나사	피치	및	길이	

공구의	특장점
	– 범용	인서트	타입	스레드	밀링	커터
	– 절삭	속도	및	날당	이송이	높게	설계됨

일렬식	공구:
	– 실린더형	나사산에	맞는	플루트	적용 
 – Weldon 섕크	및 Walter Capto™		
인터페이스	적용	

두	가지	형상:
 – D67: 공구	수명이	극대화된	일반적인	형상	
 – D61: 챔퍼가	완만,	긴	돌출	길이,		
나쁜	가공	조건	시	부드러운		
작업	가능

가공	범위
	– 호칭	직경 24 mm 이상의	
나사산
	– 피치	범위:  
1.5–6 mm / 18-4 TPI

 – 55 HRC 이하 ISO 재질	그룹	
P, M, K, S, H	소재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스레드	밀링	커터 T2713 그림: T2713-73-C6-5-14

스레드	밀링	인서트
 – 3 코너	절삭날을	갖춘	포지티브	기본	형상	
	– 내마모성이	강한	범용	절삭	재종 WSM37S
	– 규격에	맞는	나사산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코너	반경

Walter Capto™  
인터페이스	적용		

높은	안정성	유지	및		
활용성	극대화

플루트가	있어	공구에서	칩	배출		

절삭유	공급	조정이	가능해		
이상적인	칩	배출	실현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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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스레드	밀링	커터 T2711 / T2712 / T2713

세	가지	제품군 –  
독보적인	생산성	및	다양한	활용성	발휘	

표준	제품군
	– 다양한	나사	규격:  
M24–M85 / UNC 1–UNC 1 1/2
	– 다양한	돌출	길이:  
2.0 × DN, 2.5 × DN , 3.0 × DN
	– 인치	방식의	섕크와	결합된 
UN 나사용	공구도	제공

T2711-29-W32-3-09-3-24

T2712-29-W32-3-09-2-36

T2713-29-W32-3-09

절삭유	공급	조정	가능
막힌홀	나사산	가공	시	최적의	칩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절삭유	공급	스크류를	제거해야	합니다. 
관통홀	나사산을	가공할	때에는	축방향의	절삭유	배출구를	
막아야	됩니다. 이때	전체	절삭유가	반경	방향으로만		
배출되어	칩이	홀	아래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절삭유	공급	스크류

NEW

별도의	구매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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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하향	절삭	방식을	이용하여	나사산을	반경	방향으로	절단하여		
가공하기를	권장합니다. 프로그래밍해야	할	반경은  
Walter GPS 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리어링	컷은		
반경	보정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코어	홀을	통한		
커터	포지셔닝	및		

플런징

진입	커브 한	대열이	지나갈	때까지	헬릭스를	이용하여	
나사산	형성

진출	커브	및	공구를		
초기	위치로	복귀

바닥면	가공	불가	길이
나사산	길이는	마지막	나사산	돌기에	한	피치의	절반을	더한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l/2가 P/2보다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길이"(X)가		
생겨나므로, 프로그래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길이는	인서트	길이의	절반(l/2)에서	나사산	피치의	절반(P/2)을		
빼어	계산합니다.

예: 스레드	밀링	인서트 P26300-0902..를	사용하여 M36을	가공하는	경우

바닥면	가공	불가	길이 X = l/2 - P/2 = 
9.34 mm 

- 
4 mm

 = 2.67 mm 

나
사
산
	길

이

l

l/
2

P/
2

X
T271.. 제품군의	사용하지	못하는	길이는		
탭의	챔퍼	길이보다	짧습니다.

2 2

61Walter – 스레드	밀링	커터



C

C – 밀링

초경	밀링	공구 초경	엔드밀 MC319 / MC320 Advance & MC320 ConeFit 64

 초경	엔드밀 MD133 Supreme 66

 ISO H 초경	엔드밀 Advance 68

	 초경	엔드밀 MC232 Perform 69

초경, 세라믹	밀링	공구	 세라믹	엔드밀 MC275 / MC075 70

인서트	타입	밀링	공구 Tiger·tec® Gold 74

 절삭	재종 WMP45G 75

 Walter M4000 시스템	 76

	 정면	밀링	커터 M4003 78

	 직각	밀링	커터 M4130 79

 포큐파인	커터 M4258 80

 정면	밀링	커터 F2010  82

 Walter BLAXX 7각	커터 M3024 83

 8각	정삭용	커터 M2029 84

 Walter BLAXX	밀링	커터용	인서트	 85

 램핑	커터 M2331 86

	 다인	커터 M2136 87

	 카피	밀링	커터 M2471 88

 Walter BLAXX 슬리팅	커터 F5055 90 

62





NEW

_초경	엔드밀 MC319 / MC320 ADVANCE & MC320 CONEFIT

신설계 Kordel 	황삭	프로파일로	효율적인		
황삭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새로운	황삭	프로파일로	밀링	공정	시	소요	동력 30 %	감소
	– 견고한	공구
	– 다양하게	활용	가능, 특히	황삭	작업에	적합
	– 숏칩	발생
	– 밀링	공정	시	소음	발생	적음
	– 불안정한	가공	조건에	이상적임

가공	범위
	– 황삭
	–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주요	적용	범위:
	– 강재 (ISO P) 

차선	적용	범위: 
	– 스테인리스강 (ISO M)
	– 주철 (ISO K)
	– 난삭재 (ISO S) 

절삭	재종	 
 – WK40TF (MC319 Advance, MC320 Advance)
 – WJ30TF (MC320 ConeFit)

Walter Prototyp 초경	엔드밀 그림: MC319 / MC320 Advance, MC320 ConeFit

공구
	– 황삭	가공을	위한 Kordel 프로파일이	적용된	2가지	제품군

MC319 Advance: 내부	절삭유	타입	초경	황삭	엔드밀  
[미터	규격]
	– 버전:  
넥	부위	포함(DIN 6527 L)

MC320 Advance: 초경	황삭	엔드밀 [인치 & 미터	규격]
	– 버전:  
넥	부위	없음(DIN 6527 K)  
넥	부위	포함(DIN 6527 L) 

MC320 ConeFit: 교체식	헤드	시스템 [미터	규격]

Dc = 5–25 mm

z = 4

내부	절삭유	공급 
(MC319 Advance)

보호	반경

Dc = 4–25 mm

z = 3–8

보호	반경

z = 4–8

보호	반경

Dc = 10–25 mm (E10–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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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러운	절삭날:

프로파일	가공된	절삭날:

KORDEL 프로파일의	칩	형성

기존 Walter MC320- 
16.0W4BC-WK40TF

ae 14 mm 14 mm

ap 8,0 mm 8,0 mm

vc 80 m/min 80 m/min

n 1 600 min -1 1 600 min -1

fz 0,30 mm 0,30 mm

vf 1 920 mm/min 1 920 mm/min

절삭유	타입 수용성	절삭유 수용성	절삭유
Q 215 cm3/min 215 cm3/min

공구	수명 780 m 1 300 m

적용	사례
황삭 – 캠축

성능	비교: 공구	수명 [m]

기존 780

1 2001 000800600400200[m]

형상
	– 황삭	가공	전용으로	개발된 Kordel 프로파일 
	– 센터날	포함: MC320 Advance, MC320 ConeFit
	– 센터날	없음: MC319 Advance 
	– 섕크	버전 DIN 6535 HB
 – 40° 나선형	절삭날
	– 공구	직경에	맞춰	전처리	진행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가공물	소재: 100C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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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대

_초경	엔드밀 MD133 SUPREME

다이내믹	밀링 – 전체	제품군	출시

고객	혜택
	– 무인	가공	시에도	공정	안정성	최고
	– 가공	효율이	극대화되어	가공	시간은	단축되면서도	생산성	증대
	– 전체	절삭날	길이를	활용할	수	있고	균일하게	마모가	이루어져	공구	수명	극대화
	– 부품에서	다양한	캐비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높은	유연성	발휘	
(한	가지	공구	직경으로	가공)
	– 난삭재	및	불안정한	조건에서도	문제	없이	작업	가능	

신제품
	– 절삭날	길이 Lc = 4 × Dc

가공	범위
	– 다이내믹	방식의	밀링	작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됨(낮은 ae, 높은 ap, 긴 Lc!)
	– 여러	재질에	적합
	– 절삭폭 ae는	소재에	따라	달라짐

절삭	재종	
	– 강재(ISO P) 전용 WJ30RD 
차선	적용	범위: 주철(ISO K), 비철금속(ISO N)
	– 스테인리스강(ISO M) 전용 WJ30RA 
차선	적용	범위: 난삭재 (ISO S)

공구의	특장점
 – Weldon 섕크	타입의	초경	엔드밀
	– 칩브레이커	보유
 – Ø 6–12 mm / z = 5 
 – Ø 1/4–1/2 Inch / z = 5
 – Ø 16–20 mm / z = 6
 – Ø 5/8–3/4 Inch / z = 6

형상
	– 센터날	없음
	– 보호	반경	지정됨
	– 절삭	가능	길이 Lc:  
3 × Dc / 3 × Dc (넥	부위	포함) / 4 × Dc / 5 × Dc

초경	엔드밀 MD133 Supreme 그림: WJ30RD 및 WJ30RA

숏칩	생성을	위한	칩브레이커

보호	반경	

섕크 DIN 6535 HB

ISO P용 WJ30RD 

35° 나선형	절삭날

부등	분할

ISO M용 WJ30RA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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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유형이	밀링	공구에	필요한	절단값을	
규정합니다(예: 반경	방향	단면	폭(ae) 및		
절삭	접촉	각도(φs)). 가공해야	할	포켓	및		
홈	치수에	따라	적용해야	할	기법과	사용할	
공구의	직경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CAD/CAM	시스템은	다이내믹	방식의	
밀링	작업에	필요한	모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면	접촉	가공	및	충돌을		
회피하여, 밀링	방향, 이상적인	밀링	경로,  
회전속도(n), 이송	속도(vf), 절삭	접촉	각도(φs)		
유지	및	평균	칩	두께(hm) 등	중요한	모든	변수를	
고려한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이내믹	방식이라는	의미는	밀링	장비의		
가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장비는	충분히		
높은	가속	특성	및	높은	수준의	급속	이송과		
이송	속도를	보이고, 회전속도	범위가		
광범위하며	계산	시간	및	전환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작업, 장비	및	해당	가공물에	대해	추천하는		
최적의 공구 및 절삭	조건은 Walter GP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척을		
다이내믹	방식의	밀링에	사용할	수	있지만,  
Walter는 Weldon 섕크가	적용된	초경	엔드밀 
MD133 Supreme을	추천합니다.	엔드밀의	절삭		
가능	길이(Lc) 및	직경(Dc)은	가공물	형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  Walter GPS – 가공	내비게이션	주소: walter-tools.com

소
재

 / 가
공물

 

CAD/CAM	시
스
템

공
구

 /	절
삭
	조
건

 

다이내믹	방식의	
밀링

	장
비

다이내믹	방식의	밀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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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절삭	재종 WB10TG

고객	혜택
	– 최대 63 HRC 이하의	고경도	소재(ISO H) 작업	시	가공	효율	및	기술력	최적화
 – 7가지의	다양한	공구	제품군으로	선택의	폭이	넓음
	– 고경도	소재	가공에	적합한	형상으로	절삭	효율	증대
 – Walter만의	새로운	절삭	재종 WB10TG를	통해	공구	수명	증대
	– 고속	밀링	또는	고출력	밀링	작업	시	시간	및	비용	절감

초경	엔드밀	ISO H Advance 그림: MC089 Advance, MC183 Advance, MC187 Advance, MC281 Advance,  
MC388 Advance, MC480 Advance, MC482 Advance

_ISO H 초경	엔드밀 ADVANCE

고경도	소재	작업에	완벽한	제품

가공	범위
	– 최대 63 HRC 이하의 ISO H 소재에	적합
 – 3D 곡면	형상	가공
	– 다양한	밀링	기법	활용: HPC 황삭, 고이송 
밀링, 볼	노즈	엔드밀을	이용한	정삭
	– 주요	응용	분야: 금형	산업,	일반	기계		
가공

형상
	– 고경도	소재	작업		
전용으로	개발됨	
	– 넥	부위	및	섕크	버전의	
선택의	폭이	넓어  
ISO H 소재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공구
최대 63 HRC이하의 ISO H 소재	가공을	위한 
7가지	공구	제품군
	–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형상	및	절삭	재종 
WB10TG
	– 표면	조도	및	수명	극대화

고이송	엔드밀 MC089 Advance

멀티	플루트	직각	밀링	커터 MC183 Advance  
날	수: 최대 16개

멀티	플루트	직각	밀링	커터 MC187 Advance  
반경	보유/미보유

토러스	미니	공구 MC281 Advance 
Ø 1–4 mm

직각/슬롯	밀링	커터 MC388 Advance 
반경	보유/미보유

볼	노즈	엔드밀	MC482 Advance 

미니	볼	노즈	엔드밀 MC480 Advance 
Ø 0.4–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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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고객	혜택
	– 다양한	소재에	적용	가능
	– 폭넓은	애플리케이션에	활용	가능
	– 작은	규모나	중간	정도의	생산	배치	사이즈에서	높은	경제성	확보

가공	범위
 – ISO 재질	그룹 P, M 및 K
	– 측면	밀링, 전체 플루트, 포켓 밀링, 원호	보간	플런징,  
경사진	곳의	플런징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금형	산업,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산업

신제품
	– 넥	부분	작은	경	사용
 – Perform 라인의	초경	엔드밀
 – 1개	제품군 – 78개	사이즈
 – 2 코너, 3	코너	또는 4	코너	절삭날	타입의	엔드밀
 – Ø 2–20 mm
 – Ø 1/8–3/4 Inch
 – DIN 6527 L 규격	버전

초경	엔드밀 그림: MC232 Perform

_초경	엔드밀 MC232 PERFORM

소량	및	중간	정도의	생산량용	경제적	솔루션, 
다양한	적용성

35° 나선형	절삭날

섕크	규격:
DIN 6535 HB (> Ø 4 mm)
DIN 6535 HA (≤ Ø 4 mm)

z = 2, z = 3 및 z = 4

센터날

넥	부분	작은	경	사용	및		
미사용	타입

절삭	재종: WJ30ED

직각/슬롯	밀링 원호	보간	밀링경사진	곳의	플런징 포켓	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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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_세라믹	엔드밀 MC275 / MC075

니켈	계열	합금	가공	시		
생산	효율성	극대화

고객	혜택
 – (초경	공구	대비)	현저히	증대된	절삭	속도
	– 높은	가공	효율
	– 가공	시간	단축
	– 니켈	계열	합금, 특히 Inconel과	같은	난삭재에서	높은	생산성	발휘

Walter Prototyp	세라믹	엔드밀 그림: MC275 및 MC075

공구의	특장점
Walter Prototyp 브레이징	타입		
세라믹	엔드밀
MC275 / MC075

토러스	엔드밀:
 – Ø 8–25 mm
	– 코너	반경: 1–1.5 mm
	– 날	수: 4–8개
	– 절삭	가능	길이: 7–9 mm

고이송	엔드밀:
 – Ø 8–25 mm
	– 날	수: 4개 

 
특성:
	– 초경과	세라믹이	결합되어		
공구	안정성	증대
	– 우수한	진동	감소	성능

인터페이스
	– 평형	섕크
 – ConeFit

고이송	엔드밀 
MC075

토러스	엔드밀 
MC275

초경 ConeFit 인터페이스

초경	섕크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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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공	범위
	– 니켈	계열	합금	황삭	가공(예: Inconel 718) 
	– 하향	절삭	밀링
	– 건식	가공
	– 밀링	기법:	전체	플루트, 측면	밀링, 램핑, 원호	보간	밀링, 
플런징
	– 이어지는	정삭	가공(밀링, 샌딩)을	위해	가공	여유를		
두는	것을	권장함: 최소 0.5 mm 
	– 권장하는 척: 파워	척,	유압	척

초경
Ø 12

세라믹
Ø 12

ae 1.75 mm 1.1 mm

ap 18 mm 18 mm

vc 40 m/min 680 m/min

n 1,060 min -1 18,000 min -1

fz 0.1 mm 0.02 mm

vf 424 mm/min 1,440 mm/min

절삭유	타입 수용성	절삭유 건식
Q 13.3 cm3/min 28.6 cm3/min

성능	비교: 가공	시간 [초]

세라믹

초경 300

200100 300[s]

적용	사례
Inconel 718 / 전략:	황삭	작업

- 53 %

세라믹	엔드밀		
사용	시: 블리스크 
가공(플런지	밀링), 
Inconel

성능	비교: 공구	수명 [개]

세라믹

초경 1.5

31.5 5[개]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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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HIGH EXPECTA-
TIONS – WE CAN OFFER LONG 
TOOL LIFE. 

여유면	및	절삭	
상면에서	마모	식별	
최적화

매끈한	레이크면으로	낮은	마찰	저항	
최고의	성능	발휘

안정적인	절삭날	디자인으로		
공정	안정성	극대화

최신	코팅	기술	적용		
최고의	공구	수명	및		

절삭	조건	제공

'고객	제품의	목표를	제품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이것이 Walter의	개발	철학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	전략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Tiger·tec® Gold를	
통해	기계	가공의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	신기술을	선보였습
니다.

고객의	도전	과제는	우리	스스로의	기대치마저	뛰어넘게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Walter사는	어떻게	매번	이같은		
획기적인	제품과	기술	진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객의	가공		
과정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까?"라는 
Walter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수한	표면	처리로	더	완벽해진	혁신적	코팅	기술		
뛰어난	장점을	보유한 Tiger·tec® Gold가	만들어	
나갑니다.

TiN
우수한	코팅층	결합력

TiAlN
내마모, 열	균열	억제,  

플라스틱	변형	방지	및	내산화성	증가

TiN
최적으로	개선된	마찰	특성	및	마모	식별	기능	

초경 모재
극대화된	인성

코팅층	확대	단면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 Tiger·tec® Gold 
Tiger·tec® Gold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알루미늄	함유량을	
보유한 TiAIN 코팅으로,	표면의	경도가	높고	인성이	매우	풍부
하다는	점입니다. TiAIN 층은 TiN 상단층	바로	아래쪽에	위치
하며, 모재의	마모, 열	균열, 플라스틱	변형	및	산화를	방지해
줍니다. 화려한	금색의	상단층은	마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낮은	마찰	저항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정교한 TiN	층은	초경	모재와 TiAIN 층	사이에서	코팅층	간의	
결합도를	높여줍니다.

생산	공정의	신뢰성과	가공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발된 
Tiger·tec® Gold 
Walter가	개발한	본	최신	인서트	재종은	인성이	풍부한	
새로운	초경	모재가	특징입니다. 또는	코팅	소재량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성능적	개선이	실현되었습니다. 
인서트는	형상	외에도	코팅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초저압	방식(ULP-CVD)을	적용한	WKP35G 밀링		
재종은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NEW

Tiger·tec® Gold 그림: 인서트

NEW

절삭	재종 

	– 새로운 Tiger·tec® Gold	밀링	재종	WKP35G: 
CVD 코팅된 다목적	절삭	재종
	– 주요	구성	요소 TiAlN:  
알루미늄	비율이	높아	내마모	성능이		
뛰어남
	– 혁신적인	초저압	방식(ULP-CVD) 적용
	– 질감을	살린	금색 TiN 상단층
	– 밀링	작업을	위해	균형잡힌	내마모성과	
인성	간의	비율

가공	범위	
	– 강재	및	주물	소재	황삭	
가공
	– 중속	및	고속	절삭	속도
	– 건식	밀링	또는	절삭유		
사용

고객	혜택
	– 최적화된	내마모	성능으로	최대 200%까지		공구	수명	증대
	– 견고한	절삭날로	공정	안정성	극대화
	– 금색	상단층을	통해	마모	식별	최적화

_절삭	재종

Tiger·tec® Gold – Walter의	신기술	플랫폼	

LNMU..L55T ROHX...-F67

SNMX...-F57

SDGT...-D57

XNMU...-F27 ADMT...-G56

인서트
WKP35G –  
거의	모든	Walter	밀링	제품군에	제공됨, 예:

 – M4000 제품군의	모든	공구
 – Walter BLAXX 밀링	커터
 – Xtra·tec®

인서트	예시 –	제품군에서	발췌:

제품 QR	코드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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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iger·tec® Gold 그림: F2334R

절삭	재종	
	– 새로운 Tiger·tec® Gold 밀링	재종 WMP45G
	– 초저압	방식(ULP-CVD) 적용
	– 대부분 TiAlN으로	코팅되어	탁월한	내마모	성능	발휘
 – TiN으로	구성된	금색	상단층
	– 내열성과	인성이	균형을	이룬	특수한	고성능	모재로	밀링	
작업	시	뛰어난	성능과	인성	발휘

고객	혜택
	– 내마모성이	높은	Tiger·tec® Gold 재종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
	– 금색	상단층을	통해	간편한	마모	식별
	– 내열성과	인성이	강한	모재	사용으로	공정	안정성	증대

_절삭	재종 WMP45G

Tiger·tec® Gold – 터빈	블레이드	황삭	작업	시	
최상의	성능	발휘

가공	범위	
	– 터빈	블레이드의 Helirough	가공	및 Z-Level 가공
	– 까다로운	조건에서의	정면	밀링	작업
	– 마르텐사이트계	및	오스테나이트계	강재, 스테인리스강

인서트
	– 원형	인서트,	터빈	블레이드의	정면	밀링	및	카피	밀링		
전용

 – D57, D67, F67 형상에서	포지티브	원형	인서트 
ROHX10T3M0.. 및 ROHX1204M0.. 
	– 날당 4 코너	인서트	사용
	– 카피	밀링	커터 F2334R에	적합

경쟁사 ROHX1204M0-F67 
WMP45G

Ø / z 40 / Z 4 40 / Z 4

vc 200 m/min 200 m/min

fz 0,30 mm 0,30 mm

vf 1 900 mm/min 1 900 mm/min

ap 2,0 mm 2,0 mm

ae 25 mm 25 mm

가공물	소재: X11CrNiMo12, ISO P

성능	비교: 공구	수명 [min]

경쟁사 18

2010 30Q [cm3/min]

적용	사례
터빈	블레이드 – 황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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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신규	출시:

제품군 확대

_WALTER M4000 시스템

Walter M4000 – 최고의	성능	실현

시스템	인서트	
	– 여유각 15° 
	– 연마처리된	접촉면:	인서트	시트의	
접촉면이	개선되고, 사용	시	진동이	
방지됨

정사각	인서트: 
	– 정면 밀링	커터, 직각	밀링	커터,  
고이송	커터, 슬롯밀,	포큐파인	커터,	
챔퍼링	커터	및 T	슬롯	엔드밀에		
모두	사용	가능

 – 4	코너	사용	인서트	
	– 신터급	버전으로	경제성	극대화
	– 전주면	연마처리되고	부절삭날	
(45° + 90°)이	장착되어	부품의		
표면	조도	최상

롬빅	인서트:
	– 직각	밀링	커터, 슬롯밀	및	포큐파인	
커터에	사용	가능

 – 2	코너	사용	인서트
	– 신터급	버전으로	경제성	극대화

이제	새로	출시된 Tiger·tec® Gold  
절삭	재종 WKP35G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강재와	주철	소재	가공	시	공구	수명이		
더욱	길어집니다. 

고이송	커터
M4002

직각	밀링	커터
M4132

고객	혜택
	–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	인서트를	통해	자재	조달	및	보관	시	경제성	증대	및	비용	절감
	– 기후	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CO2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의	생산으로	자원	보호
	– 고도의	포지티브	형상으로	절삭	부하	최소화
 – CVD 코팅	재종(WKP25S, WKP35S, WKP35G)으로	강재	및	주철	소재	가공과	스테인리스강	가공	및	난삭재	가공
(WSM45X)

 – PVD	코팅	재종(WKK25S, WSM35S, WSP45S)으로	강재, 주철 소재, 스테인레스강	및	난삭재	가공

시스템	인서트 SD … 
	– 정사각형	모양의	포지티브	기본	형상 
	– 다양한	형상	및	재종

정면	밀링	커터	
M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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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예시 적용	범위 주절삭날	단면

재질	그룹

P M K N S H O

A57 – 특수	형상
	– 불안정한	가공	조건
	– 절삭날	안정성	최고
	– 고이송	가능
	– 직선으로	된	가장자리 (여유면에	물결	모양	없음)

0°

C C C C

D57 –	안정적인	형상
	– 중간정도의	가공	조건
	–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여유면에서	한	가지	물결	모양

10°

C C C C C C C C

F57 – 일반적인	형상
	– 좋은	가공	조건
	– 절삭	저항	낮음
	– 중속	이송	속도
	– 여유면에서	두	가지	물결	모양

16°

C C C C C C C C

G88 – 날카로운	형상
	– 알루미늄	가공용
	– 절삭	저항	낮음
	– 날카로운	절삭인선
	– 여유면에서	세	가지	물결	모양

20°

C C C

더욱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새로워진	여유면	디자인
여유면에	물결형	홈이	패여	있어		
어떤	형상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물결	모양이	더	심할수록	인서트	형상이		
포지티브	형상에	가깝습니다. 이를	통해		
한	눈에	형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커터
M4792

포큐파인	커터
M4256/M4257/M4258

직각	밀링	커터
M4130

T 슬롯	엔드밀
M4575

챔퍼링	커터
M4574

신터급	인서트	LD…
	– 롬빅, 포지티브	기본	형상	
	– 다양한	형상	및	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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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시:

NEW

_정면	밀링	커터 M4003

4 코너	사용	인서트로		
독보적인	표면	조도	달성

고객	혜택
	–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	인서트를	통해	높은	경제성	발휘
	– 자재	조달	및	보관	비용	절감	
	– 날당 4	코너	인서트	사용
	– 황삭-정삭	가공	결합으로	가공	단계	축소
 – CO2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의	생산으로	자원	보호
	– 고도의	포지티브	형상으로	절삭	부하	최소화

공구의	특장점
	– 진입	각도 45°의 4	코너	인서트를	포함한		
정면	밀링	커터
	– 직경	범위 20-160 mm (또는 1-6")
	– 평형	섕크	또는	실린더	보어	포함
 – 2 가지	인서트	크기: SD..09T3.. 및 SD..1204..
	– 절입	깊이 4.5 / 6.5 mm

가공	범위
	– 강재, 주철, 스테인리스강, 
비철금속	및	난삭재	정면	
밀링
	– 황삭, 예비	정삭	및	정삭	
가공

Walter M4000 정면	밀링	커터 그림: M4003

인서트
	– 부절삭날이	장착된	정사각	시스템	인서트
	– 여유각 15°
	– 신터급	버전으로	경제성	극대화
	– 전주면	연마되어	정밀성	극대화
	– 다양한	형상	제공	
 – 3가지 CVD 코팅	재종:  

WKP25S, WKP35G, WSM45X
 – 3가지 PVD	코팅	재종:  

WKK25S, WSM35S, WSP45S

SDGT...-F57
WKP35G

SDGT...-F57
WKP25S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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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_직각	밀링	커터 M4130

M4000 시스템으로		
경제적인	직각	밀링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비용	대비	효율성	증대
	– 자재	조달	및	보관	비용	절감
	– 자원	보호	컨셉
	– 포지티브	형상으로	절삭	부하	최소화
 – CO2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의	생산

공구의	특장점
	– 진입각 90°의	직각	밀링	커터 M4130
 – 2 코너	사용	인서트
 – Ø 16–100 mm
	– 절입	깊이: 8 / 13 / 16 mm
 – Weldon 섕크	또는	실린더	보어	포함

가공	범위
	– 황삭
	– 직각 밀링, 램핑,  
포켓	밀링, 원호보간밀링
	– 강재, 주철	소재,  
스테인레스강	및	난삭재	
가공용

Walter M4000 직각	밀링	커터 그림: M4130, 직경 63

인서트
	– 날당 2	코너를	사용하는 3가지	인서트		
크기	보유(LDM.08T2.., LDM.14T3.., 
LDM.1704..)
	– 여유각 15°의	롬빅	기본	형상
	– 신터급 – 최고의	경제성
 – 3가지 CVD 코팅	재종	

(WKP25S, WKP35G, WAK15)
 – 3가지 PVD 코팅	재종	

(WKK25S, WSM35S, WSP45S)
 – M4000 제품군	슬롯밀	및	포큐파인		
커터에도	사용	가능

내부	절삭유	공급

LDMT170408R-F57 WKP35G

기존 Walter M4130
LDMT170408-D51 
WKP35G

Ø / z 63 / Z5 63 / Z6

vc 182 m/min 250 m/min

fz 0.24 mm 0.2 mm

vf 1,104 mm/min 1,516 mm/min

ap 8 mm 8 mm

ae 55 mm 55 mm

가공물	소재: 42CrMo4 (1.7225) ISO P

성능	비교:	칩	배출량 [cm3/min]

Walter M4130

기존 486

400200 600Q [cm3/min]

적용	사례
그리퍼	플라이어	
작업: 슬롯	홈	가공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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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_포큐파인	커터 M4258

모듈	방식의	헤드	교체	방식으로		
경제성	극대화

고객	혜택
	– 모듈식	설계	구조:	날	바닥쪽의	바디가	마모된	경우	프론트	피스	교체	가능
	– 프론트	피스를	비롯해	내부	절삭유	공급	방식으로	공정	안정성	증대	
	– 자재	조달	및	보관	비용	절감
	– 날당 4	코너	또는	2	코너	인서트	사용으로	경제성	증대
	– 포지티브	형상으로	절삭	부하	최소화
	– 자원	보호	컨셉
 – Walter Green: CO2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의	생산

포큐파인	커터 그림: M4258

공구의	특장점
	– 부분유효	절삭날	포큐파인	커터 M4258
	– 모듈식	설계	구조:	교체식	프론트	피스
 – Ø 50–80 mm
	– 인터페이스: Walter Capto™ C6 및	C8

가공	범위
	– 곡면과	슬롯	밀링용	
	– 강재, 주철	소재, 스테인레스강	및		
난삭재	가공용

인서트
	– 신터급	버전으로	경제성	극대화
	– 여유각 15°

M4000 밀링	시스템의	정방형	시스템	인서트:
 – 4	코너	사용	인서트
	– 정면	밀링	커터,	직각	밀링	커터,	챔퍼링	커터	및 T 슬롯	엔드밀과	신터급	
인서트로	슬롯밀	및	포큐파인	커터에	모두	사용	가능

롬빅	인서트:
 – 2 코너	사용	인서트
	– 직각	밀링	커터, 슬롯밀	및	포큐파인	커터에	전면	인서트로	사용	가능

절삭	재종
 – 3가지 CVD	코팅	재종(WKP25S, WKP35G, WKP35S)으로		
강재	및	주철	소재	가공

 – 3가지	PVD	코팅	재종(WKK25S, WSM35S, WSP45S)

정밀하고	안전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Walter Capto™

모듈식	설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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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10°

16°

형상
A57 – 특수	형상:
	– 불리한	조건
	– 절삭날	안정성	최고
	– 고이송	가능
	– 직선으로	된	가장자리  
(여유면에	물결	모양	없음) 

D51 – 조용한	가공:
	– 진동	방지형
	– 긴	연장	어댑터	사용	시
	– 여유면에서의	물결	모양	

D57 – 안정적인	형상:
	– 중삭	조건
	–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여유면에서의	물결	모양

F57 – 일반적인	형상:
	– 우수한	조건
	– 절삭	저항	낮음
	– 중속	이송	속도
	– 여유면에서	두	가지	물결	모양

A57

D57

D51

F57

15010050

절삭	조건:

경쟁사 Walter

vc 250 m/min 250 m/min

n 1 590 min -1 1 590 min -1

fz 0,11 mm 0,225 mm

vf 835 mm/min 715 mm/min

ae 1,5 mm 3 mm

ap 37,5 mm 37,5 mm

소요	동력 3.0–4.5 kW 2.0–3.5 kW

Q 47 cm3/min 81 cm3/min

가공물	소재: ST-52, ISO P (1.0570)
공구: M4258 / Ø 50 mm / Z2
인서트: LDMT1170408-D57 / SDMT120408R-D57
절삭	재종: WKP35G

공구	수명	비교 [개수]

150경쟁사

적용	사례
힌지	–	호빙	작업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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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카트리지
정면	밀링	커터, 직각	밀링	커터 F2010 및 M4000 시스템		
인서트용	카트리지:

 – SD..09용 F2010...R756M, 진입각 [к] 89.5° 
 – SD..12용 F2010...R757M, 진입각 [к] 89.5°
 – SD..12용 F2010...R755M, 진입각 [к] 15°
 – SD..1204AZN..용 F2010...R758M, 진입각 [к] 45°

공구의	특장점
 – Ø 80–315 mm
	– 교체식	카트리지
	– 실린더	보어
	– 축방향	런아웃	조정	가능

가공	범위
	– 직각	밀링, 정면	밀링, 고이송	밀링
	– 강재	및	주철	소재, 스테인레스강, 난삭재, 알루미늄,		
비철금속	가공	및	코팅된 WXN15 재종	가공

	– 주요	응용	분야: 자동차	산업, 항공	우주	산업, 일반	기계		
가공	등

인서트
	– 정사각	시스템	인서트
	– 정면	밀링	커터, 직각	밀링	커터, 챔퍼링	커터,	포큐파인		
커터, T 슬롯	엔드밀	및	슬롯밀에	모두	사용	가능
	– 신터급	버전으로	경제성	극대화
	– 전주면	연마되어	정밀성	극대화
 – 4 코너	사용	인서트
	– 여유각 15°

_정면	밀링	커터 F2010

효율적인	대형	가공물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포지티브	형상의	인서트	사용으로	절삭	작용이	매우	부드러워	저성능	가공기에서도	
높은	절삭	효율	달성이	가능함
	– 축방향	동심도	조정이	가능하여	정삭	작업	시	우수한	표면	조도
	– 카트리지	교체가	가능하고	큰	직경	범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여	활용성	증대

정면	밀링	커터 그림: F2010

R755M

R758M

R757M

R756M

정면	밀링	커터, 직각	밀링	커터 F2010용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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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제품군 확대

powered by

신규	출시:

신제품
정면	밀링	커터 F2010 및 M3024 
제품군	인서트용	카트리지: 

 – XN.U0705용 F2010...R759M
 – Ø 80–315 mm
	– 교체식	카트리지
	– 실린더	보어
	– 축방향	런아웃	조정	가능

인서트
황삭용:  
XN.U0705.. 및 XNMU0906..

 – 14 코너	절삭날	타입의	양면	
인서트
	– 포지티브	절삭날	형상
	– 부절인	장착	버전: 
XN.U0705ANN... 또는  
XNMU0906ANN... 
	– 코너 R 버전: XNMU070508...  
또는 XNMU090612...

가공	범위
	– 모든	강재	및	주철	소재와		
스테인리스강에서	정면	밀링
	– 배기가스	터보차저와	같은	대량	생산		
부품	가공에	최적화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및		
다른	분야

공구의	특장점
 – Walter BLAXX 45° 정면	밀링	커터 M3024
	– 최대	절입	깊이 4 mm 또는 6 mm
 – Ø 40–160 mm (또는 3/4–12")
	– 특수한 Walter BLAXX	표면	처리로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겸비

F2010 및 Walter BLAXX 7각	커터용	카트리지 그림: M3024

14 코너	사용	인서트

2차	절삭날	또는	코너	R을		
갖춘	디자인

NEW: 정면	밀링	커터	F2010  
(및	인서트	XN.U0705)용	카트리지

_WALTER BLAXX 7각	커터 

정면	밀링	작업과	함께	높은	공정	안정성	달성	

고객	혜택
	– 저성능의	기계에서도	높은	절삭	능력	발휘
	– 포지티브	절삭날	형상으로	소프트	절삭	및	가공	효율	증대
	– 안정적인	인서트	디자인으로	공정	안정성	극대화
	– 초경심으로	인해	이상적인	접촉면	유지	및	날당	이송량	증대
	– 카트리지	교체가	가능하고	큰	직경	범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여	정삭	작업	시	우수한	
표면	조도	및	활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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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_8각	정삭용	커터 M2029

16개의	가용	절삭날로	정면	밀링	작업의		
효율성	극대화

고객	혜택
	– 안정적인	인서트	디자인으로	공정	안정성	극대화	
 – 16개의	가용	절삭날을	통해	절삭	재종	비용	절감	
	– 포지티브	절삭날	형상으로	소프트	절삭	
 – Tiger·tec® Gold 및 Tiger·tec® Silver 절삭	재종을	사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공구	수명	및	생산성	극대화	

인서트
	– 양면	표준	인서트로 16개의	가용	절삭날	
보유
	– 코너 반경: 0.8 mm
	– 전주면 연마: ONHU050408-F57 및	
ONHU050408-F67
	– 신터급: ONMU050408-D57  
(황삭	작업에도	적합)

공구의	특장점
	– 진입각 45°의	정삭용		
커터 M2029 
	– 준표준	공구로	제공
 – Ø 50–160 mm (또는 2–6")
	– 정면	절삭날	길이 4 mm
	– 견고한	양면	인서트

가공	범위
	– 황삭	및	정삭	작업	
(취약한	주강	가공물에도	적합)
	– 주철	소재	및	강재, 예: GG25, 42CrMo4, 
1.4837
	– 주요	응용	분야: 자동차	산업, 일반	기계	
가공	등

8각	정삭용	커터 그림: M2029

기존	 Walter M2029 
(8각)

Ø 100 100

z 8 + 2 8

vc 137 m/min 165 m/min

fz 0.26 mm 0.31 mm

vf 916 mm/min 1,325 mm/min

ap 0.35 mm 0.35 mm

ae 90 mm 90 mm

공구	수명 36개	가공물 80개	가공물

가공물	소재: GX40CrNiSi22-10 (1.4826+Nb) ISO M

성능	비교: CPP [%]

Walter M2029 26 %

기존 100 %

50 %26 % 100 %[%]

적용	사례
정삭	작업 – 터보차저	플랜지	표면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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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시:

_WALTER BLAXX 밀링	커터용	인서트

부드러운	가공성의	포지티브	단면,  
경제적인	황삭	작업	실현

고객	혜택
	– 견고한	탄젠셜	인서트로	인해	공정	안정성	극대화
	– 공구	직경별로	인서트수가	증가하면서	경제성	증대
	– 부드러운	절삭	및	날당	이송	최대 30 % 증가 

신제품
	– 황삭용	신터급	인서트  
LNMU090404R-L55T 및  
LNMU130608R-L55T

인서트
LNMU090404R-L55T 

 – Tiger·tec® Gold 재종 WKP35G 및		
Tiger·tec® Silver 재종 WKP25S, WSP45S, 
WKK25에	사용	가능

LNMU130608R-L55T
 – Tiger·tec® Gold 재종 WKP35G 및  

Tiger·tec® Silver 재종 WKP25S, WKP35S, 
WSP45S, WKK25에	사용	가능

	– 날당 4 코너	인서트	사용
	– 나선형	절삭날	모양으로	부드럽게		
절삭되는	인서트	형상

공구의	특장점
 – Walter BLAXX 직각	밀링	커터 F5041 및 

F5141과	카트리지	밀링	커터	F2010에		
사용	가능

 – Walter BLAXX 포큐파인	커터 F5038 및 
F5138에	사용	가능

 – Ø 25–315 mm

가공	범위
	– 직각	및	평평한	표면의		
황삭	작업
	– 강재, 주철	소재,		
스테인레스강	및		
난삭재	가공	
	– 주요	응용	분야:  
자동차	산업, 항공	우주	
산업, 일반	기계	가공	

제품군 확대

Walter BLAXX 직각	밀링	커터 그림: F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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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_램핑	커터 M2331

알루미늄-단조	합금	전용	공구	

고객	혜택
	– 원심력의	풀림	방지로	고속	회전	시	높은	공정	안정성	유지
	– 가공	효율이	극대화되어	가공	시간	단축
	– 구성인선이	최소화되어	공구	수명	연장
	– 해당	장비에	맞는	밀링	버전	사용	가능(Makino)

Walter 램핑	커터 그림: M2331

공구의	특장점
 – HSC 밀링	작업을	위한 90° 램핑	커터 
M2331
	– 최대	절입	깊이 15 mm 또는 20 mm
 – Ø 32–50 mm 또는 1.5–2"
	– 높은	동심	정밀도
	– 정밀	밸런싱된	바디
 – Makino 장비용 HSK, ScrewFit,	평형	섕크		
또는	실린더	보어	등의	다양한	인터페이스
	– 높은	회전속도	실현	가능	

가공	범위
	– 알루미늄-단조	합금	또는	알루미늄-리튬	합금	등과	같은		
비철금속(ISO N) 가공
	– 항공기	구조물	부품	가공용
	– 우수한	칩	배출능력으로	포켓	황삭	가공	및	예비	정삭	가공
	– 회전속도가	높을	때	사용	가능(예: Dc = 50 mm, n = 33,000 min-1)

인서트
	– 다양한	코너	R이	적용된 2가지	인서트	크기		
ZDGT15A4 …R-K85 (r = 0,4–4,0 mm)  
ZDGT20A5…R-K85 (r = 0,8–6,4 mm)
	– 포켓	밀링용으로	특수	설계된	형상의	인서트
 – HSC 가공	시	원심력으로	인한	접촉률	저하	최소화
	– 재종 WMG40에	사용되는	인서트

Makino 장비용  
HSK 인터페이스

원심력	풀림	방지	처리된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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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신규	출시:

NEW

_다인	커터 M2136 

8코너	가용	인서트	채용  
90° 직각	가공	커터

고객	혜택
	– 웨지	클램핑	방식의	안정적인	인서트	디자인으로	공정	안정성		
극대화

 – 8	코너	인서트	사용으로	공구비	절감
	– 포지티브	절삭날	형상으로	소프트	절삭	
	– 범용	절삭	재종을	사용하여	고효율	달성	가능

인서트
황삭용	인서트:

 – 8 코너	절삭날	타입의	양면	인서트	
	– 코너 R 및 2차	절삭날	보유
 – Tiger·tec® Gold 및 Tiger·tec® Silver 절삭	재종을	사용하여		
공구	수명	극대화
	– 인서트 타입 SNEF120408R...

정삭용	인서트:
 – SNEX1204PNR-B67로	십자	절개된	표면	구조
 – SNEX1204PNN-A27로	일정한	표면	구조

가공	범위
	– 모든	주철	소재(예: GG25, 

GG26Cr, GGV, …)
	– 정면	밀링	및	직각	밀링에	
적합
	– 황삭	및	정삭	작업에	적합
	– 주요	응용	분야: 자동차	
산업, 일반	기계	가공	등

공구의	특장점
	– 진입	각도 90°의		
정면/직각	밀링	커터
	– 절삭	깊이: 6.5 mm
 – Ø 50–160 mm (또는 2–6")

다인	커터 그림: M2136

포지티브	절삭날	형상

정확히 90°인	절삭날

클램핑	웨지를	이용한		
안정적인	인서트	클램핑

4	코너	사용		
정삭용	인서트

기존 Walter M2136

날	수 7 12

vc 226 m/min 226 m/min

fz 0.286 mm 0.218 mm

vf 1,800 mm/min 2,350 mm/min

ap 3–5 mm 3–5 mm

ae 75 mm 75 mm

가공물	소재: EN-GJS-500-7 (GGG50 - 0.7050), 
ISO K

성능	비교:	가공	시간 [분]

Walter M2136

기존 2.54

2.01.51.0 2.5[분]

적용	사례
홀더, 윗면	정면	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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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_카피	밀링	커터 M2471

가용	코너	수	및	경제성	극대화

공구의	특장점
 – 12개의	원형	인서트가	장착된	카피	밀링	
커터
	– 권장	절입	깊이 4 mm
 – Ø 32–63 mm (또는 2–2.5")
	– 모듈식 ScrewFit 인터페이스	및	실린더		
보어	포함

가공	범위
	– 터빈	블레이드의 
Helirough 가공	및	Z-Level	
가공에	완벽히	부합
	– 정면	밀링 
	– 강재, 스테인레스강	및		
난삭재	가공용

인서트
	– 양면	인서트로	날당 8 코너	인서트	사용
	– 여유면	위쪽에	인덱싱
	– 신터급	버전 RNMX1206M0-..
 – WSP45S 재종에 D57 및 F67 형상

포지티브	절삭	특성

8개의	가용	절삭	코너	
(측면당 4개)

Walter	카피	밀링	커터 그림: M2471	및	인서트	RNMX1206M0-D57

양쪽	모두	사용	가능	

여유면	위쪽에		
인덱싱

기존 Walter

Ø / z 50 / Z5 50 / Z5

vc 280 m/min 280 m/min

n 1,782 min-1 1,782 min-1

fz 0.4 mm 0.4 mm

vf 3,565 mm/min 3,565 mm/min

ap 3 mm 3 mm

ae 32 mm 32 mm

가공물	소재: X22CrMoV12-1 QT2 (1.4923), ISO P

성능	비교: 홈	개수	[개]

Walter M2471

기존 18

15105 20[개]

제품	동영상	보기:  
www.youtube.com/waltertools

적용	사례
터빈	블레이드의 Helirough 밀링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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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클릭만으로	알맞은	공구	선택이	실현됩니다. 
Walter GPS는	단	네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목표	설정에서부터	경제적인	공구	및	가공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Walter GPS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릴	및	보링, 나사	가공, 선삭, 밀링	그	어떤	작업이든지 Walter, Walter Titex 및  
Walter Prototyp의	모든	공구에	대한	전체	정보를	신속하게	보여드립니다. 정확한	절삭	조건	
혹은	경제성	산출내역	등이	결합된	데이터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alter GPS는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장비	근처에	
있든지	또는	이동	중이든지	장소에	관계	없이 PC 없이도	고객님이	계신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공구	정보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구	검색

Walter GPS

walter-to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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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WALTER BLAXX 슬리팅	커터 F5055

뒤어난	공정	안정성의	절단	및	슬리팅	작업

고객	혜택
	– 인서트	시트	고정부에	가공	부하가	전달되어	최고의	공정	안정성	발휘	
	– 반경방향	및	축방향	동심도	정밀도	증대
	– 간편해진	인서트	셀프	클램핑	조작	방식	
	– 범용	시스템	인서트가	사용되어	보관	비용	절감(슬리팅	커터	및	절단용	툴	홀더에		
사용	가능)

신제품
	– 인치	규격의	로케이션	홀이	
포함된	셀프	클램핑	버전

 – F5055.UBN...

인서트
	– 외날	인서트
	– 절삭날	폭: 
1.5 / 2.0 / 3.0 / 4.0 / 5.0 mm
	– 제공되는	형상		

CE4, SF5, CE6, SK8

가공	범위
	– 절단	및	슬리팅: 강재	및	주철	소재,  
스테인레스강, 비철금속	및	난삭재		
가공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  
자동차	산업, 항공	우주	산업	등	

공구의	특장점
 – Walter BLAXX 슬리팅	커터	F5055 
 – Ø 63–250 mm (2.48"–6.3")
	– 형상에	맞는	인서트	채용	
	– 최적화된	클램핑	방식으로	매우	높은		
체결력	유지	

Walter BLAXX	슬리팅	커터 그림: F5055.UBN..

프리즘	형상의	인서트	접촉면

셀프	클램핑	타입

SX 홈가공	시스템과	호환	가능

형상 SK8 – 알루미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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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WALTER BLAXX 슬리팅	커터 F5055

대형	규격에서도	제어	가능한	절단	작업

고객	혜택
	– 경제적인	인서트	솔루션을	통해	브레이징	타입	대체	가능
	– 대형	형상	작업이	가능하여	활용성	증대
	– 인체공학적	조립용	렌치 FS2290 사용으로	간편해진	인서트	교체	
(이를	통해	교체	시간	약 40 % 절감)

신제품
 – 1코너	인서트	타입	슬리팅	커터
 – Ø 500 mm
	– 절삭날	폭: 5.0 mm
	– 날	수: Z = 40
	– 인체공학적	조립용	렌치 FS2290

인서트
	– 외날 
	– 절삭날	폭: 5.0 mm
	– 제공되는	형상: CE4, SF5, CE6, SK8

가공	범위
	– 절단	및	슬리팅: 강재	및	주철	소재, 스테인레스강,  
비철금속	및	난삭재	가공	
	– 주요	응용	분야:	일반	기계	가공(예: 대형	가공물을		
쏘잉	장비에서	절단)

공구의	특장점
 – Walter BLAXX	슬리팅	커터	F5055
 – Ø 63–250 mm (2.48“–6.3“), NEW: 500 mm
	– 형상에	맞는	인서트	채용
	– 최적화된	클램핑	방식으로	높은	체결력	유지

체결 추출

Walter BLAXX 슬리팅	커터 그림: F5055

제품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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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어댑터

고정식	어댑터

Walter Capto™ 어댑터 축방향/반경	방향	어댑터 A2120-C / A2121-C 94

회전	어댑터

나사	가공	척 AB035 싱크로	나사	가공	척	 96

어댑터 슬리브 어댑터 슬리브 SL00.. 98 

92





_축방향/반경	방향	어댑터 A2120-C / A2121-C

다이렉트	절삭유	공급	방식의  
Walter Capto™ 어댑터

고객	혜택
 – Plug & Play 솔루션으로	간편한	조작	
	– 정밀	냉각	방식으로	공구	및	절삭날의	수명	증대	및	칩	형성	개선
	– 비가공	시간	감소	

어댑터
	– 섕크	어댑터	A2120-C / A2121-C
 – 4각	섕크 20 mm 및 25 mm용
	– 축방향	및	반경	방향	타입
	– 내부	절삭유	타입	섕크	공구에	다이렉트	절삭유	공급

인터페이스
 – Walter Capto™ C5 및 C6

가공	범위
 – ISO 26623 규격 Walter Capto™	섕크		
어댑터
	– 정밀	냉각	방식의	섕크	공구용

4각	섕크용	축방향/반경	방향	어댑터 그림: A2120-C / A2121-C

A2120-C

DCLN-P

A2121-C

NEW

외부	절삭유	추가	공급을	
위한	밸브

다이렉트	절삭유	공급을		
위한	긴	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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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B035	싱크로	나사	가공	척

다양한	방향의	압축력	제어 – 탭	성능	극대화

고객	혜택
 – +/- 0.5 mm 범위에서	축방향	위치	편차	보정	가능
	– 파손	위험이	적어	공정	안정성	향상(특히	소형	나사	규격의	경우)
	– 마찰이	적어	탭	공구의	수명	증대

공구의	특장점
 – DIN 6499 규격의	탭	콜렛을	사용하면서	최신	고성능	공구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싱크로	나사	가공	척
	– 특수	개발	합금	소재의	마이크로	플렉서(특허	보유) 적용
	– 축방향	및	반경	방향에서	최소	보정
	– 별도	요청	시 MQL	버전	제공

신제품
인터페이스:

 – Walter Capto™
 – C4, C5, C6

제공되는	다른	인터페이스:
 – HSK63
 – HSK100
 – BT30 / 40 / 50
 – SK40 / 50
	– 콤비	섕크 DIN 1835 B/E
 – NCT

AB035-H 

내부	절삭유	공급

플렉서	장치로		
싱크로	시	부조화	보상

콜렛

구동	볼트가	사용되어	회전	유격	감소

안정성이	개선된	하우징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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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소재 공구강 1.2344

인장강도 1,100 N/mm2

절삭유	타입 수용성	절삭유 5%

vc 12 m/min

나사 M6 – 12 mm 깊이

성능	비교:	공구	수명	카운트	[개]

AB035 

경쟁사 – 싱크로	척	

Weldon, 고정식

245

175

200100 300[개]

적용	사례
공구강에서	공구	수명	비교

가공	범위
	– 싱크로	탭	가공
	– 탭	및	스레드	포머에	사용하기	적합
	– 높은	절삭	속도를	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머시닝	센터에서	사용	가능

Walter CaptoTM HSK, MAS-BT	및 SK 인터페이스	타입	어댑터 그림: AB035... 싱크로	척

AB035-BT... (MAS-BT)

AB035-S... (SK)

AB035-C... (Walter CaptoTM)

AB035-H... (H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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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어댑터	슬리브 SL00..

인치	규격	공구	
정밀한	클램핑

고객	혜택
	– 동심	정밀도	향상으로	공구	수명	증가
	– 인치	규격	공구	사용	시	반복	정도	증대
	– 높은	정확도를	통해	최상의	가공	품질	발휘

어댑터	슬리브 SL000.. 그림: SL000..

미터	규격

Walter Capto™ 타입 AK182

인치	규격

신제품
	– 어댑터	슬리브 SL00.. 인치	규격, 클램핑	직경 12 mm, 20 mm, 

32 mm용 AK182 유압	척

어댑터
	– 인치	규격	공구의	어댑터	슬리브
	– 유압	클램핑	직경 12 mm, 20 mm, 32 mm의	감소
 – Ø 1/8"–1"

가공	범위
	– 인치	규격	공구의	정확한	클램핑
 – DIN 1835 Form A 규격에	준하는	실린더형	섕크용

NEW

제품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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