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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항공 및 우주 산업 분야의 강자

고난이도 작업의  
최고의 솔루션

산업별 솔루션

항공 및 우주 산업



도어/도어 프레임 주변 
(티타늄)
8/9 페이지엔진 하우징  

(니켈 계열 합금)
4/5 페이지

터빈 디스크 
(니켈 계열 합금)
6/7 페이지

랜딩 기어 빔 
(티타늄 합금)
11/12/15 페이지

총체적인 부품 통합 역량
가공 해결책

항공 및 우주 산업 분야의 가공에 대해 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이테크 솔루션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소재를 공정 안정성과  
정밀성을 극대화하여 작업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공 솔루션을 개발해야만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alter의 Engineering Kompetenz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제품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로부터 경쟁력 있는 대량생산 솔루션이 탄생되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Walter는 금속재 및 복합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가공  
공구들을 제작하고 있고, 항공 우주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선삭, 드릴 및 보링, 나사 가공 또는 밀링 
그 어떤 작업이든지 혁신적이고 유연한 가공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기술 지원에서부터  
공구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소재와 관계  
없이 최고의 생산성과 공정 안정성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윙 리브  
(알루미늄)

10/13/14 페이지

랜딩기어-마스터 실린더 
(고합금강)
16/17 페이지

스트럿 
(티타늄)
18/19 페이지

플랩 트랙 
(티타늄 합금)
20/2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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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작업

접합면의 탭 가공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Prototyp Prototex® TiNi Plus

 – 혁신적인 고경도 코팅 및 견고한 절삭날 
사용

 – 수용성 절삭유를 이용하여 ISO S 합금을  
가공하기 위한 특수한 형상 보유

 – 측면 여유각이 커서 끼이는 소재에서도  
마찰이 줄어듦

 – 내마모성이 높고, 타티늄이 함유되지 않은 
ACN 코팅층 보유

고객 혜택

하나의 공구로 니켈 계열 합금 및 티타늄  
합금을 다양하게 가공 가능. 공구 안정성이 
높아 공구 수명 및 공정 안정성 증대.

진행 작업

조립부 홀 드릴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Titex X·treme Plus

 – 내마모성이 높은 DPL-코팅 
 – 안정적인 주절삭날 디자인으로  
공구 수명 및 공정 안정성 극대화

고객 혜택

절삭 조건이 향상되어 공작물의 표면 조도가 
최상으로 유지되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드릴 공구.

터빈 하우징 설계의 최고 주안점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터빈 하우징은 티타늄 합금이나 Inconel  
혹은 Waspalloy 소재로 제작됩니다. 특히 니켈  
계열 합금은 인성이 풍부하고 내열성이 높아  
가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삭  
작업을 할 때 구조가 변경되거나 가장자리 구역에 
손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당 소재들은 

다축 턴-밀링 센터와 수직 터렛 선반에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Walter의 선삭, 밀링, 드릴 및 보링,  
나사 가공 공구를 이용해 효율성, 정밀성 및 공정 
안정성을 극대화시켜 엔진 하우징을 가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 작업

하우징 접합면 황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BLAXX 7각 커터 M3024

 – 날당 14 코너 인서트 사용
 – 안정적인 네거티브 인서트 사용
 – 초경심으로 인해 이상적인 접촉면 유지 및 
날당 이송량 증대

 – 깊은 절입 깊이
 – Powered by Tiger·tec® Silver

고객 혜택

신뢰성 높고 견고함과 공정 안정성이  
극대화된 경제적인 공구.

진행 작업

바깥면 황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정밀 냉각 방식의 Walter Cut 선삭 툴 홀더

 – 세라믹 인서트 CNGN1207 사용
 – 절삭 상면에서의 정밀 냉각을 통해  
표면 조도 최적화

 – 절삭 속도가 매우 높음 

고객 혜택

가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구 수명이 길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안정성이 높고  
절단 구역에서 냉각 방식이 최적화되어  
완벽한 표면 조도 보유.

엔진 하우징
니켈 계열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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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작업

블레이드 바닥 프로파일의 황삭 및  
정삭 밀링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Prototyp 프로파일 홈 엔드밀

 – 프로파일 근처에서 밀링 작업
 – TiAlN 코팅

고객 혜택

고도의 정확성이 유지되고 개별 설계되어  
공구를 이용해 상황마다 필요한 프로파일  
형성이 용이함.

진행 작업

디스크 프로파일의 곡면 선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Cut CaptoTM

 – Tiger·tec® PVD 코팅
 – 다양한 형상으로 다양한 활용성 겸비
 – 모듈 및 인서트에 맞춘 특수 솔루션

고객 혜택

홈가공 및 절단 작업과 홈가공 선삭 및  
길이 방향 선삭 작업을 위한 유연한 절단  
시스템 – 최고의 내마모성 및 내온성을  
보장하는 인서트 포함.

진행 작업

블레이드 홈의 HSC 밀링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브레이징 타입의 세라믹 헤드를 갖춘 초경 
엔드밀

 – 높은 안정성 및 공구 수명
 – 초경 섕크에 세라믹 소재의 헤드로 구성
 – 니켈 계열 합금용으로 설계된 형상
 – 플런지 밀링 작업에도 적합 

고객 혜택

안정성이 높고 "고속 절삭(HSC)" 시 절삭  
속도가 빨라져 기존 초경 솔루션에 비해  
가공 효율이 5배나 높아짐.

진행 작업

디스크 곡면 HSC 황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리지드 클램핑 방식의 Walter Turn 공구 및 
세라믹 인서트

 – 니켈 계열 합금 가공을 위한 세라믹 모재
 – 안정적으로 설계되고 니켈 계열 합금에  
맞춰 변경된 인서트 형상

고객 혜택

니켈 계열 합금 가공 시 공구 수명 및 절삭  
속도 극대화.

터빈 디스크는 엔진의 일부로, 티타늄 64 또는  
초내열 합금 Inconel 718 및 Udimet 720 등의  
소재로 제작되고, 돌출부가 있고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alter의 항공 우주 스페셜리스트
들이 각 부품 모양에 맞춰 개별적인 솔루션을  

개발해냈습니다. 비용 효율성과 공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Walter는 
절삭 공구와 공정 방식을 완비하여 모든 절삭  
공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가공 조건에서도 경제적인 가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켈 계열 합금

터빈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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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동영상 보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https://goo.gl/C9ov2x를  
방문하십시오.

진행 작업

스택 드릴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Titex 초경 드릴 AFT4A

 – 드릴 이송 유닛 및 CNC 시스템용으로  
설계됨 

 – 대형 절삭유 홀을 포함한 견고한 설계  
구조

 – 내열성이 강한 매끄러운 알루미늄- 
크롬질화물-코팅층

고객 혜택

드릴 이송 유닛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 개발됨. 광택처리된 플루트와 
내열성이 강한 알루미늄-크롬질화물층(ACN-
코팅층)을 통해 칩 배출이 최적화됨. 

진행 작업

CFK 리벳 홀 드릴 작업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Titex 트위스트 드릴 AF1D

 – 셀프 센터링 방식의 AF1D 형상
 – 다이아몬드 코팅층으로 공구 수명 증대
 – 탄소섬유 복합 소재용으로 특수 설계됨
 – CNC 시스템 및 드릴 이송 유닛에 사용  
가능

고객 혜택

단일방향 및 다방향 탄소섬유 결합재의  
드릴 작업에 완벽히 부합. 드릴 이송 유닛과 
함께 활용할 때에도 완벽한 원형과 치수  
안정성이 보장됨.

진행 작업

포켓 바닥 및 측면의 정삭 작업 
(High Performance Cutting)

WALTER만의 솔루션 

하이 퍼포먼스 밀링 커터 Ti45

 – PVD 코팅 신기술
 – 깊은 포켓 가공을 위한 깊은 바닥 가공용
 – 다인 옵션을 이용한 정삭 작업

고객 혜택

정삭 작업 시간은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PVD 코팅으로 공구 수명 극대화. 기존  
알루미늄-질화 크롬 솔루션 대비 공구 수명 
50 % 향상.

진행 작업

티타늄 구조물의 동적 밀링 작업 
(High Performance Cutting)

WALTER만의 솔루션 

하이 퍼포먼스 밀링 커터 Ti40

 

 – 전체 플루트, 동적 밀링, 예비 정삭 및 정삭 
작업을 위한 초경 공구

 – 5개의 절삭날을 갖춘 다재다능한 툴
 – 안정화 돌기를 갖춘 마이크로 형상 날끝 
처리

 – PVD 코팅 신기술

고객 혜택

황삭, 예비 정삭, 정삭 및 동적 고이송 밀링 
작업 시 생산성 증대. 기존 알루미늄-질화  
크롬 솔루션 대비 공구 수명 50 % 향상.

비행기 동체의 도어/도어 프레임 주변은 화물칸  
도어와 승객칸 도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도어와 도어 프레임은 비행기 
동체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구조물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프레임은 정확하게 제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하가 심할 경우 변형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프레임의 대부분이 티타늄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타늄에서 균열이 확산되지 않도록  
ß-풀림처리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구 마모가  
현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보강 돌기가 
있고 길이가 최대 4 m에 이르는 프레임이 추가로 
사용되면서 도어 부품의 변형 없이 프레임의  
가공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정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티타늄

도어/도어 프레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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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작업

티타늄 합금의 황삭 작업(슬롯 밀링, 직각 밀링, 곡면 밀링 및  
포켓 밀링)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BLAXX 포큐파인 커터 M3255

고객 혜택

우수한 칩 배출 능력, 최적의 칩 배출 공간 및 안정적인 설계로 공정  
안정성 극대화. 부드럽게 절삭되는 형상으로 포지티브 절삭 특성  
보유 – 최대 날 수가 사용되고 가공 효율이 극대화되어 가공 시간  
단축. 날당 4 코너 또는 2 코너 인서트 사용으로 경제성 증대.

최대 날 수가 사용된 포큐파인 커터

선별적인 절삭유 공급

전면용 2 가용 코너

전주면용 4 가용 코너

진행 작업

칩 제거율을 극대화한 포켓 황삭 예비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램핑 커터 M2131

고객 혜택 

원심력 풀림 방지 기능으로 고속 회전 시 높은 정밀 동심도와 공정  
안정성 유지. 구성인선 최소화로 가공 효율 및 공구 수명 극대화.

경사진 곳의 플런징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V자형 절삭날

정밀 밸런싱된 바디

원심력 풀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최고의 회전속도 발휘

공구 수명이 극대화된 새로운 밀링 재종 
WNN15

내부 절삭유 공급 타입 
MQL 및 수용성 절삭유

칩 배출 공간 최적화

알루미늄

램핑 커터 M2131

제품 동영상 보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https://goo.gl/W1tzqY를  
방문하십시오.

티타늄

포큐파인 커터 M3255

제품 동영상 보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https://goo.gl/nemqxl을  
방문하십시오.

티타늄 합금 가공용 재종 
WSM45X

Powered by Tiger·tec®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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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작업

벽면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Prototyp HPC Al38

 – 4개의 절삭날 - 벽면 정삭 가공을 위한  
비대칭 플루트 배열

 – 전주면에 연결 반경
 – 최적화된 마이크로 형상을 갖춘 절삭날
 – 내부 절삭유 공급 – MQL도 적합 

고객 혜택

진동 없는 정삭 작업 및 워터라인 전략을  
적용할 경우 단차없는 밀링 작업 실현. 

진행 작업

포켓 구조물의 HPC 황삭/황삭 밀링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Protoyp MB 266 Supreme 

 – 절삭 재종 WJ30UU (논코팅)
 – 내부 절삭유 공급 타입 
수용성 절삭유 / MQL

 – 정삭 작업에 적합하고 가공 효율이  
극대화된 Al 30 형상

 – 센터날을 통해 안전한 황삭 작업 실현 

고객 혜택

황삭 및 정삭 가공 시 최상의 공정 안정성이 
보장되는 콤비 공구.

진행 작업

포켓 구조물의 HPC 황삭 밀링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Protoyp MB 265 Supreme

 – 절삭 재종 WJ30UU (논코팅)
 – 절삭 재종 WJ30CA (CrN 코팅)
 – 내부 절삭유 공급 타입 
MQL 및 수용성 절삭유

 – Al-RAPAX G30 형상으로 가공 효율 극대화
 – 센터날을 통해 안전한 황삭 작업 실현 

고객 혜택

하이 엔드 장비에서 가공 효율 극대화.

진행 작업

HPC 포켓 정삭 및 바닥면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Prototyp HPC Al30 다인 커터

 – 센터날의 마이크로 형상을 통해 축방향의 
절삭력이 낮아짐 

 – 2차 절삭날의 마이크로 형상 덕분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음 

 – 내부 절삭유 공급 타입  
MQL 

 – 일정한 헬릭스 각

고객 혜택

불안정한 구조물에서 가공 시간 최소화.

윙 리브(Wing Ribs)는 날개 내부 구조물로,  
세로 뼈대와 함께 날개의 주요 구성품입니다.  
윙 리브는 주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조됩니다. 이 소재는 가볍지만, 부하 중량이  
높고 내구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2050 알루미늄 리튬 합금과 같은 차세대  
모델에 해당됩니다. 이 소재를 성공적으로  
가공하려면, 장비, 공구, 공정 및 밀링 기법을  

소재 및 합금에 맞춰 최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알루미늄의 HPC 가공 및 HSM 가공을 위한  
Walter 하이 퍼포먼스 솔루션은 인서트 공구,  
초경 공구 또는 PCD 공구 등 어떤 공구에서도  
뛰어난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알루미늄

윙 리브(WING RIB)

진행 작업

워터 라인 방식의 벽면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하이 퍼포먼스 밀링 커터 Ti50 
1.5 x D

 – 정밀 동심도가 높은 ConeFit 특수 벽면  
정삭 공구

 – 등 부위에서 반경이 큰 예비 정삭 작업 및 
정삭 작업 진행 및 벽면에서 돌출 구간  
없이 연결

 – 최대 길이 7 x D까지 굴절 최소화 
 – PVD 코팅 신기술 

고객 혜택

하나의 공구로 예비 정삭 및 정삭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가공 전략
(Waterline)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한 정삭  
공구. 기존 알루미늄-질화 크롬 솔루션((ACN) 
대비 공구 수명 50 % 향상.

진행 작업

포켓 바닥면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하이 퍼포먼스 밀링 커터 Ti50 
0.55 x D

 –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ConeFit  
교체식 헤드 시스템

 – 최대 7 x D에 이르는 포켓의 바닥면  
정삭 가공

 – 바닥면 정삭 가공 시 이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 PVD 코팅 신기술 

고객 혜택

PVD 코팅 신기술로 공구 수명이 극대화된  
경제적인 바닥면 정삭 작업 진행. 기존  
알루미늄-질화 크롬 솔루션((ACN) 대비  
공구 수명 50 % 향상.

진행 작업

포켓 구조물 고이송 밀링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ConeFit Flash

 – 4 코너 절삭날
 – 내부 절삭유 공급
 – 고이송 밀링 작업을 위한 특수 마이크로 
형상 날끝 처리 

 – 공구 돌출부가 긴 경우에 이상적 

고객 혜택

교체식 헤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고이송 밀링 작업 진행: 최대 날 수가 사용된 
ConeFit을 통해 가공 효율 극대화. 

진행 작업

접합부 고이송 밀링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고이송 커터 M4002

 – 정면 밀링 커터, Kappa 15°
 – 3가지 크기의 4 코너 인서트
 – 여유면이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어  
형상 선택이 용이해짐

고객 혜택

4 코너 절삭날과 극대화된 가공 효율을  
갖춘 시스템 인서트 덕분에 경제적인  
고이송 밀링 작업 가능. 티타늄을 위한  
새로운 재종 WSM45X를 통해 최대 100 %에 
이르는 공구 수명 연장.

티타늄 합금

랜딩기어 빔

않은 상태로 열이 유입되면 부품 내에 장력이  
발생하여 몇 주 후 부품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 냉각 방식을 최적화하고,  
칩 배출 제어, 고품격 클램핑 장치 및 공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랜딩기어 빔은 복합적인 구조물로, 날개 구조물과  
수평으로 랜딩 스트럿 위쪽에 위치합니다.  
이 부품은 날개와 랜딩기어를 체결하는 부위인 
동시에 랜딩 스트럿과 함께 완충 역할도  
담당합니다. 이 거대한 단조 부품에는 수많은  
3축 및 5축 포켓이 달려 있으며, 대부분 티타늄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타늄 가공 시  
공구 절삭날에서 고온이 발생합니다. 제어되지  

이 페이지에 제시된 공구의 신속 구매 문의: 이 페이지에 제시된 공구의 신속 구매 문의: 사용법 안내 동영상 보기:
QR n https://goo.gl/MTxsSB를 
방문하십시오.

사용법 안내 동영상 보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https://goo.gl/WuvMab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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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작업

반경 돌출부의 황삭 및 예비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볼노즈 커터 F2339
 

 – 외인 인서트 장착 및 미장착 버전
 – 혼동 방지장치가 내장되어 간편하고  
안전한 공구 취급

 – 부드러운 절삭용의 신터급 인서트
 – 최신 Tiger tec® Silver 절삭 재종으로 높은 
가공 성능이 보장되면서도 공구 수명  
극대화

고객 혜택

견고함과 공정 안정성 극대화 및 공구 수명 
증대. 부드럽게 절삭되고 소비 전력이  
절감되는 인서트를 통해 경제성 극대화.

진행 작업

5축 곡면 밀링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원형 밀링 커터 F2334R

 – 원형 인서트의 측면이 깎여 있어  
안정적으로 인서트 고정 가능

 – 이송 속도 및 가공 효율 최고
 – Powered by Tiger·tec® Silver

고객 혜택

높은 공정 안정성 및 큰 비용 절감. 티타늄  
합금과 같은 난삭재 가공 및 황삭 가공에  
이상적임.

진행 작업

코어 홀 드릴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Xtra·tec® Point Drill B4013 

 – 교환 가능한 외날 팁 드릴
 – 외날 팁에 직접 내부 절삭유 공급
 – 고도의 포지티브 형상  

고객 혜택

신속한 작업 사이클로 생산성 증대 및  
인서트 채용 공정으로 진동 없이 공정  
안정성 극대화.  

진행 작업

접합면의 프로파일링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Xtra·tec® 
하이 퍼포먼스 밀링 커터 F4030

 – Trigon-양면 인서트가 장착된 정면 밀링  
커터, 플런징 커터 및 카피 밀링 커터

 – 롱 타입 공구 및 Tiger·tec® Silver 절삭  
재종의 견고한 인서트 

 – 날당 6 코너 인서트 사용
 – 날당 이송 fz 최대 3.5 mm까지 가능 

고객 혜택

절입 깊이가 얕고 날당 이송이 높은  
경우에도 가공 효율이 극대화되어 생산성, 
공정 안정성 향상 및 공구 수명 증대. 공정  
비용 절감 및 진동 감소.

랜딩기어 마스터 실린더는 착륙 시 충격 완화  
기능을 하고 랜딩기어가 들어가고 나오게  
해줍니다. 이 중앙 구조물의 개수와 규모는 해당 
비행기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항상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 실린더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몇몇 개로 제한되어 
있고, 주로 티타늄 합금과 300M 등의 고합급  
강재가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는 가공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마스터 실린더의 구조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 항공기에서 
부품의 단조 소재 사용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공구 제작 기술과 더불어 최적의 가공  
전략이 필요합니다. 랜딩기어 마스터 실린더  
제작에는 곡면 밀링이나 선삭, 드릴 등이 주요  
가공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합금 강재(300M, 4340)

랜딩기어-마스터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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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작업

포켓 바닥면 및 반경 돌출부의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카피-정삭-엔드밀 F2139

 – 매우 정밀하고, 모든 면이 그라인딩  
처리된 인서트

 – ISO S-가공용 특수 재종
 – 대칭을 이루는 바디로 HSC 가공에 이상적
 – 돌출부가 긴 경우 진동을 줄이기 위해  
초경 섕크도 옵션으로 공급 가능 

고객 혜택

틈새 형성 및 절단 간격이 형성되지 않음.  
각 가공 상황에 따라 이상적으로 조정 가능. 
공구 수명 극대화 및 가공물 표면 조도  
최적화.

진행 작업

티타늄 구조물의 황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BLAXX 포큐파인 커터 M3255

 – 공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견고한 디자인
 – 각 절삭날까지 정밀하게 절삭유 공급
 – 날 수가 많아져 최고의 절삭 성능 발휘
 – 날당 4 코너 또는 2 코너 인서트 사용
 – 부드러운 절삭 형상
 – CVD-코팅 절삭 재종 WSM45X의  
Powered by Tiger·tec® Silver 

고객 혜택

부드러운 절삭 작용, 생산성 및 공정 안정성 
극대화. 공구 수명 연장, 가공 효율 극대화 및 
가공 시간 단축으로 경제성 극대화.

진행 작업

코어 홀 드릴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Xtra·tec® Insert Drill B4213

 – 균형잡힌 절삭 작용으로 가공 홀 공차  
향상

 – 가용 절삭 코너가 4개인 인서트를  
사용하여 경제성 극대화

 – 와이퍼 인서트 사용으로 우수한 부품  
표면 조도

 – 인서트 클램핑으로 공정 안정성 극대화 

고객 혜택

가용 절삭 코너가 4개인 인서트 두 개를  
사용하여 생산성 극대화 및 공차 향상.

진행 작업

접합부 황삭, 고이송 밀링 및 플런지 밀링 
(플런징)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고이송 커터 M4002

 – 날당 4 코너 인서트 사용
 –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 인서트
 – 고도의 포지티브 형상으로 절삭 부하  
최소화

 – CVD-코팅 절삭 재종 WSM45X의  
Powered by Tiger·tec® Silver 

고객 혜택

생산성 및 공구 수명 증대, 4코너 인서트  
사용과 조달 및 보관 비용 절감으로 큰 비용 
절감. 부드럽고 안정적인 절삭.

항공기의 랜딩기어는 덩치가 큰 부품으로, 이륙 
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착륙 시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성으로  
인해 엔진과 더불어 랜딩기어는 제작 시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통과 해야만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증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럿은 휠의 
움직임으로부터 랜딩기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랜딩기어의 중앙에 위치하여 랜딩기어가  

항공기 동체에 삽입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트럿 
가공 시 소재로 인해 특별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트럿은 주로 Ti5553 또는 Ti10-2-3 등의 
난삭재 티타늄으로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Walter 밀링 커터를 이용하면 최적의 품질을  
발휘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티타늄

스트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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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작업

포켓 바닥면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하이 퍼포먼스 밀링 커터 Ti50
0.55 x D

 –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ConeFit  
교체식 헤드 시스템

 – 최대 7 x D에 이르는 포켓의 바닥면 정삭 
가공

 – 바닥면 정삭 가공에서 이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고객 혜택

코팅 신기술로 공구 수명이 극대화된 경제적
인 바닥면 정삭 작업 진행. 기존 알루미늄-질
화 크롬 솔루션((ACN) 대비 공구 수명 50 % 
향상.

진행 작업

코너에서 HPC 나머지 소재 가공 및  
예비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하이 퍼포먼스 밀링 커터 Ti40

 – 전체 플루트, 동적 밀링, 예비 정삭 및  
정삭 작업을 위한 초경 공구

 – 5개의 절삭날을 갖춘 다재다능한 툴
 – 안정화 돌기를 갖춘 마이크로 형상  
날끝 처리

 – PVD 코팅 신기술 

고객 혜택

황삭, 예비 정삭, 정삭 및 동적 고이송 밀링 
작업 시 생산성 증대. 기존 ACN 솔루션 
(알루미늄-질화 크롬) 대비 공구 수명 50 % 
향상.

진행 작업

포켓 구조물의 황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Walter BLAXX 포큐파인 커터 M3255 
일체형 HSK100A

 – 전체유효 절삭날의 포큐파인 커터
 – 선별적인 절삭유 공급
 – 세레이션 형상의 인서트 바디에 탄젠셜, 
축방향으로 놓여 강화된 코어

 – 전주면용 4 가용 코너, 전면용 2 가용 코너 

고객 혜택

티타늄 합금 황삭 작업 시 최적의 안정성 및 
공구 수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우수한 칩 배출 능력 및 최적의 칩 배출  
공간으로 공정 안정성 극대화. 부드럽게  
절삭되는 형상으로 인해 포지티브 절삭  
특성.

플랩 트랙은 착륙 시에 필요한 양력을 항공기에  
공급하는 장치로, 에어로포일 뒤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플랩 트랙 제작 시에는 주로  
스테인리스강 15-5 PH, Carpenter C465 또는 
TiAl6V4, 신형 항공기의 경우 티타늄-알루미늄  
혼합 소재 또는 CFRP-티타늄 혼합 소재 등 다양한 

소재들이 활용됩니다. 포켓과 윤곽선 밀링  
작업은 대개 CNC 밀링기나 문형다두밀링기로  
이루어지는데, Walter 공구는 최적의 공구 수명 및 
치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티타늄 합금

플랩 트랙

진행 작업

워터 라인 방식의 벽면 정삭 작업

WALTER만의 솔루션 

하이 퍼포먼스 밀링 커터 Ti50 
1.5 x D

 – 정밀 동심도가 높은 ConeFit 특수 벽면  
정삭 공구

 – 등 부위에서 반경이 큰 예비 정삭 작업 및 
정삭 작업 진행 및 벽면에서 돌출 구간  
없이 연결

 – 최대 길이 7 x D까지 굴절 최소화 

고객 혜택

하나의 공구로 예비 정삭 및 정삭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가공 전략
(Waterline)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한 정삭  
공구. 기존 알루미늄-질화 크롬 솔루션((ACN) 
대비 공구 수명 50 % 향상.

사용법 안내 동영상 보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https://goo.gl/NY85ei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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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주 안에 배송: 
Walter Xpress Aerospace goes supersonic

WALTER XPRESS AEROSPACE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

제품군의 이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듯이 Walter Xpress Aerospace는 출고 기간이 매우 빠른  
것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즉, 주문 후 늦어도 3주 안에는 받아볼 수 있으며, 보통은 더 일찍  
Walter Xpress Aerospace 공구 제품군의 맞춤식 공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특히 Walter Prototyp  
초경 밀링 공구가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를 줄일 수 있고,  
재고 순환이 편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 단계인 공정 계획 단계에서부터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Walter Xpress Aerospace 공구를 조회했다면, 내일이면 바로 중요한 모든 데이터를 눈 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공구를 정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Walter의 특별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해당 양식은  
판매 대리점 또는 walter-tools.com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정 시간 [t]

Walter Xpress Aerospace 
공구 납품

최대 2 ~ 3주 후

도면 및 모델이 
포함된 고객 맞춤식 
견적서 즉시 작성

Walter Aerospace 
스페셜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나만의 
스페셜 공구 정의

1일 2일

주문 후 해당 내역이 
직접 Walter 생산 
라인으로 연결

3일

나만의 스페셜 
공구가 생산되기 
시작함

4일

WALTER XPRESS AEROSPACE

모든 공정의 첫 단계 

Inquiry Form Walter Xpress end mills

Company Customer No.

Contact person

Address

Country

Phone Fax

E-Mail

Face geometry:

Radius at corner

sharp corner

ballnose

Corner chamfer

Coating:End mill sub group:

Center cut:

Shipment of the tool within 2 weeks  
from Germany. (* within 3 weeks).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Walter 
Xpress you will find at
www.walter-tools.com

All green highlighted fields are mandatory fields to design the special tool. The other input fields are optional.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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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ies:

To:
Walter Sales company

26

Dc d1

Lc

l11

l16
l4 d1

Lc
l4

l1

R

Coolant 
supply

external

internal

internal MQL

Selection machining  type: Aluminum 

Titanium

UU

BA

RD*

EA

CA*

TF*

with center cut
without center cut

R:

l
11

:

Construction Dimensions:

d1:

Tol.

min.6, max. 25

  Tol.-Field min. IT8

Dc: min. 5mm, max. 25mm 
min 0.2inch, max 1.0 inch

Tol. h6        

Shank-Ø: 6, 6.35, 8, 9.525, 10, 12, 12.7, 14, 
15.875, 16, 18, 19.05, 20, 25 mm 

  HA

  HE

  HB

  SafelockTM

Type of shank DIN 6535:

cutting-Ø < 6   3 - 100 pcs., Ø 6 ≤ cutting-Ø < 20   3 – 50 pcs
Ø 20 ≤ cutting-Ø ≤ 25   3 – 30 pcs.

 MB265

 MB266

 HPC_AL30

 HPC_AL38

 AL45

까다로운 가공은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공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Walter Xpress는 특별히 항공  
우주 산업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Walter Xpress 
Aerospace를 통해 즉석에서 나만의 초경 밀링  
공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Walter Aerospace  
스페셜리스트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문이 이루어지면 직접 

Walter 생산 라인으로 연결됩니다. 항공 우주  
업계의 요건에 맞춰 특수 제작된 미가공품은  
스페셜 공구의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에  
Walter Xpress Aerospace 공구를 최단 시간 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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