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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료 튜브제조 핵심 부품인 

필거툴(다이 및 맨드렐)은 튜브의 품질과 

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튜브제조 국산화 초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필거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거툴 설계, 가공부터 측정까지 

수행 가능한 국산화기술을 개발함.

기술 내용

  목적 및 필요성
●   최종 튜브검사 조건 만족을 위한 튜브 내/외면품질 

확보와 각 필거링 단계별 치수 제어의 핵심 요소임.
●   핵연료 튜브가 갖춰야 할 기계적 특성 만족과 집합 

조직 제어를 위해 고품질 필거툴 제조가 필요함.

  기술원리 
●   필거다이 CNC 설계/가공

-  필거툴 설계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필거다이 

고유 그루브 설계

-  필거다이 고유 그루브 가공을 위한 CNC 프로

그램 제작

-  가공중 치수 측정 및 가공축별 가공량 보정을 통한 

필거다이 그루브 정밀가공

●   필거맨드렐 CNC 설계/가공

-  필거툴 설계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필거맨드렐 

고유 프로파일 가공곡선 설계

-  필거맨드렐 고유 프로파일 가공을 위한 CNC 

프로그램 제작

-  가공중 치수 측정 및 가공축별 가공량 보정을 통한 

필거맨드렐 프로파일 정밀가공

●   필거다이 3차원 CMM 측정

-  필거다이 그루브 이상곡선 대비 실제값 편차 측정

-  필거다이 그루브 구간별 치수 측정을 통한 가공 품

질 확인

●    필거맨드렐 레이저 측정

-  필거맨드렐 프로파일 이상곡선 대비 실제값 편차 

측정

-  필거맨드렐 프로파일 치수 및 윤곽 측정을 통한 

가공 품질 확인

  장비 구성

기술 우수성

  기술특징
●   기술특징

-  필거툴 제조에서부터 최종 측정까지 자체 기술로 

생산된 필거툴의 수년간 사용을 통해, 수입 필거

툴 대비 품질의 우수성이 확인됨.

●   기대효과

-  핵연료집합체 개발에 따른 신규 튜브 치수 제조 

필요시 대응 가능 

-  튜브제조 품질 향상을 위한 필거툴 개선필요시 

대응 가능

-  필거툴 자체 제조 기술 확보를 통한 핵연료 튜브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  필거툴 국산화를 통한 필거툴 수입비용 절감

 

기술 적용현황

●   TSA 및 NSA 플랜트에 자체 기술로 제조/검사된 

필거툴 공급 및 사용중

제공 가능 품목

●   필거 다이 및 맨드렐 설계/제조
●   필거 다이 및 맨드렐 측정

< 필거 다이 · 맨드렐 > < 필거툴 측정 >

< 필거 다이 그루브 및 맨드렐 프로파일 >

< 필거다이 CNC 가공기 >

< 필거맨드렐 CNC 가공기 >

< 필거다이 

3차원 CMM 측정기>

< 필거맨드렐 

레이저 측정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