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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2년 초 국내 모 화력발전소에서 정기적인 계획예

방정비작업(Overhaul Maintenance Work)을 수행하기 위

해 보일러 내부에 설치한 대형 시스템비계가 붕괴되면

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상 지적되었

던 비계 자재의 문제, 설치상의 문제점 및 무리한 작업

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견되었으며,1,2) 또한 붕괴된 대

형 시스템비계는 아일랜드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비계

이며, 안전인증 대상임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다3,4). 

참담한 붕괴사고 이후에 국내 6개 발전사들은 발전

소에서 사용되는 비계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시스템비계가 설치된 이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절차를 제도화하고 발전소에서 사

용되는 모든 가설기자재는 필히 안전인증을 획득한 자

재를 사용한다는 지침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가설기자

재 중 보일러 내부의 점검과 보수를 위해 설치하였던 

전용 대형 시스템비계가 안전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운 

제품인 것으로 밝혀져, 5개 화력발전사는 공동으로 보

일러 전용 시스템비계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본 연구는 

이와 연계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보일러 수퍼히트부는 높이 80 m 이상의 고공이며, 

튜브의 형태는 Fig.1(Tube in S.H. Part)과 같다. 작업자

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이 없는 상태

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

는 일반 가설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므로 보일러 내부에서 설치되는 전용 시스템비계를 

설치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Fig. 1에서 보듯이 보일러 

상부 수퍼히트부의 수직튜브구간에 설치되는 통로발

판 및 발판거치대와 수평튜브사이에 설치하는 길이가 

변형 수평발판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g. 2와 같이 현재 수퍼히트부의 수직튜브 구간에는 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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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형 작업발판과 발판거치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수평

튜브 구간의 튜브 사이에는 인증품이 사용되어야 하나

(Fig. 1: Legal Platform) 미인증품인 유공발판(Fig. 1: Illegal 

Platform)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에서는 국

내인증조건을 만족하는 알루미늄 경량 통로발판과 수평

튜브 사이에 설치되는 길이가변형 수평발판을(Fig. 3) 개

발하여 안전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인증대상품이 아닌 발

판거치대는 안전보건공단, 가설안전 전문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회의를 통해 발판거치대의 성

능과 구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후,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발판거치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unit : mm)
Fig. 1. Boiler configuration and current temporary equipment.

Fig. 2. Access platforms and supports at vertical tube section.

Fig. 3. Variable-length platforms at horizontal tube section.

2. 인증기준 설정

현재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모두 3종이

다. 이중 수직튜브 구간에 사용되고 있는 통로형 작업

발판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발판의 중량이 약 

0.27 kN으로써 작업자가 한손으로 취급하기에는 상당

히 무거운 편이어서 낙하사고의 위험 및 작업자의 근

골격계 질환의 발생위험이 높다. 발판지지대는 안전인

증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불법 가설기자재는 아니지만, 

발판지지대에 작용하는 하중과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

인이 되지 않은 채로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수평튜브 구간에는 튜브사이로 작업자가 이동할 때 

작업대가 필요하나, 튜브사이의 간격이 작아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부 보일러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공발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맞춤발판이 필

요하다. 수평튜브 사이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발판과는 달리 발판을 튜브의 측면에서 거치하

여야 하므로, 길이가 변하는 작업발판이 필요하다.

통로형 작업발판은 안전인증 대상이고, 길이가 변형 

수평발판도 안전인증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작업대와 

구조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발판지지대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보건공

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전문가그

룹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별도의 인증기준을 설

정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2.1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기준

Fig. 4, 5와 같이 작업발판 중에서 발판의 양단에 걸

침고리가 있는 것은 작업대, 고리가 없는 것은 통로형 

작업발판이라고 하며, 이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성능기

준과 구조기준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규

정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 하면 Table 1, 2와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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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atform structure.

Fig. 5. Access platform structure.

Table 1. Performance standard of platform

Member Item Performance Standard

Platform
Bending Strength  W(㎜)×11N

Vertical Deflection  L/100 ㎜ (Max. 20 ㎜)

Clamping
Jaw

Shearing Strength (Main)  W(㎜)×39 N

Shearing Strength (Jaw)  3,240 N

Floor Vertical Deflection  10.0 ㎜

Table 2. Performance standard of access platform

Item Performance Standard

Vertical
Deflection

Class 1*  18 ㎜

Class 2*  Ls/100 ㎜ (Max. 20 ㎜)
(Ls:Span Length=0.9 L)

Bending Strength  W(㎜)×11 N

Floor Vertical Deflection  10.0 ㎜

* Length of Class 1: 1,800±50 ㎜, Others Class 2

2.2 발판지지대의 안전인증 기준

발판지지대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직튜브

를 고정하는 수평파이프에 설치되어 튜브와 튜브 사이

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형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재로써 발전소에서 임으로 제작하여 사

용하고 있다. 발판지지대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인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발판지지대의 역할과 기능

을 고려하여 성능기준과 구조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전

문가그룹의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에, 이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하면 안전인증과 같은 절차로 안전

성을 검증할 수 있다.

Fig. 6. Load standard for platform support.

보일러 내부 수퍼히트부에 설치되어 있은 수직튜브

의 최대간격이 3 m이고, 발판지지대의 거치간격이 1 m

라고 설정한 상태에서 발판지지대 1개에 작용하는 경

우의(Fig. 6) 최대하중을 계산한 결과를 다음에 정리하

였다. 이 경우 각각의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용하였다6).

<작용하중>
- 고정하중 : 

    
××


× × 

   

- 작업하중 :  
××


×× 

   

<발판지지대에 작용하는 하중기준>
-   ×   ×   ×  ×   

여기서 Pcr : 기준성능, Pd : 고정하중, Pl = 작업하

중, SF1 :고정하중 안전율, SF2 : 작업하중 안전율

3. 제품 개발

본 연구는 고소작업인 보일러 내부 수퍼히트부에서

의 튜브 점검 및 보수작업을 위한 작업발판과 부속자

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보일러 내부 수퍼히트부

에서는 총 3종의 가설자재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재들과 작업현장에 맞

게 임의로 제작된 자재들을 사용함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설자재는 첫째, 안전인증대상 

가설자재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획득하고(통로발판, 

수평발판), 둘째,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가설자재의 경

우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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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발판지지대), 셋째, 고소작업시의 안전성을 제고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1 통로발판

통로발판은 보일러 내부의 계획예방정비작업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가설자재로써, 작업자가 작업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이동시 통로역할을 하는 목적

으로 설치된다. 현재 발전소에는 강재로 제작된 길이 3 

m의 통로형 작업발판이 사용되고 있으며,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보일러 내부에서 통로

발판을 설치할 때 작업자들은 한손으로 발판지지대를 

잡고 한손으로 통로발판을 거치하게 되는데, 기존의 

작업발판의 중량이 0.26 kN으로써 한손으로 취급하기

에는 무겁기 때문에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

고 있으며, 설치시 작업발판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

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인증 기

준성능을 충분히 만족하면서도 중량이 가벼워서 작업

자가 설치작업을 계속하여도 근골격제 질환이 발생하

지 않도록 알루미늄으로 작업발판을 개발하였다. 개발

된 통로발판의 길이는 기존 통로발판과 같이  3 m이

고, 폭은 35 cm, 높이는 4.5 cm이다. 총중량은 0.16 kN

으로써 기존의 통로발판의 약 60% 수준으로 작업자가 

취급하기 쉽게 개선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확률을 

낮추었다. 발판의 이동을 쉽게하기 위해 발판의 중간

부위에 손잡이를 두었고, 측면에는 발판고정과 횡방향 

고정을 위해 구멍을 두었다. 또한 전체 단면을 폐합단

면으로 하고, 측면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비틀림에 대

한 저항성능이 향상되도록 제작하였다(Fig. 7).

Fig. 7. Section of access platform

개발단계에서 다양한 단면가정과 구조해석을 통해 

안전인증 기준성능을 만족하면서도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단면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단면을 압

출단면으로 설계함으로써 발판 양단면외에는 용접부

위가 전혀 없도록 설계하여 사용중 용접부 파단으로 

인한 발판의 파손과 수명단축을 배제하였다. Fig. 8과 

같이 알루미늄(단위중량 : 28 kN/㎥, 탄성계수: 70 GPa) 

재료성질 및 3000 mm × 350 mm × 45 mm(길이 × 폭 × 

넓이)의 제원을 갖는 통로발판 모델에 대하여 MIDAS 

Civil 2016 v1.4를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8. Structural analysis result of access platform.

Fig. 9. Load test of access platform.

수치해석 결과, 인증기준하중인 3.85 kN을 작용하였을 

때 처짐량은 12.6 mm이 발생하여 인증기준 처짐(20 

mm)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9에

서의 성능시험 결과 처짐량은 14.9 mm가 발생하여 안

전인증 기준성능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해석과 성능시험 처짐량의 차이는 재료의 물성치, 

제작의 오차, 지지조건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3.2 길이가변형 수평발판

수평발판은 수평튜브와 수평튜브사이로 작업자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발판으로써 발판거치를 위한 수평

튜브의 수직간격이 2 cm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존 작업

발판은 설치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미인증 제품인 유

공발판을 사용하여 왔다. 

수평튜브 사이에 설치하는 수평발판은 먼저 튜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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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판을 거치한 후 튜브 측면에서 발판의 길이를 

확장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길이가 변하는 길이가 변

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Fig. 10에서와 같이 우선적으

로 길이가 변하는 작업발판을 2가지 형태로 가정하여 

장단점을 비교한 후, 최종개발품의 형상을 선정하였다.

A type B type

Fig. 10. Section assumption of variable-length platform.

상기의 가정단면 중에서 A형은 한쪽의 발판이 다른

쪽의 발판으로 삽입되는 형식으로 단면이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나, 겹침부의 강성

이 적어 안전인증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겹침부의 단차로 인해 작업자가 이동중 발에 걸

릴 가능성이 있다. B형은 자재가 많이 소요되어 비용

이 증가하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단점은 있으나, 겹침

부의 강성이 크고 발판의 높이차가 없어 돌출로 인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발대상품을 B형으로 결정하였다. 

수평발판의 바닥재를 형성하는 사각파이프와 걸침고

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연결부의 케이스는 강재

로 제작하였다

개발대상인 B형 수평발판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Fig. 11에서 보듯이 안전인증 기준하중을 작용하였을 

경우에 처짐은 1.9 mm가 발생하였고, 연결부 강재에 

발생하는 응력은 284 MPa로써 인장강도의 약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Structural analysis result of variable-length platform.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길이가변형 수평발판은 “방호장

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규정된 작업대와 구조가 상이하

므로 ｢안전인증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전인증 해당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기능과 구조를 변경, 개선한 후 안전인증 서면심사 

절차를 통과하였다. 기능과 구조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재를 형성하는 사각파이프의 폭을 줄여 도구 

등이 아래로 낙하하지 않도록 함.

2) 미끄럼 방지를 위해 강판을 체크플레이트로 변경

하고, 리벳의 돌출을 방지함.

3) 발판거치 후 이탈 고리의 이상으로 발판이 줄어

들 경우를 대비하여 핀을 설치함.

3.3 발판지지대

발판지지대는 수직튜브 구간에서 통로발판을 지지

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조 가설재이며, 안전인증 대상

이 아니므로 발전소에서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

었으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보일러 내에서 발판지지대가 사용되는 환경을 감안

하여 발판지지대에 작용하는 8.18 kN으로 계산하고 발

판지지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구조기준을 다음에 

나타내었다.

1) 손잡이 또는 안전대 걸이가 있어야 한다.

2)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발판부의 폭은 25 cm이상이어야 한다.

4) 발판부의 길이는 40 cm이상이어야 한다.

발판지지대를 거치한 후 통로발판을 설치하면, 발판

의 자중과 작업하중에 의해 발판지지대의 고리는 하향

으로 하중이 작용하여 탈락할 우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탈락방지장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발판지지

대가 마주보고 설치되지 않고 단독으로 설치될 경우에

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꽂이형 안전난간기

둥을 설치하기 위한 소켓을 부착하였다.

기존의 발판지지대의 중량이 약 0.07 kN이므로, 개

발되는 제품의 중량도 기존의 발판지지대의 중량보다 

동등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발주자인 삼천포발전본부

의 요구사항이었으므로, 성능은 자체 성능기준을 만족

하면서도 중량은 기존의 제품과 같거나 이하가 되도록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단면과 형상

을 갖는 모델을 가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성능을 

확인하였고, 중량을 계산하여 0.07 kN이하가 되도록 

개발대상품을 결정하였다.

상기의 가정단면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자문

회의를 통해 결정된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모델을 선정

하고(Fig. 12), 해석모델상의 중량을 계산하여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량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최종

단면형상을 결정하였다. 상기의 모델 중에서 G형식이 

가장 가벼우면서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변형하여 중량을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개선한 후 

최종제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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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 type G type E type

Fig. 12. Section assumption of platform support.

제품의 중량은 0.069 kN으로써 기존제품보다 가벼

우며, 극한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최대시험하중이 설치대

상 튜브의 최대간격 3 m, 발판지지대 간격 1 m를 고려

한 하중기준인 8.18 kN보다 큰 11.11 kN으로 나타나 안

전성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기존의 발판지지대의 성능시험 결과는 4.94 kN으로 성

능기준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Fig. 13. Load test of platform support.

4. 현장적용성 평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통로발판, 길이가변형 수평

발판 및 발판지지대는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정비작업

시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개발된 제품의 현장적용성도 

보일러 내부의 수퍼히트부 튜브 구간에 설치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를 위해 보일러의 가

동을 정지할 수는 없으므로, 제품들이 거치되는 튜브

와 유사하게 별도의 거치대를 제작한 후 제품을 설치

함으로써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였다(Fig. 14). 

Fig. 14. Field application test.

수직튜브, 수평튜브 구간에 사용되는 통로발판 및 가

변형 통로발판에 대하여 별도의 거치대에 간섭없이  설

치가 되었고 지지조건 및 하중의 전달도 설계조건 대로 

작동하였다. 특히 통로발판의 경우에는 기존의 통로발

판에 비해 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취급하기가 편리하

며 작업자의 안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퍼히트부의 수직튜브 구간에 사용

되는 통로발판과 발판지지대, 수평튜브 구간에서 사용

되는 길이가변형 수평발판을 개발하였다. 통로형 작업

발판은 중량이 약 0.069 kN으로써 작업자가 취급하기

에는 편리하도록 개발하여 낙하사고의 위험 및 작업자

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위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길이가변형 수평발판의 경우에는 기존 안전인증을 받

지 않은 임의의 유공발판을 대체하여 수평투브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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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길이변화에 대응하고, 겹침부의 강성을 증대하

고 발판의 높이차를 줄여 돌출로 인한 문제점을 제거

하였다. 

통로발판과 길이가변형 수평발판은 안전인증기관인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취득하였고, 안전인

증대상이 아닌 발판지지대는 가설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자문회의를 통해 성능기준과 구조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각각의 제품을 개발하였다. 추

후 발전소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태의 가설자재를 개

발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개발을 수행하

면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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