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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는 안정적인 전력량 수급을 위하여, 계속적인 운전 혹은 기동·정지

가 반복하면서 운전 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

기적 점검과 정비는 필수적이다. 정비를 위한 기존의 비계시스템은 모든 하중이 하부로 집중되어 일부 

부재에 문제 발생시 연쇄적으로 비계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로

운 노내비계를 개발하여 상부에서 하중을 분산시키고, 일부 부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연쇄 붕괴의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보일러 튜브의 구조로 인하여 직접적인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내비계의 설

치를 위한 인양시스템을 개발하여 노내비계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비계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발전설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Abstract: Boilers of large-sized coal-fired power plants are being operated under very poor conditions such as 
continuous operation or repeating of start-up and shutdown for a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Thus periodic 
inspection and maintenance are required to ensure reliability of operation. The loads of existing scaffolding 
systems for the maintenance of boilers are concentrated in the lower parts structurally, which may cause a serial 
collapse of the overall scaffolding system when there are problems in some members. Therefore, in this study, 
a safe furnace scaffolding system is developed by dispersing the loads in the upper part, as well as minimizing 
the hazards of serial collapsing. In addition, for cases where the direct installation of furnace scaffolding is 
challenging owing to the structure of the boiler tube, a lifting system for the installation of furnace scaffolding 
is developed so that furnace scaffolding can be supported to secure the integrity of the power generat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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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는 안정적인 전

력량 수급을 위하여, 고온 · 고압의 상태에서 계속

적인 운전 혹은 기동·정지가 반복하면서 운전 되

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운전되고 있기 때문

에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과 정비

는 필수적이다. 특히 운전 중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예방 정비기간에 보일러 노내에서 

많은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보일러 내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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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review of Wire rope type scaffolding 
system

Fig. 2 Structure review of Boiler Tube 

비 작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계와

는 다른 형태의 발전소 대형 보일러에 최적화된 

비계가 필요하다. 이 때,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는 

시스템 비계의 경우 일반적인 시스템 비계와는 

달리 구조 계산을 통하여 규격화되어야 하며, 좁
은 보일러 내부 진입 통로와 짧은 내부 정비 및 

상태 점검, 손상 보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

존의 비계시스템은 일부 부재의 영향으로 시스템 

전체의 구조 건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외산제품

이다. 이 밖에도 노후화, 부재누락, 집중하중에 

의한 안전율 초과, 안전관리 소홀 등 많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가 부적절하게 설

치되어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

며, 하부 바닥에 지지기반을 둔 채로 쌓아올리며 

조립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 모든 하중이 하부로 

집중되어 일부 부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

쇄적으로 비계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점이 있

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비계관련 사고

는 882건으로 연간 약 3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

며, 2012년 발전소 노내 비계의 붕괴로 인한 인

명사고가 발생 되는 등 비계시스템 붕괴사고는 

사회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국내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플랜트 설비에 

적용되는 강관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보일러 내부 실정에 맞는 시스템 비계의 규격 표

준화 및 구조적 안전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기존의 시스

템 비계 역시 비계 하단부의 집중하중, 곡면 벽

체에서의 설치 작업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을 가

지고 있어 보일러 정비 시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일러 상부에서 하

중을 분산시키고, 일부 부재에 문제가 발생하더

라도 연쇄 붕괴의 위험을 최소화한 안전한 노내 

비계를 개발하고자 하며, 보일러 튜브의 구조로 

인하여 와이어 로프형 노내 비계의 직접적인 설

치가 어려운 경우 노내 비계의 설치를 위한 인양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일러 내부의 와이어 로프형 

노내 비계를 지지하도록 개발하여 노내 비계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비계 작업자의 안

전성을 확보하여 발전설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 한다. 

2. 시스템 설계

2.1 와이어로프형 노내 비계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와이어 로프형 

노내 비계는 보일러 상부에 와이어를 설치하여 

모든 하중을 상부에서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을 

분산시키고, 연쇄 붕괴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보일러 상부의 튜브 간섭이 적고 노내 

비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하중지지부 위치

를 선정하였다. 
둘째, 각 와이어로프에는 Connecting Joint가 체

결되어 각각의 정격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였으

며, 와이어로프에 가로대 고정용 플랜지를 체결 

후 가로대를 체결하여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자

의 추락방지를 위한 핸드레일을 조립하는 방식으

로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중을 지지해야하는 보일러 튜브

의 구조 검토를 통해 하중지지부의 안정성을 검

토하였으며, 작업하중에 대한 비계의 구조 검토

와 상부 하중지지대 구조검토를 통한 상부 하중

지지부의 응력 및 변형량 검토를 실시하였다. 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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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sign wire rope type scaffolding system 
and lifting system

Fig. 4 Review the stress deformation of platform

상부 하중지지대 설치

(와이어로프 지지대 설치)

루프 튜브 설치 공정
경사 정비 구간 설치

(하부트러스 설치)

루프 튜브 설치 공정와이어로프 설치

수냉벽 정비구간 설치

(사면 전체 발판 설치)

Fig. 5 Procedure for installation of scaffolding for 
furnace maintenance

비계의 구조검토는 1개단에서 20인, 1개면에서 6인
의 동시작업 하중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하였

으며, 하중지지대의 구조 검토는 상부 하중지지부

에서의 노내 비계의 하중인가에 따른 응력 및 변

형량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2 와이어로프형 노내 비계 인양시스템 설계

수직형 튜브 타입의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튜

브의 구조상 보일러 Nose부의 간섭으로 인하여 

와이어로프의 직접적인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일러 내부에 와이어 고정부의 설치가 불가능하

여 와이어로프형 노내 비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ig. 3과 같이 보일러 Heavy Girder에 인양시스템

을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와이어로프형 노내 비

계를 설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인양시키는 새로

운 노내 비계 인양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첫째, Heavy Girder에 비계 시스템 설치 고정부 

설정을 위해 플랫폼 지지 시 하중 분배와 보일러 

내부 Tube나 HDR에 간섭 회피에 적정한 Roof 
wall Tube Hole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둘째, 노내 비계 설치를 위한 플랫폼을 동조시

스템에 의하여 동일 인양 거리 및 인양 위치 제

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계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는 플랫

폼에 대한 구조검토를 통하여, 상부 하중 지지부

에서의 노내 비계 하중인가 시 응력 및 변형량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부재의 내력 및 변

위가 안정범위 이내인 것을 확인하여 구조 안정

성을 확보하였다.

3. 시스템 적용

3.1 수평형 팬던트 튜브 보일러 비계시스템 적용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와이어 로프형 비계시스

템을 500MW급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적용하였

다. 개발된 와이어로프형 노내 비계의 설치는 Fig 
5와 같이 크게 3구간으로 나누어 설치된다. 설치

순서는 상부하중 지지대, 하부 트러스구간, 와이

어로프 설치, 사면 전체 발판을 설치하는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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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pplication of wire rope type scaffolding
system

Fig. 7 Application of Lifting system

진행·설치한다.
첫째, 하중지지부인 빔 구조물은 보일러 튜브

인 Platen Superheater Bundle 및 Hanger Tube 
Bundle에 분산 설치되며 설치된 하중지지부의 와

이어로프 체결부에 가설재 설치용 와이어로프가 

연결된다. 
둘째, 설치된 와이어 로프에 Connecting Joint를 

설치하고, 여기에 가로대를 핀 체결하여 고정시킨 

후 노내 비계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이를 반복하

여 벽면을 따라 전체 발판을 설치하고, 상단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계단을 설치한다. 계단은 3단
을 연속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설치하

며 위와 같은 형식으로 최상단까지 반복하여 설

치한다.
셋째, 작업 발판을 설치한 후 보일러 내부의 코

너 측의 Burner 구간에는 간섭과 벽면유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삼각발판을 설치하고, 코너 내부로는 

형상 유지와 강도보강을 위해 강관파이프를 이용

하여 코너 지지대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와이어로프는 특성상 측면에 대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벽면지지대와 마그네틱 조절버팀대를 사용하여 

벽면과 고정한다. 

3.2 노내비계 인양시스템 적용

본 연구에서는 보일러 튜브의 구조상 와이어로

프형 노내 비계의 직접적인 설치가 어려운 수직

형 튜브 타입 보일러로 구성된 500MW 이상급 

초임계압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노내 비계 인양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먼저 Heavy Girder 부에 비계 시스템 설치 고

정부를 설정하고 유압잭, 리코일러, 팜트리가이드 

등으로 구성된 노내 비계 설치용 플랫폼 인양시

스템을 설치하였다. 
둘째, 보일러 바닥에서 상하부지지 플랫폼을 

조립한 후 스트랜드로 유압잭과 연결하여 일정한 

거리만큼 상부로 인양시킨다. 
셋째, 인양된 플랫폼에 설치된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노내 비계를 1단씩 조립시키면서 상부

로 인양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Nose
부 하단까지 인양 및 조립을 반복하며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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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일러 상부에 와이어를 설치하

여 노내비계를 설치하는 와이어 로프형 노내 비

계와 와이어로프형 노내 비계를 인양하는 인양시

스템을 개발하였으며, 500 MW 이상급 초임계압 

화력발전소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와이어로프형 노내 비

계는 첫째, 기존의 하부 하중지지방식에서 탈피

하여 하중을 상부에서 분산 설치함으로써 국부적 

응력집중으로 인한 연쇄붕괴의 위험을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일부 부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시

스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
부 지지부의 하중에 의한 피로도 최소화하여 전

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셋째, 노내 비계 인양시스템은 와이어설치가 

불가능한 수직형 튜브타입 보일러에 와이어로프

형 노내 비계를 적용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

라, 바닥에서 비계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고 다수

의 작업자가 동시에 노내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안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 비계시스템의 설치 기

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획일화된 노내 비계 

기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으로 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하중고정 방식이 상부고정방식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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