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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선체인양
추진단 인양추진과

담 당 자 ∙과장 장기욱, 서기관 홍원식, 사무관 이민석
∙☎ (044) 200-6230, 6231, 6233

11. 11(금) 14:00 이후부터 보도가능

 

해수부, 인양장비 바꿔 동절기 인양작업 계속 추진 

- 북서계절풍 영향 덜 받는 장비도입, 공백 없이 인양작업 할 수 있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9일(수) 오후 김영석 장관이 주재한 

세월호 인양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리프팅 빔을 들어 올리는 

‘해상크레인’을 ‘잭킹바지선(2척)’으로, 선체를 부두로 운송하는 ‘플로팅 

도크’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장비조합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해상크레인) 선박에 크레인이 장착된 장비, 수면위 높이 약 120m

(잭킹바지) 여러 개의 유압 잭이 장착된 바지, 수면위 높이 10m 이하

(플로팅 도크) 날개벽(높이 28m) 및 갑판탱크 부력 조정으로 승하강(잠수깊이 19m), 비자항

(반잠수식 선박) 주로 갑판탱크 부력 조정으로 승하강(잠수깊이 13m), 자항(自抗) 가능

현재 동원 대기 중인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도크는 해상작업에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장비이긴 하나, 상하이샐비지 설계가 비동계철 인양을

목표로 하여 동절기 북서계절풍의 영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이후에도 인양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풍압면적이 작은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 국내 기술자문단, TMC와 4차례 기술검토 

회의 후에 결정한 잭킹바지선(2척)은 유압 잭(스트랜드 잭업*)을 바지선에 

탑재하게 되므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인양력(2만3천톤**
)이 해상

크레인(1만2천톤)보다 커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유압으로 와이어를 당겨 해양 구조물 등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사용

** 유압잭 1기당 350톤 × 1척당 33기 설치 × 잭킹바지선 2척 = 23,1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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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잠수식 선박은 플로팅 도크보다 잠수 깊이(반잠수식 선박 :

13m, 플로팅 도크 : 18.9m)는 낮지만, 길이 146m의 세월호 선체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적재 가능능력(반잠수식 선박 : 약 53천톤, 플로팅 도크

: 약 18천톤)이 크며, 무엇보다 플로팅 도크와 달리 예인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장거리 이동 및 미세위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반잠수식 선박 : 길이 200m / 날개벽 없는 개방형 선체(참고자료 1)

** 플로팅 도크 : 길이 102m / 좌우 28m 날개벽이 있는 U字형 선체(참고자료 1)

향후 인양작업은 ①리프팅 빔 양 끝에 와이어를 걸어 스트랜드 잭업

장치를 탑재한 2척의 잭킹바지선에 연결하고,
②잭킹바지선으로 인양 후

대기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에 탑재,
③목포신항까지 운송하여 부두에

거치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파고 1m, 풍속 10m/s 이하인 소조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12월 목표로 

진행하는 인양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4월 이후에나 인양작업이

가능하나, 동계철 작업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공백 없이 인양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일정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미수습자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인양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홍원식 서기관(☎ 044-200-6233), 이민석 사무관(☎ 044-200-62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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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세월호 인양장비 비교

□ (추진배경) 동절기 인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하이샐비지가 작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풍압면적이 작은 장비로 교체

□ (당초)「해상크레인+플로팅 도크」⇒ (변경)「잭킹바지(2척)+반잠수식 선박」

① 28개의 리프팅 빔 양 끝에 와이어를 걸어 각각을 2척의 잭킹바지에 연결

② 잭킹바지로 선체를 인양하여 대기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에 탑재

③ 반잠수식 선박(自航 선박)으로 목포신항에 운송하여 부두에 거치

< 비교표 >

구

분

주요 장비
리프팅 빔 폰 툰

기 상

조 건인 양 수상부양 및 운반

당

초

해상크레인

인양력 12,000톤

- 인양점 120m

플로팅 도크

(길이102m, 잠수깊이 약 19m,

최대 인양력 17,800톤)

- (날개벽) 좌우에 102 × 28m

빔 26개,

와이어8줄

(선체둘레)

사 용

(약1,500톤) 소조기

파고 1m

풍속10m/s

이하변

경

잭킹바지 2척

(25천톤, 38천톤)

인양력 23,100톤

-인양점 10m 이하

반잠수식 선박(동원중)

(길이228m, 잠수깊이 약 13m,

최대 인양력 52,500톤)

- 날개벽 없음

빔 28개,

와이어

미사용

미사용

* 26개(선수 18, 선미 8) + 선미측 추가 2개

□ 인양 개념도

구 분 당 초(해상크레인/플로팅 도크) 변 경 (잭킹바지 2척/반잠수식선박)

인양

수상

부양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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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변경 장비 

□ 잭킹 바지선(2척) (세월호를 수면으로 인양하는 장비)

* 동 바지선에 유압실린더, 앵커 등 잭킹장치를 설치하여 잭킹바지선 제작

선박명 조상중공 1(ZSZG 1) 조상중공 3(ZSZG 3)

사 진

선박종류 (반잠수식) 바지선 (반잠수식) 바지선

크 기 길이 146m x 폭 56m 길이 152m x 폭 60m

재화중량 25,000톤 38,000톤

자항능력 없 음 없 음

□ 반잠수식 선박 (세월호 적재 후 운반)    * 미확정이나 도입 가능성 높음

선박명 후아 양 롱(Hua Yang Long)

사 진

선박종류 반잠수식 선박

크기
길이 228m x 폭 43m x 높이(깊이) 13.5m

/ 잠수가능 깊이 13.5m(갑판기준)

재화중량 52,500톤

자항능력

있음(DP2 급)

* DP2급(Dynamic Positioning Class 2) 선박

: 동적위치제어장치가 설치된 선박 중 그 장치(발전기, 추진기, 배전반 등)의

어느 하나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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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잠수식 선박 적재·운송 사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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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변경된 장비를 활용한 인양 과정

① 잭킹바지선 2척개조완료후현장동원 ② 리프팅빔과 잭킹바지 2척을 연결

③ 잭킹바지 2척으로 세월호를 수면 상으로 서서히 약 13m 부양

④ 세월호를 인근 지역에 대기 중인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하여 선적
⑤ 반잠수식 선박으로 세월호 완전 부양

⑥ 목포신항으로 운반 ⑦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