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단작업의 불가피성 및 대체작업 불가 사유

□ 절단 불가피성

 ㅇ (유도용와이어 필요성) 핵심공종인 선수들기에 수반되는 인양와이어 

설치를 위해 유도용와이어(9개)의 선수 밑 삽입작업은 반드시 필요

* 향후 유도용와이어(48mm)를 통해 인양와이어(106mm)를 한쪽으로 잡아당겨

선체 밑으로 삽입·설치(붙임 참조)

 ㅇ (문제점) 첫번째 유도용와이어(9개 중 선체 最내측에 위치) 삽입작업 중 2.29.

부터 목표지점까지 약 4m 남겨두고 진전이 되지 않아, 조사 결과 

선수 좌현 모서리(갑판 Bulwalk) 부분에 와이어가 걸린 것을 확인

 ㅇ (대책 검토) 해당지점 굴착(Air Lifting), 불워크 굽힘 등 선체 절단 

외의 방법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 불워크 절단을 피하는 방안으로써 목표지점이 아닌 현 위치에서 

인양와이어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선수들기시 

인양와이어가 선체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론

        
무리하게 
당길 시 선체
훼손우려

유도용 와이어
걸림 지점

절단 추진 구간 : 

목표 지점까지 구간(약 4m) 중 일부

목표지점
(향후 인양 
와이어 설치)



□ 작업 시급성 및 대체작업 검토

 ㅇ (작업여건) 현재 비교적 장시간 잠수가 가능한 소조기 말기이며 

때문에 최대한 잠수시간 확보를 위해 인력, 장비 총 동원 중

* 현재 잠수시간 확보를 위해 기상악화(파고 2-3m)에도 피항하지 않고 작업 강행 중

 ㅇ (작업현황) 유도용와이어 설치작업은 계획 공정 상 3.8일에 총 9개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나 걸림 현상으로 현재 1개 설치도 미완료

  -  또한, 본 공정이 지연되면 후속하는 선수들기용 인양와이어 설치

(3.11 완료 계획)도 순연 불가피

 ㅇ (대체작업 검토) 선수들기 이전에 유도용와이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나 동 기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대체작업은 없음

  - 대체 대상 작업(선수들기 전 잠수작업)은 부력재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 

및 부력재 설치작업**, 선수 테더링작업*** 등이나 이미 완료단계이거나 

1주일 이후에나 착수 

* 천공작업 : 1개소 외 모두(42개소) 완료

** 에어백 등 부력재 설치 : 자재가 3월 중순에 현장 도착 예정

*** 테더링 작업 : 유도용와이어 9개 중 2개가 테더링용 와이어

 
 ※ 선수들기 전 잔여작업 

작 업 명 진행 현황

유도용와이어(9개) 및 인양와이어 설치 3.11일 완료 계획

부력재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 43개소 중 42개소 완료

에어백 등 부력재 설치 3월 중순 자재 도착 후 시작 예정

선수 테더링
*
작업

* 선수들기시요동방지를위해좌우측으로와이어앵커링

유도용와이어 설치 후

(유도용와이어 중 2개가 테더링용)

해저면 평탄화 작업 진행 중(잠수작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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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용와이어를 이용한 인양와이어 설치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