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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선박, 해양플랜트에 적용되는 PAGA System 는 선내 모든 선원 및 승객에 대하여 정보

전달 기능뿐 아니라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달 및 대피를 위한 안전상의 이유

로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PAGA 의 핵심이 되는 Audio Coverage 의 경우,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해석을 통해 스피커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PAGA Audio 

Coverage 관련 요구조건과 합리적인 적용방안, 해석 및 평가 방안에 대하여 사례를 통

해 소개하고자 한다. 

 
기 호 설 명 

PAGA : Public Address & General Alarm 
SIL : 회화 방해도(Speech Interference Level) 
STI : 음성 전송 지수(Speech Transmission Index) 
LAmbient : 배경 소음( Ambient Noise A-weighted SPL) 
 

1. 서
♣
 론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의 PAGA(Public Address 

& General Alarm)는 선내 구역에 정보전달을 위

해 구성되는 전자 장비 System 말하며 전원장치, 

전선, 스피커, Flash Light등을 포함한다. PAGA경

우, 위급상황 발생시 선원 및 승객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상황 전달 및 대피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그 중요도가 매우 크며, 따라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PAGA System 의 핵심이 되는 

Audio Coverage 성능에 대해 해석을 통해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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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초기 설계 단계에서 PAGA Audio 

Coverage 성능의 경우, 평가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입력 변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모든 요구

조건 만족이 아닌 일부 조건에 대해서만 만족되도

록 설계되는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박 및 

해양 플랜트의 PAGA Audio Coverage 관련 요구

사항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해석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
 론 

2.1 PAGA Coverage 요구사항 

 

PAGA 의 경우, 기본적으로 두 개(A&B)의 

System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각의 System의 

경우, 전원, 전력 망, 배치 등이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상으로 물리적, 전기

적으로 하나의 System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다

른 System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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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 Noise Control에 해당하는 Audio 

Coverage 성능관련 요구 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A&B System 동시작동, A System과 B System

이 각각 하나씩 작동하는 세가지 조건에서 선원 

또는 승객이 있는 모든 구역에 대하여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인 IMO에서 요구하는 아

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PA(Public Address) 

- 실내 구역 : 75 dB(A) 이상 & SIL+20dB(A) 

- 실외 구역 : 80 dB(A) 이상 & SIL+20dB(A) 

 
 GA(General Alarm ) 

- 실내 및 외부 구역 : 80dB(A) 이상 & LAmbient +10 dB(A) 
- Cabins 구역 : 75dB(A) 이상 & LAmbient +10 dB(A) 
 

그 밖에 계약사항 및 Operation지역 조건에 추

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Norsok Standard에서 요구하는 조건

이 있다. 

 

 PA(Public Address ) 

- 저소음 구역(LAmbient <65dB(A)) : STI >= 0.7 
- 소음 구역(65<=LAmbient<85) : STI >= 0.35 
 

한편, 엔진룸 구역과 같은 85dB(A)이상의 고소

음 구역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Masking과 선원

의 Noise Protection 착용으로 인하여 청각적 정

보전달이 한계가 있으므로, Audio Coverage 성능

에 대해서는 Emergency상황시 소음원이 되는 기

기들이 꺼졌을 때의 배경소음 수준에 대해 적용하

고, PAGA시 Yellow Flash light가 동시에 작동되

도록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또한, IMO PA요구 SIL의 경우, 주 소음원에 대

한 주파수 분석 정보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

래와 같은 Severe한 조건을 가정한 간이식을 통

해 LAmbient 레벨로부터 변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SIL ≒ LAmbient – 7 dB(A) 
 

2.2 해석평가 방법 및 사례 

 

PAGA Coverage 해석 평가의 경우 아래와 

Fig. 2.1 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되며, 해석 방

법의 경우, PAGA 해석결과 필요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모델링이 쉽고, 해석시간이 비교적 짧

은 Ray tracing법이 주로 사용된다. 

Speaker 정보
- Speaker Sensitivity
- Speaker Directivity
- Speaker 배치

구조 정보
- Room Arrangement
- Insulation Property

요구사항 평가(A&B,A,B 시스템)
- SPL
- SNR(SPL – LAmbient)
- STI(Norsok 적용시)
- Flash Light 배치

음향 모델링 & 해석
- Ray tracing
- SEA
- BEM

불만족시 Input 변수 조정

 
  
Fig. 2.1 Schematic Diagram for PAGA Coverage 
Study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Ray 

tracing법을 기반으로 PAGA Coverage 해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adna A Software를 통해 

모델링 및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아래 Fig. 2.2 

의 결과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2.2 Example Figures of PAGA Coverage 
 
요구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구역에 대한 수정

방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스피커 위치 및 방향조

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구역 안에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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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스피커 위치 

및 방향을 주소음원 특성과 유사하게 배치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는 스피커 볼륨 조절, 스

피커 추가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결  론 

본 논문에는 선박 해양플랜트의 초기 설계 단계

에서 수행 필요한 PAGA System의 Audio 

Coverage 성능 해석시, 만족해야 할 요구 조건 

및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고, 사례

를 통해 해석 수행 평가해 보았다. 

 

선박 및 해양 플랜트의 PAGA System의 경우, 

위급 상황 발생시 선원과 승객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기능 체계이므로, 그 핵심이 되는 

Audio Coverage의 성능의 경우, 설계시 본 논문

에서와 같이 주어진 요구조건들에 대해 정확히 이

해하고 모든 사항을 만족 할 수 있도록 해석 검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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