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Offshore Project 의 Living Quarter 내 승무원들은 항상

(24/7) 근무하는 업무 공간에 쾌적한 공조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NORSOK 및 NLIA(2003) 등과 같은 엄격한 
수준의 공조 성능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설계 과정에
서 상당한 기술적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Rule 상 언급된 실
내 조건은 ① 실내 온도 20 ~ 24℃, ② 기류속도 0.15m/s, 
③ 상하온도 차 3~4℃ 이내가 유지되어야 한다. Living 
Quarter 내 CCR, ICC, Open Office 및 전장 Room 에 Air 
Displacement Ventilation 적용으로 인해, Furniture 및 
Raised Floor 를 활용하여 Ventilation 이 되도록 설계 진행하
였고, Displacement Ventilation 이 적용된 Room은 오랜 기
간 설계 및 건조를 수행하여야 하는 Offshore 공사 특성상 
Room 의 열 환경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NORSOK 및 NLIA rule 에 언급된 열 환경 조건이 만족하는
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CFD 해석을 진행하여, Room 
이 실내 열 환경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공조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열감 지표인 
PMV(Predicted Mean Vote, 예상온열감)와 PPD(Predicted 
Percentage Dissatisfied, 예상불만족도)를 활용하였다. 따라
서, 각 Public Space 를 모델링화하여 열 유동 특성을 수치

적으로 계산하고 평가하여 Room 의 공조 쾌적성 확보를 위
한 목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2. 열 환경 평가
2.1 검증대상

해양플랜트 내 사용하는 사무공간 중 본 연구에서는 사람
이 가장 많이 상주하는 공간인 CCR, ICC 및 Open Office 로 
선정하였다. CCR, ICC 는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며, Open Office 는 많은 사람이 사무를 보는 공간으로 본 연
구의 해석대상으로 CFD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 공간들은 
Furniture 및 Raised Floor 공간을 활용하여 Air displacement 
ventilation design 이 적용되었다. 

 
2.2 계산조건

수치 해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Design Spec. 에 따라 각 공조
대상에 필요한 Air 량을 계산하였다. 하절기에 외기온도의 설계
기준은 35℃ 이며, 선실 내부는 22~24℃ 이다. 각 공조 대상 
별 급기 온도 취출 온도 값 및 계산된 필요 풍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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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ir volume & design temperature
CCR ICC Open Office

풍량 5,870 m3/h 1,983 m3/h 611 m3/h
급기온도 15℃ 15℃ 15℃
취출온도 22℃ 22℃ 24℃

Table 2. Heat dissipation data for each room
Room Equipment(kW) Lighting(kW)
CCR 9.08 3.02
ICC 2.94 1.33

Open Office - 2.96
발열량은 장비의 발열량 값을 확인하여 Table 2 의 값을 

반영하였고, 장비가 배치되는 공간의 모델링을 단일화하여 
균등 발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3 CFD 프로그램 및 조건
열 유동 해석은 3차원 정상상태로 해석 하였고. 난류모델

은 표준 k-ɛ 모델을 사용하였다. 격자 생성 및 계산은 응용 
프로그램인 ANSYS 14.0(version)을 활용하여 해석을 진행하
였다.
Table 3. Analysis specification

1) 프로그램 ANSYS 14.0 CFX
2) 분석유형 Steady Status
3) 난류모델 k-ɛ (k-epsilon)
4) 격자형상 Hexahedral

유동 해석 시에 모든 Equipment 를 일일이 Modeling 하여 
해석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모델링을 단순화하여 
진행하였다. 해석대상의 Equipment와 Furniture의 Thickness 
는 무시하고, Lighting 은 천장에서 반사되는 발열량은 균등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2.4 해석대상
해석대상공간에 해석을 위한 모델링 진행 후 격자 생성을 

진행하였다. CCR 과 ICC 는 Door 로 Room 이 구분되어 있
지만,  24시간 Door 가 열려 있는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격자 형상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육면체 모양으로 
지정하였고, 격자 형성 시 CCR과 ICC 는 387,270 개, Open 
Office는 338,049 개가 형성되었다. 

Air 가 공급되는 구역과 배출되는 공간은 Fig. 3과 같다. 
CCR 의 경우는 모니터가 설치된 구역의 하부(파란색)의 
Furniture 에 설치된 Wire mesh type 의 Grille 을 통해 Air 가 
Room 내부로 공급되고, Room 뒤쪽 상부의 Room Unit(노란
색)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게 된다. ICC 의 경우는 Room 뒤에 

Fig. 1 CCR & ICC Modeling

Fig. 2 Open office modeling

[Mesh Detail]

Fig. 3 Air inlet & outlet location of CCR & ICC
설치된 Desk 의 양쪽(녹색)을 통해 Room 으로 Air 가 공급
되게 되고, Room Unit(빨간색) 을 통해 외부로 공기가 배출
되게 된다. 

Open office 는 Office 내의 Book shelf 또는 서랍장 하부
의 Furniture 를 활용하여 Ventilation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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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ir inlet & outlet location of Open office

2.5 검증 위치
온도와, 기류속도 검증을 위해, 각 Room 에 위치를 결정

하였다. 검증 위치는 의자가 위치해있는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CCR 은 4개의 지점, ICC 는 8개의 지점, Open 
Office 공간은 17개 지점의 Data 를 분석하였다. 

Fig. 5 Location of measuring point in CCR & ICC

Fig. 6. Location of measuring point in open office

2.6 수치해석 결과
수치해석 결과는 사람의 발 높이(foot) 인 0.1m, 허리 높

이인 1.1m, 머리(head) 높이인 1.6m 를 기준으로 결과를 확
인하였다.

Fig. 7 The result of temperature in CCR

Fig. 8 The result of temperature in ICC

Fig. 9 The result of temperature in open office
위의 온도 결과를 봤을 때 전체적인 온도 분포는 16~20℃ 

로 약간 서늘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공기 취출구 부분에서 온
도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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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result of temperature difference and air velocity 
in CCR

Fig. 11 The result of temperature difference and air velocity 
in ICC

Fig 12 The result of temperature difference and air velocity 
in open office

Fig. 10~12 의 결과는 머리(Head) 와 발(Foot) 위치에 대
한상하 온도 차 결과와 Room 내부 기류 속도에 대한 결과이
다. 위의 결과로 봤을 때, NORSOK 및 NLIA 에서 요구하는 
온도 조건 20~24℃, 기류속도 0.15m/s 이내, 상하 온도 차 
4℃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은 전부 만족하고 있다.

3. 온열 쾌적감 평가
3.1 PMV의 정의

PMV 는 다음의 7단계 온열감 척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사 표시의 평균치를 예측하는 것이다. 활동량(Metabolic 
rate, M), 착의량(Thermal resistance, clo)과 온도(Air temperature), 
평균 복사온도(Mean radiant temperature), 기류속도(Relative 
air velocity), 습도에 대한 인체의 느낌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
여 나타낸다.
Table 4. Seven point thermal sensation scale

-3 -2 -1 0 +1 +2 +3
Cold Cool Slightly

Cool Neutral Slightly
warm Warm Hot

3.2 PPD의 정의
PPD 는 많은 사람들 중 열적으로 불 쾌적하게 느끼는 사

람들의 비율을 예측하는 것이다. 즉, 7단계 온열감 척도 중, 
hot(+3), warm(+2), cool(-2), cold(-3)에 의사 표시를 한 사
람들의 비율을 예측하는 것이다. 

Fig. 13에서는 PMV와 PPD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PMV는 0의 값을 나타내어도 항상 약 5%의 사람은 불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13. PPD as function of PMV

3.3 공조 쾌적성 등급
공조 쾌적성 등급을 ISO 7730 에서는 Table 5 에서와 같

이 정의하고 있다. 공조 쾌적성을 A, B, C 등급으로 구분하
고 있다.
Table 5. Categories of thermal environment

Category Thermal state
PPD % PMV

A < 6 -0.2 < PMV < +0.2
B <10 -0.5 < PMV < +0.5
C < 15 -0.7 < PMV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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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MV & PPD 검증 위치
공조 쾌적성 평가를 위해 온도 및 기류속도 등을 확인한 

지점 중 4개의 지점을 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지점은 
air inlet 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과 가장 먼 지점을 기준으
로 해석대상 별 4포인트씩 선정하였다. 

계산시에 본 연구에서는 설치되는 Field의 쌀쌀한 날씨를 
고려하여, 착의량(clo)는 0.85로 고려하였고, 활동량(M)은 
앉아서 사무를 보는 형태인 1.98MET1)를 적용하였다.

Fig. 14. Location of measuring point for PMV & PPD

Fig. 15. Location of measuring point for PMV & PPD

3.4 계산 결과
각 Room 의 4개의 지점을 선택하여 기존에 나온 온도, 

기류 속도 결과 및 가정된 clo(착의량), MET(활동량)를 토
대로 PMV, PPD 값을 계산하여 공조 쾌적성 평가를 진행
하였다. 

1) MET = 58.2 W/m2·h=50kcal/m2·h

Fig. 16 Result of PMV & PPD in CCR

Fig. 17 Result of PMV & PPD in ICC

Fig. 18 Result of PMV & PPD in open office
PMV와 PPD의 결과를 살펴보면, CCR의 경우는 PMV는 

0근처이며, PPD는 5%이내로, 공조 쾌적성 등급이 A로 우수
하며, ICC는 CCR에 비해 PMV 값이 약간 낮으며, 인체가 느
끼기엔 약간 서늘한 상태이다. ICC는 대체적으로 A등급을 
만족하나, air 가 취출되어 바로 인체에 접하는 구역에서는 B 
등급을 만족한다.

Open office도 전체적으로 A 등급을 만족하나, air 취출구
와 근접한 구역에서는 B 등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4. 결론 및 고찰 
1) CFD Monitoring lines 의 온도차이 결과로 Floor level 

(0.3m)과 Head level (1.6m) 의 온도차이가 평균 4℃ 이하로 
Spec. 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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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R/ICC: 2.37℃/3.70℃
  (2) Open Office: 3.92℃
2) Velocity 평균이 0.15m/s 보다 낮고 아래 Maximum 

Velocity 가 0.15m/s 를 넘지 않으며, Spec. 사항인 0.2m/s 
내에 있음.

  (1) CCR/ICC: 0.1m/s/0.09m/s
  (2) Open Office: 0.07m/s
3) 온열 환경지표인 PMV 와 PPD 계산시 대부분 구역에

서는 공조 쾌적성이 A 등급을 만족하나, 몇 군데 지점에서 B 
등급으로 인체가 약간 불쾌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CFD Analysis 를 통해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열 환경에 대한 조건은 만족한다. 이를 볼 때, Displacement 
Ventilation 적용이 design 측면을 강조하는 Living Quarter 
구역에 적용되어도 공조 성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미적 측면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Ventilation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부적으로 차가운 구역이 발생하므로, 설
계 시 Ventilation 위치를 고려하여 근무자가 불쾌감을 느끼
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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