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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은 해양 랜트 용거주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특성에 한 연구이다. 생활바지선은 

Accommodation Work Barge,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ccommodation Work Barge를 상으로 실 선 GA도면 분석을 통해 거주구 공간구성에 하여 연구하 다. 거주구 공간구

성은 거주자의 생활 편리함과 쾌 성에 큰 향을 미친다.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특성은 수평  공간배치 보다는 수직방향에 따른 층별 

공간배치에 있다.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은 ‘거주공간’, ‘서비스공간’, ‘업무공간’이 층별로 집 되어 나타나는 ‘집 형'과 각 공간이 층별

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분산형'으로 구분된다.

핵심용어 : 해양 랜트,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

Abstract : This study is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accommodation area in accommodation barge. The accommodation 
barge which is used as living facilities for offshore plants' workers can be classified into Accommodation Work Barge,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and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 We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accommodation area in Accommodation Work Barge, most frequently used, through analyzing G.A drawings of the barges. 

The spatial composition has great influences into the convenience and amenity for workers' daily life in the accommodation 

area of accommodation barge. The spatial composition of accommodation area shows many characteristics not in horizontal 

arrangement on any deck but in vertical space arrangement on layers of decks. The particular types of vertical space 

composition can be classified into 'Centralized Type' and 'Dispersive Type'. These two types will be the basis of space 

planning for new accommodation barge.

Key words : Offshore plant, Accommodation Barge, Spatial Composition, Accommod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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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논문은 “해양 랜트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 연구”란 제목으로 “2010년 추계학술 회논문집(한국해양 학교, 2010.01.21-23, 

pp.53-54)"에 발표되었음.

1) 해양 랜트 지원선(Offshore Supply Vessels)은 해양 랫폼이나 해양 랜트선박의 작업을 지원하며 주요 선박으로는 PSV (Platform 

Supply Vessels, 해양작업지원선), AHTS(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s, 해양시추지원선), OCV(Offshore Construction 

Vessels, 해양건설지원선), ROV(Remote Operation Vehicle, 무인해 작업장치), 해양건조선(Construction Vessels), 지질탐사선

(Seismic vessels), 생활바지선(Accommodation Barge) 등이 있음

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해양 랜트산업 발 과 작업자들의 처우 개선에 한 요구

로 거주공간 환경개선에 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 

험에 쉽게 노출되는 해양 랜트 거주공간(Living Quarter)

에 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양 랜트 지원선1)으로서 ‘생활

바지선’이라 불리는 Accommodation Barge가 해양 랜트 

용거주공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해양 랜트 거주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바지선은 작

업자를 한 거주공간과 업무공간을 갖춘 거주구와 소규모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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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자재를 재할 수 있는 바지데크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

바지선은 해양 랜트 지원선 이라는 역할에 치 하여 거주구 

공간계획에 있어 사용자들에 한 배려가 부족하며 일반 선박

과 같이 최소한의 공간만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건조되거나 

선주  선 의 요구에 합하도록 건조되어 왔다. 따라서 사

용자에 한 배려가 부족한 생활바지선 거주구는 거주자들에

게 편안하고 쾌 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며 그 활용성도 

떨어진다.

  한 국내 소조선업체에서 건조하는 생활바지선의 경우 

해외 문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을 구입하여 국내에서는 단

순히 건조만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어 독자 인 설계기술 

축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해양 랜트산업의 

발 으로 생활바지선을 비롯한 용거주구 련 시장의 성장

이 상되나 기 연구 부족과 원천 설계기술 미확보로 독자

인 제품개발이 어려워 세계시장 선 이 힘들 것으로 상된

다.   

  본 연구는 사용자 심 해양 랜트 거주구 개발을 해 국

내 독자 인 설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기 연구이다. 본 연

구에서는 생활바지선으로 불리는 해양 랜트 용거주선박의 

설계기술 개발을 해 거주구 공간구성을 체계 으로 분석하

여 설계기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는 해양 랜트 용거주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

활바지선의 거주구 공간을 분석하여 공간구성특성을 도출하

다. 생활바지선 가운데 가장 보편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련 산업계에서 일반 으로 ‘생활바지선’으로 부르고 있

는 Accommodation Work Barge를 연구 상으로 하 다. 

  연구방법은 재 운용 에 있거나 용선시장에 상품으로 등

록된 생활바지선 GA도면을 수집하여 거주구 규모, 공간요소, 

수평  수직 공간구성 등 거주구 공간구성특성을 분석하 으

며 구체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으로 운 되고 있는 생활바지선 가운데 GA도면을 

수집할 수 있는 30척 생활바지선 GA도면을 수집하고 그 가운

데 공간구성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18척 생활바지선 GA를 

상으로 거주구 배치  공간구성에 하여 분석하 다.

  2) 생활바지선 거주구 규모, 공간사용패턴, 공간기능, 공간

구성 등을 분석하여 생활바지선을 유형별로 분류하 다.

  3) 생활바지선 거주구를 구성하는 공간요소를 조사하고 이

들 공간요소의 각 층별 수평  수직 공간구성특성을 분석하

다.

2. 생활바지선 유형 분석

  생활바지선은 체 으로 거주구와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바지데크로 구성된다. 따라서 거주구 배치와 바지데크의 활용 

방법을 분석해 보면 생활바지선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다. 유형별로  생활바지선의 활용 용도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생활바지선 메인데크에서 거주구가 차지하는 면   바지데

크 활용방법에 의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18척 생활바지선을 상으로 거주구 배치, 

거주구 면 , 거주구 사용형태  목 ,  바지데크 활용특성 

등을 분석하여 Accommodation Work Barge,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 세 가지 유형으로 생활바지선을 분류

하 다.

2.1 Accommodation Work Barge 

  일반 으로 ‘생활바지선’이라 하면 Accommodation Work 

Barge를 의미하며 가장 보편 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다. 

  (출처: (주)오리엔탈정공)

Fig. 1 Accommodation Work Barge Example

  Fig. 1과 같은 형태를 가진 Accommodation Work Barge는 

일반 인 바지선 에 거주기능과 업무기능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거주구와 소규모 작업과 자재 재를 한 바지데크로 구

성된다. Fig 2는 Accommodation Work Barge에서 메인데크

의 공간구성을 나타낸다. 

 

 자료:DN1076호 Main Deck Plan

Fig. 2 Main Deck Composition of Accommodation Work Barge

  본 연구에서 조사된 Accommodation Work Barge 10척의 

거주구 크기와 메인데크에서 거주구가 차지하는 면 을 분석

하면 Table 1과 같이 나타나는데 메인데크에서 거주구 바닥

면 은 체 바닥면 의 30~39% 정도를 차지하며 거주구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공간은 소규모 작업 는 자재 재를 한 

공간으로 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Accommodation Work Barge는 해양 랜트 작업자의 일

상생활을 한 공간으로 구성된 거주구와 해양 랜트와 계

된 작업  자재 재를 한 바지데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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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개발 선박으로 주로 원유수송라인, 이블 등 기 인 라시설을 수 에 설치하는데 이용되는 선박임

선 명
승선
인원
(인)

바지 크기
(L×B×D)(m)

바지
면
(㎡)*

1

거주구
규모
(Deck) 

Main Deck 
거주구바닥 
면 (㎡)

거주구 
비율
 
(%)*

2

CABLE1 100 91.5×27.5×6.0 2,516 4 807 32.1 

EUROPA 254 82.5×22.0×4.5 1,815 4 696 38.4 

DN1038 300 100.58×31.7×7.3 3,188 4 920 28.9 

DN1076 300 100.0×30.5×7.6 3,050 5 1,013 33.2 

SHN-DP2 300 100.0×30.5×7.6 3,050 5 1,092 35.8 

MH Globa 300 100.0×30.5×7.6 3,050 5 1,013 33.2 

SAFECOM 400 100.58×31.7×8.5 3,188 7 909 28.5 

BARGE
VENTURE

420 97.34×25.8×6.1 2,511 5 886 35.3 

OFFSHORE
OLYMPIA 500 96.35×30.25×6.0 2,915 5 1,080 37.1 

OLYMPIA 568 100.0×30.0×6.1 3,000 5 972 32.4 

주: *
1
 : 체 Barge 면 으로 길이(Length)×폭(Breadth)

   .*
2
 : Main Deck에서 거주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MainDeck거주구바닥면  / 바지면  × 100(%) 

Table 1 Specification of Accommodation Work Barge

2.2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Fig. 3은 일반 인 Accommodation Pipe Lay Barge의 형태

로서 거주  업무를 한 거주구와 작업  자재 재를 한 

바지데크로 구성되어 상기 Accommodation Work Barge와 유

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메인데크 구성  바지데크 활용방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Accommodation Work Barge와 차이를 알 수 있다. 

(출처:http://www.rightboat.com)
Fig. 3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Example

  Fig 4는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DN1041호로서 

Main Deck Plan을 살펴보면 바지데크에는 선수에서 선미까

지 연결되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길이가 긴 이  자재 

는 이  매설작업용 기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

보되어 있다.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4척 조사 상 

선박의 거주구 크기와 메인데크에서 거주구가 차지하는 면

을 분석하면 Table 2와 같으며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메인데크에서 거주구 바닥면 은 체 바닥면 의 약 

16%를 차지한다. 그 외 바지데크 공간은 시추작업에 사용되

는 이 를 재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하거나 Pipe-laying 

Ship2)과 함께 이  수 매설작업을 하는 독립 이고 고정

인 작업에 활용된다.  

 

(자료: DN1041호 Main Deck Plan)
Fig. 4  Main Deck Composition of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선 명/
(건조년도)

승선
인원
(인)

바지 크기
(L×B×D)(m)

바지
면
(㎡)*1

거주구
규모
(Deck) 

Main Deck 
거주구바닥 
면 (㎡)

거주구 
비율
 (%)*2

DN 1081 370 110.0×31.7×7.3 3,487 6 384 11.0 

DN 1051 402 111.56×31.7×7.31 3,536 7 594 16.8 

DN 1041 300 111.56×31.7×7.31 3,536 5 540 15.3 

SWIBER 
ENTERPRISE

300 111.56×31.7×7.31 3,536 5 581 16.4 

주: *1 : 체 Barge 면 으로 길이(Length)×폭(Breadth)

   .*
2
 : Main Deck에서 거주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MainDeck거주구바닥면  / 바지면  × 100(%) 

Table. 2 Specification of Accommodation Pipe Lay Barge

  즉 Accommodation Pipe Lay Barge는 거주구와 이  작

업용 공간을 갖춘 생활바지선으로서 이  재  이  

설치를 한 기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지데크 공간을 

좀 더 특화시키고 극 으로 활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3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 

  Fig. 5는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의 표 인 

형태이며 Fig. 6에서 보듯이 이 생활바지선은 작업  자재

재를 한 외부공간이 없고 부분 공간이 거주구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Bibby Line Limited, Challeng호 Brochure)

Fig. 5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 Example

  이 유형의 생활바지선은 다양한 해양개발사업에서 용거

주시설 는 해상호텔과 같은 숙박 용시설로 사용되는 용

주거용 바지선으로 주로 연안이나 육지와 인 한 지역에 설치

된다. Table 3에서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 4척 

조사 상 선박의 거주구와 바지데크의 공간구성을 분석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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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소 조선사인 오리엔탈정공에서는 싱가포르 선박회사에서 DY301, DY302, DY 303 3척의 생활바지선을 수주

하 으며 모두 300인승 Accommodation Work Barge형태로 건조되었음

4) 본 연구에서 조사한 18척 사례  용 해상거주시설에 가까운 4척의 Multi purpose Accommodation Barge 사례를 제외한 14척 사례 

 승선인원 300인 미만: 2척, 300-400인 미만: 7척, 400인 이상: 5척으로 조사됨 

면 거주구가 체 바닥면 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며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은 거의 없다. 즉 용거주

선박으로서 해상호텔  해상거주시설의 개념에 더욱 가까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출처: Bibby Line Limited, Challenge호)

Fig. 6 Composition of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

선 명/
(건조년도)

승선
인원
(인)

바지 크기
(L×B×D)(m)

바지
면
(㎡)*1

거주구
규모
(Deck) 

Main Deck 
거주구바닥 
면 (㎡)

거주구 
비율
 (%)*2

Bibby 
Progress

930 91.4×27.8×6.1 2,545 4 2,390 93.9 

Bibby  
Renaissance

664 95.0×27.5×5.0 2,613 6 2,392 91.6 

Bibby  
Challenge 670 91.5×27.4×6.1 2,510 4 2,376 94.7 

DN 1071 250 63.0×11.8 743 5 620 83.3 

주: *1 : 체 Barge 면 으로 길이(Length)×폭(Breadth)

   .*
2
 : Main Deck에서 거주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MainDeck거주구바닥면  / 바지면  × 100(%) 

Table 3 Specification of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

3.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요소 분석

  2장에서 분석한 생활바지선 유형 가운데 일반 으로 ‘생활

바지선’이라고 하면 Accommodation Work Barge를 의미한다. 

Accommodation Work Barge는 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생활바지선이며 국내 조선소에서 극 으로 건조하고 있

는 유형으로서 최근 국내에서 건조된 생활바지선 3척3) 모두 

300인용 Accommodation Work Barge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ccommodation Work Barge를 상

으로 거주구의 공간구성에 하여 분석하 으며 이하에서 ‘생

활바지선’이라 함은 Accommodation Work Barge를 의미한다. 

3.1 사용자 거주특성

  해양 랜트  해양개발사업은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최소 한 달에서 수십 년까지 장기간에 걸

쳐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작업자들 한 해상 작업

장에 장기간 머물며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보통 작업자들

은 2～3주간 해상에서 작업하고 2～3주간 육상에서 휴식을 취

한다. 해상에서 작업하는 동안은 휴일 없이 하루 2교 로 작

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작업자를 한 거주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보다 편리하고 쾌 한 거주환경에 

한 요구와 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하여 작업

장과 분리된 용거주공간인 생활바지선을 사용하게 되었다.

해양 랜트산업에서 사용되는 생활바지선 거주구에는 한번에 

50명에서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며4) 생활바

지선에는 선장, 항해사, 드릴러, 용 공, 의사, 간호사, 사무원 

등 다양한 문분야 근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데 사용자를 수

행업무별로 분류하면 Table 4와 같이 ① 로젝트운 그룹, ②

서비스그룹, ③선박운용그룹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  분 수행업무

로젝트운 그룹
(작업자, 리자)

로젝트(시추  생산 등) 작업  로젝트 리

서비스그룹(승무원)  거주구 환경 리  거주자 서비스 제공

선박운용그룹(선원)  선박  구조물 리, 운용  항해

Table 4 Worker Groups of Offshore Plants

  먼  로젝트운 그룹 사용자는 해양자원의 시추, 생산 등 

해양 랜트 로젝트를 수행하기 한 작업  리를 담당하

는 근무자이며 생활바지선 거주구에서 객실  휴게시설과 같

은 공용시설을 주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서비스그룹 사용자는 생활바지선의 거주구 시설

과 환경을 리하고 사용자 편의를 하여 식사, 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근무자이며 리시설을 주로 사용한다. 

  한편 선박운용그룹 사용자는 생활바지선의 항해, 운용  

유지보수를 한 근무자로 일반선박에서 선원이라 할 수 있으

며 항해에 필요한 업무시설과 생활바지선 운용을 한 기계시

설, 작업장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생활바지선은 다양한 문업종의 작업자들이 같

은 공간에 거주해야 하며 특히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특성상 사용자의 편리하고 쾌 한 생활을 하

여 거주구는 다양한 공간요소들로 구성된다. 사용자 그룹별 

업무 차이와 특성은 거주구 공간사용패턴에서 차이를 일으키

며 이러한 행  특성은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요소  공간

구성의 기 이 된다. 

3.2 거주구 공간구성요소

  다양한 공간요소들로 구성된 생활바지선 거주구를 분석하

면 사용자 심과 공간 심 두 가지 기 으로 공간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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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 있다. 

1) 사용자 심 공간요소

  거주구에 거주하는 그룹별 사용자들의 상호 계와 공간사

용패턴을 바탕으로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을 분석하면 

Table 5와 같이 ①작업자생활구역, ②서비스구역, ③승무원구

역, ④업무구역으로 구성된다.

  작업자 생활구역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으로 공

용부분과 개인부분으로 구성된다. 크루즈선박과 같이 여객

용 선박의 경우 승객(거주자)과 승무원(서비스  선박 련 

근로자)으로 구분하여 생활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생활

바지선의 경우 거주자와 승무원의 생활공간이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으며 승무원은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생활구역에서 생

활한다.

구역 부분 시설 공간요소

작
업
자
생
활
구
역

공용
부분

휴게/
오락시설

 크 이션실, 휴게실(Lounge), 게임룸, 
 TV/Video룸, Internet룸

요식시설  일반식당(근로자),고 식당( 리자),  Bar/Coffee

포츠시설  체육

의료시설  의무실

공용시설
 공용화장실, 공용샤워실, 락커룸, 탈의실,  세탁실, 
 강의실, 도서 , 종교실, 다목 실. 로비

개인
부분

숙박시설  Suite Room,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서비스
구역

리시설  리셉션시설, 경비실, 린넨실, 클린룸, 창고

조리시설
 갤리, 냉동/냉장 창고, 식품창고, 비실,  
 갤리사무실, 갤리숙소

기계시설  공조실(AHU,FAN), 발 실, CO2룸, 스 치룸

승
무
원
구
역

업무부분  사무실

휴게부분  휴게실(Dayroom, Recreation룸)

공용부분  공용화장실, 공용샤워실, 세탁실, 식당

개인부분  승무원객실

업무
구역

로
젝트
리
부분

업무시설
 사무실, 회의실, 컨퍼런스룸, 강당, 헬기 
 기실, Camp Boss 사무실, Client사무실

작업시설  작업장, 각종 자재창고

선박
운용
부분

업무시설
 Ship Office, 치컨트롤실, 책임기술자실, 
 바지마스터실, 선주실

항해시설  컨트롤실(휠하우스), 통신실

Table 5 Spatial Elements of Accommodation Area (User-Oriented)

  서비스구역은 소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작

업자들 편의를 해 거주구 환경 리  식음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① 리시설, ②조리시설, ③기계시설로 구

성된다. 

  승무원구역은 ①업무부분, ②휴게부분, ③공용부분, ④개인부

분으로 구성된다. 일반 인 생활바지선 경우 부분 승무원만

을 한 별도 공간이 계획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거주구

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Accommodation 

Work Barge나 Multi-purpose Accommodation Barge 경우 

승무원구역을 별도로 계획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업무구역은 ① 로젝트 리부분과 ②선박운용부분으로 구

성된다. 로젝트 리부분은 해양자원의 시추, 생산 등 로젝

트 운   리에 필요한 업무공간과 소규모 작업을 한 작

업장과 자재창고를 포함한다. 선박운용부분은 생활바지선 운

용  운항에 필요한 업무시설과 항해시설이 설치되며 Ship 

Office, 바지마스터실 등 업무시설과 선박 항해에 필요한 컨트

롤 룸(휠하우스), 통신실 등으로 구성된다.

2) 공간 심 공간요소

  Table 6은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을 공간별 주사용 목

을 기 으로 분석한 것으로 ①거주공간, ②서비스공간, ③업무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시설 공간요소

거주
공간

숙박시설  Suite Room,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서비스
공간

휴게/
오락시설

 크 이션실, 휴게실(Lounge), 게임룸,
 TV/Video룸, Internet룸

요식시설  일반식당(근로자), 고 식당( 리자), Bar/Coffee

포츠시설  체육

의료시설  의무실

공용시설
 공용화장실, 공용샤워실, 락커룸, 탈의실,  세탁실,  
 강의실, 도서 , 종교실, 다목 실. 로비

리시설  리셉션시설, 경비실, 린넨실, 클린룸, 창고

조리시설
 갤리, 냉동/냉장창고, 식품창고, 비실, 
 갤리사무실, 갤리숙소

기계시설  공조실(AHU,FAN), 발 실, CO2룸,  스 치룸

업무
공간

업무시설
 사무실, 회의실, 컨퍼런스룸, 강당, 헬기 기실, 
 Camp Boss 사무실, Client사무실, 선주실,
 치컨트롤실, 책임기술자실

항해시설  컨트롤실(휠하우스), 통신실

작업시설  작업장, 각종 자재창고

Table 6  Spatial Elements of Accommodation Area (Space-Oriented)

  거주공간은 거주자들의 숙박과 개인 인 생활을 한 객실

공간을 포함하며, 서비스공간은 거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

거나 거주자들의 편의를 한 서비스 제공을 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업무공간은 로젝트운   선박의 운 에 필요한 

업무시설과 항해시설 그리고 작업시설을 포함한다. 

4.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 분석

4.1 거주구 배치유형

  생활바지선 거주구 규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 승선인원’으로서  일반 으로 거주구 면 은 바지데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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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건조된 Accommodation Work Barge 3척 모두 최 승선인원이 300인, 거주구 크기는 약 (L)38m× 

(W)28m 단일형이며 생활바지선 시장에서 최근 가장 많이 건조되는 형태임

6) 본 연구에서 조사된 단일형 5척 사례의 거주구 크기는 (L)37～39m, (W) 27～28m 규모로 제작됨

의 50%를 넘지 않는 크기로 설계된다. 거주구 공간구성  

배치형태를 분석하면 Table 7과 같이 ‘단일형’과 ‘복합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형은 거주구가 단일블록으로 배치되는 형태로 구조물 

크기가 선수/선미 방향으로 40m를 넘지 않는 경우가 부분

이며 주로 400인용 이하의 생활바지선에서 나타나는 유형이

다. 

구분 단일형 복합형

배치

형태

사례

선박
DN1076, DN1038, MH Global, 

SAFECOM1, SHN-DP2

 EUROPA, CABLE1, OLYMPIA, 
OFFSHORE OLYMPIA, 
BARGE VENTURE

Table 7 Types of Accommodation Unit

  복합형은 거주구가 2개 이상의 블록으로 구성되는 유형으로  

거주구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이며 거주구 길이가 40m 이상 

되어 거주구를 2개 이상 블록으로 분할하여 거주구 길이가 

40m가 넘지 않도록 구성한 형태이다. 복합형의 경우는 

SOLAS ‘제2-2장 규칙24’에서 언 된 “선체를 40m 이하의 간

격으로 분할하여 구역을 나 고 그 경계에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한국선 ,1994)라는 규정에 따라 40m 이상 되는 거주구

를 2개 이상 블록으로 분할하여 40m가 넘지 않도록 계획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형 5개 사례, 복합형 5개 사례가 조사되

었으나 일반 으로 해양 랜트산업 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유형은 3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단일형으로서 최근 국내

에서 제작된 3척 생활바지선 모두 단일형으로 건조되었다.5)

4.2 거주구 시설별 공간구성

  크루즈선박의 경우에는 선수에서 선미까지 길이가 약 

100m~300m, 폭은 약 15m~30m로 선체 길이에 비해 폭이 좁아 

공간구성에 있어 선수/선미 방향에 한 고려가 공간계획에서 

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생활바지선 경우에는 선박 체

면 에서 거주구가 차지하는 면 이 30%로 내외로 넓지 않으

며 거주구 규모가 (L)40m×(W)30m6)로 형태가 정방형에 가까

워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아 선수/선미 는 좌 /우  

방향에 따른 공간구성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생활바

지선에서 거주구 공간구성특성은 수직방향에 따른 층(Deck)

별 공간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th Deck ▫

5th Deck ▪▫ ▫▫▫ ▫▫
▫▫▫ ▫▫▫▫▫

4th Deck ▫▪▪▪▪▪▪▪ ▪▫▫ ▫▫ ▫▪▪▪

3rd Deck ▪▪▪▪▪▪▪▪ ▪▪▪ ▪▪▪▪▪▪▪▪▪

2nd Deck ▪▪▪
▪▪▪▪

▪▪▪
▪▪▪▪ ▪▪▪ ▪▪▪ ▪▪▪▪

▪▪▪▪▪

Main Deck ▪▪ ▪▪▪ ▪▪▪
▪▪▪▪

▪▪
▪▪▪▪▪▪▪▪

▪▪▪▪▪
▪▪▪▪▪

구 분
숙박시설

휴게/
오락

요식시설
포츠
시설

의료시설 공용시설

거주공간 서비스공간

주: ▪-시설 개소와 계없이 층별 유·무를 표시한 것임

   .▫-시설이 최상층에 치한 경우

Table 8 Vertical Distribution of Spaces 1

  거주구 공간구성 분석을 하여 10척 Accommodation 

Work Barge의 GA도면을 조사하여 각 층별 배치된 시설을 

분석하 다(Table 8, 9, 10, 12, 13, 14). 각 층별 시설의 개수와 

계없이 시설의 유·무를 ‘￭’를 사용하여 표시 하 으며 최고

층에 배치된 시설에 해서는 ‘’를 사용하여 구분하 다. 

Table 8, 9는 생활바지선 각 공간별 소요시설의 층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6th Deck ▫ ▫ ▫

5th Deck ▪▫▫▫ ▫▫▫▫▫ ▫
▪▪
▫▫
▫▫▫

▫▫▫▫ ▫▫▫▫▫

4th Deck ▫▪▪▪▪▪ ▫▪▪▪▪▪ ▪▪▫ ▪▫▫ ▫▫

3rd Deck ▪▪▪▪▪▪▪
▪
▪▪▪
▪▪▪

▪▪ ▫▪▪▪ ▪▪ ▫

2nd Deck ▪▪▪▪▪▪▪▪ ▪▪▪ ▪▪▪
▪▪▪ ▪ ▪▪▪

▪▪▪ ▪▪

Main Deck ▪
▪▪▪▪

▪▪▪
▪▪▪▪▪▪

▪▪▪
▪▪▪▪▪▪ ▪

▪▪▪
▪▪▪▪▪▪

▪▪
▪▪▪ ▪▪▪

구  분

리
시설

조리
시설

기계
시설

승무원
시설

업무
시설

작업
시설

업무
(선박)

항해
시설

서비스공간 업무공간

주: ▪-시설 개소와 계없이 층별 유·무를 표시한 것임

   .▫-시설이 최상층에 치한 경우

Table 9 Vertical Distribution of Spaces 2

1) 거주공간

  생활바지선에서 작업자 개인이 라버시를 침해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개인공간은 객실이다. 객실은 Suite Room, 1

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 등 5가지 유형의 객실이 조사되었

으며 4인용 객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Table 10에서 

층별 객실 유무와 함께 배치된 객실의 수를 ‘￭’를 사용하여 

표시하 으며 객실 10개 당 하나의 ‘￭’으로 표시하 다. 

Table 10에서 객실의 분포를 살펴보면 객실은 2nd Deck에서

부터 최상층 바로 아래층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5층 규모 거주

구에서는 3rd Deck와 4th Deck가 용객실구역이라 할 수 있

다. 상층부로 갈수록 고 형 객실 즉 Suite Room 는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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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학 해양건축공학과 近藤健雄(곤도 다 오)교수 자문(2010년 4월 26일 일본 학교)내용  해상호텔의 객실배치특성에 한 내용

용 객실이 배치되고 있데 이런 특징은 해상호텔의 층별 객실 

배치와 차이를 보인다. 해상호텔의 경우 상부로 갈수로 심해

지는 구조물의 움직임(동요)이 거주자들에게 불쾌감을  수 

있어 고  객실을 주로 2nd Deck에 배치하고 상부에 일반 객

실을 배치한다.7) 

6th Deck

5th Deck ▪ ▪ ▪ ▫ ▫

4th Deck ▫▪▪▪ ▫▪▪▪ ▫▪▪▪▪▪▪▪▪
▪▪▪
▪▪▪▪▪
▪▪▪▪▪

▪

3rd Deck ▪▪

▪▪▪
▪▪▪▪▪▪▪▪▪▪
▪▪▪▪▪
▪▪▪▪▪▪▪▪▪▪
▪▪▪▪▪

2nd Deck ▪▪▪▪▪ ▪▪▪▪
▪▪

▪▪▪▪▪
▪▪▪▪▪

Main Deck ▪ ▪▪ ▪

구 분 Suite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6인실

주: ▪-10개 실당 1개로 표시 

   ,▫-최상층에 치한 경우

Table 10 Vertical Distribution of Cabins

2) 서비스공간

  ① Table 8에서 휴게/오락시설은 Main Deck, 2nd Deck 그

리고 3rd Deck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최상층에 치한 업

무구역에 직원용 휴게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400인 이하의 인

원을 수용하는 거주구에서는 Fig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Main 

Deck 는 2nd Deck에 휴게/오락시설이 집 되어 배치되며 

400인 과 거주구에서는 공간배치와 사용의 효율성을 해 

Fig 8과 같이 휴게/오락시설이 각 층별로 분산되어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료: SAFECOM1)

Fig. 7 Layout of Recreation Spaces(capacity: less than 400)

    

(자료: Offshore Olympia)

Fig. 8 Layout of Recreation Spaces(capacity: more than 400)

  ② 요식시설은 Table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사례에

서 Main Deck와 2nd Deck에 배치되어 있다. 요식시설에 포

함된 식당은 사용빈도가 높고 거주구에 배치된 단일 공간  

가장 큰 면 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빈도와 크기를 고

려하여 동선계획에 유리하고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층부에 배치된다. 

  Table 11을 보면 모든 사례에서 식당은 갤리(주방)와 함께 

구성되며 식당은 6개 사례에서 Mess Room(일반식당)과 

Officer Mess Room( 리자식당)으로 구분되어 계획되었으며, 

3개 사례에서 Mess Room과 Duty Mess Room으로 구분되어 

계획되었다. Office Mess Room이 일반 Mess Room과 인 해 

배치된 것과 달리 Duty Mess Room은 일반 Mess Room과 별

개로 Main Deck에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당직자나 작업장에

서 멀리 벗어날 수 없는 특별한 작업자가 이용하는 Duty 

Mess Room의 이용 특성 때문이다.   

  ③ Table 8에서 포츠시설은 운동기구가 갖춰진 실내체육

시설로 2nd Deck 는 최상층에 주로 치한다. 운동 시 발생

하는 소음  진동이 객실공간과 같은 조용한 공간으로 해

지는 것을 막기 해 객실  조용한 공간과 떨어져 설치된다.  

  ④ Table 8에서 의료시설은 사고  긴  환자 발생 시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례에서 Main Deck에 치하며 

외부 Deck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구분 도면 사례

Mess RM

+

Officer

Mess RM 

 사례 - CABLE1, OLYMPIA, DN1076,  DN1038,
        BARGE VENTUR, EUROPA

Mess RM

+

Duty 

Mess RM

 사례 - MH Global, SAFECOM1, SHN-DP2

Mess Room

사례- OFFSHORE OLYMPIA 

Table 11 Types of Mess Room

  ⑤ Table 8에서 공용시설은 거주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으로 각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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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th Deck

5th Deck ▫▫▫▫▪ ▫ ▫ ▪

4th Deck ▪▪▪▫ ▪▪ ▪▪ ▪▪

3rd Deck ▪▪▪ ▪▪ ▪▪▪ ▪▪▪▪▪▪ ▪▪▪▪

2nd Deck ▪▪▪▪▪▪ ▪▪▪▪ ▪▪▪ ▪▪ ▪▪

Main Deck ▪▪▪▪▪
▪▪▪▪▪ ▪▪▪▪ ▪▪

▪▪▪▪
▪▪▪
▪▪▪▪

구  분
공용
화장실

공용욕실
락커룸
탈의실

세탁실 종교실

 주: ▪-시설 개소와 계없이 층별 유·무를 표시한 것임

    .▫-시설이 최상층에 치한 경우

Table 12  Vertical Distribution of Public Facilities

  Table 12에서 공용화장실은 거주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각 층에 배치된다. 공용욕실, 탈의실, 세탁실 등은 휴식

을 해 거주구로 들어오는 작업자들의 ‘탈의->샤워->(세

탁)->객실’ 로 이어지는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왕래가 많

은 Main Deck에 주로 치하며 소규모 세탁실과 탈의실이 각 

층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종교실은 종교활동을 한 공간

으로 정숙한 환경이 조성된 객실구역에 주로 치한다. 

  ⑥ Table 9에서 리시설은 거주구 리를 한 시설로 린

넨실, 클린룸, 창고 등으로 구성되며 각 층마다 1～2개소 정도 

배치된다. 린넨실은 침구류, 커튼 등을 보 · 리하는 공간으

로 객실이 배치되는 층에 주로 배치된다. 창고는  층에 골고

루 배치되며 다양한 물건을 보 할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된다. 

린넨실이 없는 경우에는 창고가 린넨실의 기능과 창고의 기능

을 함께 한다. 클린룸은 청소를 한 도구를 보 , 리하는 

곳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싱크 가 설치된다.

  ⑦ Table 9에서 조리시설은 갤리를 포함해서 냉동/냉장창고

와 식자재창고, 조리 비실, 갤리사무실, 갤리숙소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갤리는 식당과 함께 배치되며 Main Deck와 

2nd Deck에 부분 식자재창고가 배치된다. 식당과 갤리가 

2nd Deck에 치하고 식자재창고  비실이 Main Deck에 

치하는 경우에는 갤리에서 식자재창고  비실로 통하는 

별도 계단이나 리 트가 설치된다. 

  ⑧ 기계시설에는 생활바지선 운용에 필요한 발 설비, 담수

설비, 소방설비 등 다양한 기계류가 설치된다. 발 기와 같은 

소음이 크고 진동이 심한 기계는 주로 바지내부(Main Deck 

하부)에 설치된다. 거주구 내부에는 비상발 기나 CO2실, 공

조설비와 기계  기장치 스 치룸이 치한다. Table 9에

서 보는 것과 같이 거주구 공기조화설비(AHU)와 스 치룸은 

각 층에 설치되며 거주구 내에 설치되는 기계시설은 Main 

Deck에 설치되고 Fig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 출입구나 주 

동선과 떨어진 곳에 치한다.

Fig. 9 Arrangement of Machinery Facilities on Main Deck

  ⑨ 별도 승무원시설이 배치된 사례(Offshore Olympia, 

Europa, Barge Venture)도 조사되었다. 그러나 승무원시설에 

업무부분, 휴게부분, 공용부분, 개인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

는 사례는 없었으며 Fig 10과 같이 각 시설이 부분 으로 배

치된 사례가 조사되었다.

a) OFFSHORE OLYMPIA b) EUROPA c) BARGE VENTURE

Fig. 10 Crew Spaces in Accommodation area(capacity: more than 400)

  Offshore Olympia호 경우는 Main Deck에 승무원 식당만 

있으며 Europa호는 3rd Deck에 승무원객실과 세탁실이 있고 

Barge Venture호는 2nd Deck와 3rd Deck에 승무원 객실이 

있다. 이상 사례에서 승무원시설은 작업자 객실  공용시설

과 별도로 분리되어 설치되거나 인 하여 있더라도 승무원 사

용공간이 별도로 그룹핑되어 배치되어 있다. 승무원시설이 설

치된 사례는 거주인원이 400명 이상인 경우이며 300명 정도  

거주구에는 별도 승무원시설이 구성되지 않는다. 

  ⑩ 업무시설은 해양 랜트 시추, 생산 등 로젝트 수행  

리를 한 업무시설이며 사무실, 회의실, 작업실, 자재창고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 업무시설의 층별 분포를 나타낸 Table 

13을 살펴보면 사무실은 Main Deck와 2nd Deck에 주로 치

하며 회의실/컨퍼럼스룸은 사무실과 인 하여 배치된다. 작업

장과 자재창고는 작업의 편리성과 자재 입·출고를 해 Main 

Deck에 치한다. 헬기 기실은 헬리데크가 최상층 상부에 

설치됨에 따라 부분 최상층에 치한다.

  ⑪ 선박운용부분은 생활바지선의 운용과 리를 해 필요

한 업무시설과 선박운항에 필요한 항해시설로 구성된다. 업무

시설에는 사무실(Ship Office), 기술자실, 바지마스터실, 치

컨트롤룸 등 포함되며 항해시설은 컨트롤룸(Wheel House, 

Bridge)과 통신실 등으로 구성된다. 선박운용시설의 층별 분

포를 나타낸 Table 14를 살펴보면 일반사무실을 제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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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시설들이 최상층에 배치된다. 이러한 특징은 컨트롤룸

(휠하우스)이 시야 확보와 선박운 을 해 최상층에 치하

며 업무의 효율을 해 련 시설들이 그 주변에 배치되기 때

문이다.

6th Deck ▫ ▫

5th Deck ▫▫ ▫▫ ▫▫▫
▫▫▫▫ ▫▪

4th Deck ▪ ▪

3rd Deck ▪▪▪▫ ▫ ▫

2nd Deck ▪▪▪▪▪ ▪▪▪▪ ▪ ▪▪

Main Deck ▪▪▪▪▪▪▪ ▪▪▪▪▪ ▪▪ ▪▪▪▪▪ ▪▪▪▪▪

구  분 사무실
회의실
컨퍼런스룸

강당
헬기
기실

camp
(boss)
사무실

작업장
자재
창고

주: ▪-시설 개소와 계없이 층별 유·무를 표시한 것임

   .▫-시설이 최상층에 치한 경우

Table 13  Vertical Distribution of Office Facilities

6th Deck

5th Deck ▪ ▫▫ ▫ ▫▫ ▫ ▪
▫▫▫▫▫

▪▫
▫▫▫

4th Deck ▫ ▫▫ ▫ ▫ ▫ ▫▪

3rd Deck ▫▫▪

2nd Deck

Main Deck ▪▪ ▪

구  분 사무실
치

컨트롤룸
기술자
사무실

바지마스
터실

선주실
컨트롤룸
(휠하우스)

통신실

 주: ▪-시설 개소와 계없이 층별 유·무를 표시한 것임

    .▫-시설이 최상층에 치한 경우

Table 14  Vertical Distribution of Vessel Operation Facilities

4.3 거주구 데크별 공간구성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은 수용인원  크기에 따라 차

이가 있으며 선주의 요구  선호에 따라서 거주구 필요시설 

 공간구성이 달라지는 특성상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

선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층별로 공간구성의 특성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 거주구 규모에 따른 5층 구성과 4층 구

성에 의해 Table 1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0척 실 선 도면을 분석한 결과 거주구가 5층으로 구성된 

생활바지선의 층별 공간구성은 거주공간, 서비스공간, 업무공

간이 층별로 집 으로 나타나는 ‘집 형’과 각 공간이 층별

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주구가 

4층으로 구성된 거주구는 5층 규모의 거주구 유형  ‘분산형’

과 유사하다.

구 분
소요공간 

5층 구성 집 형 5층 구성 분산형 4층 구성 분산형

5th Deck
사무실, 컨트롤룸 등

컨트롤룸, 사무실, 객실 
체육 , 휴게시설, 등

업무공간 거주/서비스/업무공간

4th Deck
객실, 창고 등

휴게/오락시설, 세탁실, 
사무실, 객실 등

사무실, 컨트롤실, 객실 
등

거주공간 거주/서비스/업무공간 거주/업무공간

3th Deck
객실, 창고 등

휴게/오락시설, 세탁실, 
사무실, 객실 등

객실, 창고, 
휴게/오락시설 등

거주공간 거주/서비스/업무공간 거주/서비스

2nd Deck

식당, 갤리, 
휴게/오락시설 등

휴게/오락시설, 세탁실, 
사무실, 객실 등

객실, 창고, 사무실
휴게/오락시설 등

서비스공간 거주/서비스/업무공간 거주/서비스/업무공간

Main Deck

 의무실, 탈의실, 세탁실, 
샤워실, 사무실, 회의실, 
작업장, 창고, 
식자재창고 등

의무실, 탈의실,  세탁실, 
샤워실, 사무실, 회의실,
작업장, 창고, 
식자재창고 등

의무실, 탈의실, 세탁실, 
공용샤워실, 사무실, 
회의실, 작업장, 식당, 
갤리, 창고 등

서비스 / 업무공간 서비스/업무공간 서비스/업무공간

Table 15 Vertical Space Arrangements 

Fig. 11 Centralized Type  composed of 5 decks

  ① Fig. 11에서 5층으로 구성된 거주구 공간구성유형  ‘집

형’의 경우 Main Deck에는 의무실, 사무실, 회의식, 작업장, 

탈의실, 세탁실, 식당, 갤리, 식자재창고 등 ‘서비스공간’과 ‘업

무공간’으로 구성된다. 2nd Deck는 휴게시설과 식당  갤리 

등  ‘서비스공간’이 치한다. 3th Deck와 4th Deck는 객실이 

부분 공간을 차지하며  환경 리를 한 창고나 린넨실, 소

규모 세탁실 등이 함께 구성된다. 최상층인 5th Deck는 항해

를 한 컨트롤룸과 업무를 한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Fig. 12의 ‘분산형’ 경우는 Main Deck에 의무실, 사무실, 회

의실, 작업장, 탈의실, 세탁실, 식당, 갤리, 식자재창고 등 ‘서비

스공간’과 ‘업무공간’이 치하며 2nd~4th Deck에는 ‘거주공간’

인 객실과 휴게/오락시설, 세탁실 등 ‘서비스공간’ 그리고 사무

실 등 ‘업무공간’이 함께 구성된다.

Fig. 12 Dispersive Type composed of 5 decks



해양 랜트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 연구

- 756 -

  ② Fig. 13에서 4층으로 구성된 거주구의 경우 Main Deck

에는 의무실,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식당, 갤리, 식품창고 등 

‘서비스공간’과 ‘업무공간’이 함께 배치되며 2nd Deck와 3th 

Deck에는 객실과 함께 휴게공간, 사무공간이 함께 배치된다. 

최상층인 4th Deck에는 객실과 항해 련 시설  업무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4층 규모 거주구는 5층 규모 거주구 보다 ‘서

비스공간’으로 사용되는 1개 Deck가 없으므로 ‘서비스공간’  

‘업무공간’이 각 층에 분산 배치되는 특성을 보인다.

   

Fig. 13 Dispersive Type composed of 4 decks

5. 결  론

  본 연구는 생활바지선 거주구 설계기술개발을 한 기 연구

로서 지 까지의 선박기능 주의 이 아닌 거주자 심의 

생활공간에 한 으로 재 사용되거나 용선시장에 상품으

로 등록된 실 선 사례조사를 통하여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

구성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바지선은 해양 랜트 지원선  하나로 해상에서 장

기간 작업을 하는 해양 랜트 작업자들에게 용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주구와 작업을 한 바지데크로 구성된다. 

  2) 생활바지선은 거주구 형태에 따라 ①Accommodation 

Work Barge, ②Accommodation Pipe Lay Barge, ③

Mult-purpose Accommodation Barge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며 Accommodation Work Barge는 Main Deck에서 거주구 

바닥면 이 체 바닥면 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Accommodation Pipe Lay Barge는 Main Deck에서 거주구 

바닥면 이 체 바닥면 의 약 16%를 차지하며 Multi- 

purpose Accommodation Barge는 작업을 한 외부공간이 거

의 없는 특성을 보인다.

  3)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은 사용자 그룹  업무 형태에 

따라 ①작업자생활구역, ②서비스구역, ③승무원구역, ④업무

구역으로 구성된다. 작업자생활구역은 작업원 생활공간으로 

공용부분과 개인부분으로 구성되며, 서비스구역은 사용자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리시설, 조리시설, 기계시설로 

구성된다. 승무원구역은 수용인원이 많은 생활바지선에서 주

로 나타나며 승무원을 한 공간으로 업무부분, 휴게부분, 공

용부분, 개인부분으로 구성된다. 업무구역은 해양 랜트 로

젝트 수행을 한 로젝트 리부분과 생활바지선 운용  운

항에 필요한 선박운용부분으로 구성된다.  

  4) 생활바지선 거주구를 생활공간의 사용목 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①거주공간, ②서비스공간, ③업무공간으로 구성된

다. 거주공간은 사용자 숙박  개인생활을 한 공간으로 객

실이 주요 공간요소가 되며 서비스공간은 사용자를 한 공공

시설과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휴게시설, 요식시

설, 포츠시설, 공용시설, 조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업무공

간은 해양 랜트 로젝트 련 업무와 생활바지선 운용  

운항을 한 공간이다. 

  5)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배치는 단일형과 복합형으로 분

류되며 단일형은 거주구가 단일블록으로 설치되고 크기가 선

수/선미 방향으로 40m를 넘지 않으며 400인 이하 생활바지선

에서 나타나는 유형이고 복합형은 거주구가 2개 이상 블록으

로 구성되어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이며 한 개 블록 길이가 

40m가 넘지 않게 구성된다.

  6) 생활바지선 거주구는 체 바닥면 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으며 형태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아 선수/선

미 는 좌 /우  방향에 따른 공간구성은 의미가 없으며 수

직방향에 따른 층(Deck)별 공간구성에 그 특성이 있다.

  7)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구성은 수용인원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선주 요구  선호에 따라서 필요시설  공간

구성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며 층별로 ‘거주공간’, ‘서비스공

간’,‘업무공간’이 집 되어 나타는 ‘집 형’과 각 공간들이 층별

로 분산되어 나타는 ‘분산형’으로 구분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재 사용되고 있는 생활바지선의 

거주구 공간구성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형 사용자 심 생활바지선 거주구 설계기술 확보를 한 

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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