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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Energy Industry’s high oil prices persist while their petroleum and gas production areas are entering the

decline phase. More and more the drilling facilities used to bore oil from deeper depths are advancing further out

into the oceans, which cause the development of “OFFSHORE” ship manufacturer facility’s production demands

to increase.

The “OFFSHORE” ships provide a living space or L.Q (Living Quarters) for crewmen who work on the water far

away from any mainland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This research analyzes the LQ areas and the characterization of interior designs of different types of

“OFFSHORE” ships that were built in South Korea. Also using overseas countries’ Classification Society, known

as “NORSOK,” and analyzing their own design guidelines in conjunction with the research, the process of interior

design and baseline data research was used to blueprint the new LQ area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here ships get comprised of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s by

standards of the Classification Society’s RULE,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design and design method of the

LQ area.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a conservative shipbuilding market of the Shipbuilding Company and ship

owners’ feelings are steadily changing to more open mindedness of acceptance.

Therefore, the Korean Classification Society has to provide the new design principle to correspond t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more various interior design plans of LQ areas needed to be present based on the

new design guidelines.

The capacity of the South Korean OFFSHORE shipbuilding industry is the world’s top leader; however, the

interior design of the LQ areas are still based from outdated designs from the 1980’s. Hopefully these research

results will be the cornerstone to help the shift from the outdated designs of the LQ areas to more practical

modern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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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로벌 에 지 산업의 고유가 지속과 기존 석유, 가스

생산 지역이 쇠퇴기에 진입하면서 보다 깊은 원거리의

해양, 즉 OFFSHORE에서의 심해 탐사 생산에 한

심과 투자가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다.

OFFSHORE 련 선박의 발주량1)은 2007년 962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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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치로 2009년 463척, 2010년, 588척, 2011년 511척,

2012년 489척을 기록했으며,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00여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OFFSHORE선박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일을 한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을 일해야

하는 OFFSHORE선박 근무자를 해 선박 내에 LQ

(Living Quater)라고 부르는 거주 공간이 있다. 1)

1) 한국조선해양기자재 로벌지원센터 Offshore 시황 망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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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PSO

<그림 1> DRILL SHIP

LQ는 작업자들을 한 거주구역과 OFFICE, HOSPITAL

등의 문작업구역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거주구역에는 일

반 OFFSHORE작업자 외에 선장, 항해사, 의사, 사무원

등 다양한 문분야근무자들이 함께 거주한다. 이러한

거주구역은 CABIN, DINNING ROOM, RECREATION

ROOM 등의 실내공간으로 구성되는데 근무인원의 편의

를 해 상선에 비해 고 화된 인테리어와, 운동, 시

설을 구비하는 등의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 개발을 목 으로 하는 OFFS-

HORE선박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간의 규모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용자들이 받는 정신 스트 스와 생활

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OFFSHORE선박은 작업지역이 속한 국가의 선 회

에서 발 한 설계지침에 따라 거주구역의 모델을 설정하

고 실내공간에 한 설계를 실시하여야한다. 본 연구에

서는 국내에서 건조되어진 OFFSHORE선종별 LQ를 분

석하여 실내디자인 특성을 악하고 NORSOK으로 표

되는 해외 선 회의 설계지침을 분석하여 LQ설계를

한 기 자료 인테리어디자인 로세스를 제시함으

로써 OFFSHORE선박의 LQ인테리어디자인에 한 기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는 OFFSHORE선박의 거주구역인 LQ를 상

으로 한다. OFFSHORE선박은 크게 시추선인 DRILL-

SHIP, SEMI-RIG, JACKUP-RIG와 생산설비인 FPU,

FPSO등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건

조되는 FPSO를 연구 상으로 하 다. FPSO를 연구 상

으로 한 이유는 세계 발주량의 부분을 국내에서 수

주하여 건조되고 있어 연구 근성이 좋고 OFFSHORE선

박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LQ실내디자

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 OFFSHORE선박의 선종별 특성

을 악하고 노르웨이선 에서 발 한 노르웨이해상규정

NORSOK STANDARD C-001(인테리어규정)을 분석하

다. 그리고 FPSO의 ACCOMMODATION PLAN과 국

내에서 건조되어진 FPSO의 사례를 분석하여 LQ인테리

어디자인 계획안을 제안하 다.

2. OFFSHORE해양특수선의 이론 고찰

2.1. OFFSHORE 해양특수선의 종류2)

(1) Drill Ship

해상 랫폼 설치가 불가능한 심해(深海)지역이나 도

2) 삼성 공업 홍보블로그 SHI이야기 - 인용

가 심한 해상에서 원유를 발굴하는 선박형태의 시추설비

로, 선박의 기동성과 심해 시추능력을 겸비한 고부가가

치 선박이다. 보통 척당 가격이 8억 달러로 형유조선

보다 3배 비싸다. 2007년 삼성 공업에서 건조된 극지용

Drill Ship은 바다 에서 에베 스트산(8848m)보다 더

깊은 해 12㎞까지

드릴장비로 내려 갈

수 있고, 높이 16m의

도와 속 41m의 강

풍 속에서도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2) Semi-submersible drilling Rig

Semi-submersible drilling Rig(이하 Semi-Rig)는 큰

개념으로 부유식구조물인데 일반 으로 4개의 폰툰과 칼

럼을 가지는 구조를 가지고 상부에 드릴링을 한 장치

를 가지고 있다. 도에 의한 항이 은 신 상하 운

동에 한 상태만 제어하면 되므로 거친 날씨에도 강한

시추구조물이며 선형이 특이하기에 이동이 아주 느리며,

바지에 실어서 목 지까지 이동시켜야한다.

(3) Jack up-Rig

륙붕 지역 유 개발에 투입되는 시추설비이다. 선

체에 장책된 Jack-up Leg를 바다 으로 내려 해 면

에 고정하고, 선체를 해수면 로 부양시킨 후 시추작업

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와 조류의 향을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심은 얕지만 도가 거친

해역에 주로 투입된다.

형 Jack up-Rig는 최 수심 150m 해역에서 해

10km까지 시추할 수 있는 설비로, 북극해 지역의 혹한

과 거친 해상 조건 속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 사양으로 제작된다.

(4)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선박을 이용한 석유 생산/ 장/하역설비로 해 송유

이 발달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생산한 원유를 셔틀

탱커를 이용하여 육지로 운송하게 되는데, FPSO는 셔틀

탱커가 실어 나를 원유를 임시 장하고 있다가 하역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선박형태의 FPSO와 원통

형타입의 FPSO가 존재한다.

2006∼2008년

사이에 량 발주

된 해양시추설비

들이 2009년 이후

본격 으로 인도

되면서 이에 한

후속공정을 해

FPU, FPSO의 생

산설비의 건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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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고 있는데 특히 이동이 가능하고 자체 으로 생산

설비를 갖춘 FPSO는 다른 생산설비에 비해 효율 인

운용이 가능해 앞으로 많은 양의 FPSO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상되고 있다.

2.2. OFFSHORE 특수선의 LQ구역 RULE

(1) 선박 선 회 규칙

선박이 건조되어 항해를 하기 해서는 반드시 하나이

상의 선 회에 선 되어야 한다. 선 될 선박은 먼

회규정에 따라 승인된 도면에 맞게 설계되어야하며 선

검사 의 감독을 받으며 인증된 자재와 구성부품으로

건조되어야 한다.

국제선 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

cation Societies: IACS)은 각국선 회들이 선 간에

력 규칙을 통일하기 해 조직되었고 한국선 을

비롯해 세계 11개 선 이 등록되어있다. 표 인 국제

선 으로는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와 DNV

(Det norske Veritas)가 있으며 각 선 은 선박의 설계에

서부터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의 지침을 정리한 RULE과

기 을 개발하고 있다. 표 인 RULE STANDARD로

는 DNV(노르웨이 선 회)에서 발표한 NORSOK

RULE이 있다.

선 선 국가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한민국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미국

NK Nippon Kaiji Kyokai 일본

GL Germanischer Lloyd 독일

BV Bureau Veritas 랑스

RI Registro Italiano Novale 이태리

LR Lloyd’s Register of Shipping 국

DNV Det Norske Veritas 노르웨이

RS USSR Register of Shipping 러시아

PRS Polski Register Statkow 폴란드

<표 1> IACS 국제선 연합에 등록된 표 선

(2) NORSOK의 LQ구역 련 규칙3)

NORSOK RULE은 일반 으로 국제표 으로 인정되

는 룰을 따르고 노르웨이 석유산업의 반 인 필요사항

을 충족하기 해 필요하다고 단되는 조항들이 추가된

규범집이다. NORSOK STANDARD C-001은 OFF-

SHORE구조물 선박의 LQ에서 건축 디자인과 공학

을 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정설치물에 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1) 일반요건

LQ는 개인에게 보호책과 주거지를 제공해야하며 설치

물내의 가장 안 한 장소에 치해야한다. 모든 층과 연

결되어 있는 내부 계단을 어도 하나 이상 가져야하며

각층에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탈출로로 연결되는 두

3) “NORSOK” STANDARD C-001 EDITION3, MAY 2006 - 참조

개의 문이 필요하다. 20M2을 과하는 방에는 방의 서

로 반 방향에 치한 두 개의 탈출로가 있어야한다.

2) WINDOW

가능한 모든 LQ에는 창문을 통해 햇빛을 제공하여야

한다. DINNING ROOM과 RECREATION ROOM, 6시간

이상 사용하는 작업 공간, 그리고 CABIN에는 필수 으

로 창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CABIN의 창문은 최소한

0.6㎡의 유리면 을 가져야하며 OFFICE구역은 최소한

0.9㎡의 면 을 가져야한다. RECREATION AREA나

DINNING ROOM은 가능하면 바닥에서 CEILING까지

이어지는 큰 창문이 제공되어야한다.

3) CABIN

화장실을 포함한 SINGLE CABIN의 최소한의 필요면

은 6㎡이며 화장실을 포함한 DOUBLE CABIN은 12㎡

의 면 이 필요하다. CABIN은 이동라인이나, 소음이 심

한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DECK나 LEVEL에 그룹화 되어

치하여야하며 CABIN구역은 그룹화 되어 폐쇄가 가능

하도록 동선 치를 계획해야한다. CABIN은 SURVIVAL

SUIT, 의류, 개인소지품에 한 보 이 가능하여야하며

독서를 하고 을 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

어야한다. DOUBLE CABIN의 침 는 사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빛과 룸메이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

도록 커튼이 설치되어야한다. 모든 욕실을 표 화가 되어

있어야하며 SHOWER AREA는 최고 0.65㎡이 되어야하

며 다른 BATHROOM AREA와 확실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침 는 시트의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매트

리스 사이즈는 800×2100mm을 최소기 으로 한다. 높이

는 550∼600mm정도로 하며 DOUBLE CABIN의 경우 침

를 SOFA-BED TYPE으로 제작하여도 된다. 모든

CABIN의 통로에는 장애물이 없는 두 개의 독립된 비상

탈출로가 있어야하며 기술 인 설치물, 스 치, 소켓 등

은 깔끔하게 설계되고 설치되어야한다.

4) RECREATION ROOM

RECREATION ROOM의 총면 은 BED당 1.5㎡이상

이 되도록 계획한다. 각각의 공간들은 청소하기 쉽고, 심

미 이어야하며 내구성이 높은 소재의 마감재로 시공되

어야한다. FIXED FURNITURE의 경우 모서리가

ROUND 처리되어야하며, LOOSE FURNITURE는 청소

와 이동을 해 무게가 가벼워야한다. RECREATION

ROOM의 MAIN LOUNGE/COFFEE BAR는 다용도로

사용되면서 GALLEY와 인 한 곳에 치하여야한다.

한 MAIN TRAFFIC LINE과도 직 연결되어 있어 하

며 LQ 총 인원수의 50%를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쾌 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MAIN LOUNGE

내에 다른 역을 나 어(SMOKING ROOM,

LIBRARY 등)을 나 어 조합함으로서 가능한 부분이며

하 단계의 역들은 유리 티션이나, WALL PANEL,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5호 통권100호 _ 2013.10360

DOOR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5) DINNING ROOM

DINNING ROOM은 SERVING, GALLEY구역과 같은

DECK(LEVEL)에 치하여야한다. 인테리어 요소와 마

감재들은 높은 심미성과 내구성을 보유해야하며 청소하

기 쉬워야한다. DINNING ROOM은 LQ내 인원의 50%

를 수용 가능한 1인당 1.2㎡의 최소구역을 보장해야한다.

TABLE의 경우 고정 형으로 설치되어야하며 CHAIR류

는 TABLE에 고정이 가능하거나, 바닥에 FASTENER로

고정이 되어야한다.

6) 체력 단련실

최신단련장비를 갖추어야하며 에어로빅, SPINNING

등과 같이 단체운동을 한 추가 인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TV출력장치와 시청각장비를 갖추어야하며 모든

주요장비들은 바닥에 고정되어야한다. 충격흡수 FLOOR

가 설치되어야하며 WALL, WINDOW, CEILING은 물리

기계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

고 NET나 MESH로 히 보호되어야한다. 샤워실, 세

면기, 화장실이 딸린 탈의실은 남성, 여성 모두를 해

제공되어야하며 사우나와 일 욕실은 선주요구에 따라

제공되어야한다. 사우나는 인 WALL과 CEILING공간

으로 습기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7) LAUNDRY

세탁실은 RECEIVING, 담 , 세척, 처리, 드라이, 세탁

물의 장을 한 분리된 구역으로 설계되어야한다.

WORK FLOW를 고려해 최 의 합리 인 단계로 배치

되어야하며 생 이고 안 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한

다. CLEAN/DIRTY 리단계는 가능한 멀리 분리되어야

한다. 기계가 서로 마주하고 설치된 곳에는 최소한

1500mm의 간격이 기계 사이에 있어야하며 바닥은 세라

믹 타일이나 유사한 것과 같이 NON-SLIP타입으로 제공

되어야한다. 모든 선반은 미터 당 1500N의 하 지지력을

가진 스테인리스스틸이거나 알루미늄 이어야한다.

8) HOSPITAL

외부 작업 공간, MOB-BOAT, 내부승강기, 계단으로

부터 좋은 근성을 제공해야한다. 이 근로는 표 들

것(2200×650mm)의 사용을 해 히 치수가 정해져야

한다. HOSPITAL로 들어오는 출입문은 AMBULANCE

타입의 들것수송을 가능하게 하기 해 최소 900mm의

CLEAR OPENING을 가져야한다. 사무실과 진료실에는

창문이 설치되어야한다. HOSPITAL은 일반 으로 상담

실, 진찰실, 실험실, 의료품 장실, 화장실/샤워실, 병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 기기의 배치 LAYOUT은 등록, 분

류, 치료, 리를 해 명확하게 설계되어야하며 필수

으로 비상 력시스템에 연결되어야한다.

9) TRAFFIC AREA

복도, 계단, LIFT등의 모든 TRAFFIC AREA는 방향

과 안 에 련하여 명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막다른

복도는 피해야만하고 만약 사용된다면 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복도의 폭은 1000mm이상 이어야하며 잦은 통

행을 갖는 복도는 통상 1200mm의 폭이 권장된다. 모든

탈출경로는 구명보트 정박장과 헬리데크로의 근을 제

공하는 비상계단과 직 으로 연결 가능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핸드 일은 계단과 승강기 복도에 설치되어

야 한다. 화재와 연기 구획은 복도에서 20m이내에 치

해야한다. LIFT는 모든 층에 근이 용이해야하며 표

들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한다. 승강기는 최소허

용하 10000N 최고속도 1m/s를 가지는 기경인 방식

이어야한다. 승강기내부는 핸드 일, 내부 WALL 천장표

면은 STAINLESS STEEL로 마감되어야한다.

(3) NORSOK의 용

NORSOK RULE은 LQ설계 시 앞서 언 한 LQ조항을

포함하는 NORSOK STANDARD C-001이외에도 가구와

기계 설치물에 한 규정인 C-002와 기술안 , 작업환경

에 한 내용을 담은 S-001, S-002등의 RULE이 규정되

어져 있다. NORSOK RULE은 국제표 으로 인정되는 룰

을 따르고 있고 해상안 을 한 가장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RILSHIP, SEMI RIG등 직 으로

유 을 시추하는 시추선박에 많은 용이 되고 있으며

재 국내에서도 시추설비 선박 주로 NORSOK RULE이

용되어 각 조선사에서 건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OFFSHORE해양특수선의 LQ구성

3.1. OFFSHORE선박의 LQ구성

(1) 선종별 LQ구성

일반 으로 부분의 OFFSHORE선박의 LQ는 각 선주

사의 특성에 따라 ACCOMMODATION PLAN이 결정되

며, 한번 결정되어진 PLAN은 쉽게 바 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시 가 변화되면서 선주들도 새로운 ACCO-

MMODATION PLAN을 원하고 있고 조선소에서도 그러

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각 선실설계부서 설계 력

업체에서는 새로운 ACCOMMODATION PLAN을 디자인

하며 미래를 비하고 있다. ACCOMMODATION PLAN

의 디자인변화와 함께 LQ의 종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화의 변화로 인해 선주들은 SCREEN GOLF,

DIGITAL GAME ROOM과 같은 새로운 놀이구역을 원하

고 있으며 조선소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계

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RECREATION

SPACE의 공간을 신하여 들어가는 구역으로서 기존에

공간종류와 구역별 배분의 폭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다음의 표는 표 인 시추, 생산설비인 DRILL SHIP과

FPSO의 데크 별 LQ를 조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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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PSO LEVEL0 ACCOMMODATION PLAN

<그림 4> FPSO LEVEL1

ACCOMMODATION PLAN

SEADRILL DRILL SHIP(약 200명수용)

1ST DECK RECREATION. GYMNASIUM, LAUNDRY

UPPER DECK DINNING ROOM, GALLEY

A DECK CABIN, HOSPITAL, CHANGING ROOM

B, C, D DECK CABIN

E DECK CABIN, OFFICE, CONFERENCE ROOM

NAVI DECK WHEEL HOUSE, OFFICE

HELI DECK TRANSIT LOUNGE

TOTAL USAN FPSO(약 200명수용)

LEVEL 0 OFFICE, GYMNASIUM

LEVEL 1 OFFICE, CCR, CHAINGING ROOM

LEVEL 2
RECREATION ROOM, LIBRARY, TV ROOM

GAMEROOM, DINNING ROOM, GALLEY

LEVEL 3 CABIN

LEVEL 4 CABIN, HOSPITAL

ROOF LEVEL TRANSIT LOUNGE

<표 2> DECK(LEVEL)별 LQ조사

<표 2>4)의 LQ를 보게 되면 시추선박인 DRILL SHIP

과 생산설비선박인 FPSO는 비슷한 LQ로 구성되어 있

다. 다만 생산/설비시설인 FPSO는 DRILL SHIP에 비해

OFFICE구역과 RECREATION ROOM, TV ROOM등의

PUBLIC SPACE의 공간의 비율이 많다. 이는 상 으

로 오랜 기간 해상에서 작업하고 생활해야하는 작업자들

을 배려한 공간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PUBLIC SPACE는 RECREATION ROOM, DINNING

ROOM, GYMNASIUM등으로 작업자들의 여가생활을 즐

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RECREATION ROOM

의 경우 BAR, SCREEN GOLF ROOM, SMOKING

ROOM, LIBRARY, GAME ROOM등 다양한 형태의 구

역으로 구성되며 LQ 선주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

는 공간이다. 식사를 한 DINNING ROOM과 음식 비

를 한 GALLEY, 운동을 한 GYMNASIUM 한

PUBLIC SPACE에 속하며 PUBLIC SPACE는 보통 같

은 DECK(LEVEL)에 치한다.

작업자들의 개인휴식을 한 CABIN은 보통 2인1실로

구성되며 화장실과, 2개의 침 , 옷장, 공용책상으로 보

통 구성된다. 고 화된 선박의 경우 개인TV가 설치된

침 가 제공되기도 한다. 보통 CABIN은 UNIT단 로

제작이 완료되어 선체에 조립되며 재 다양한 형태의

UNIT CABIN DESIGN이 개발되어진 상황이다.

작업자들의 업무를 한 공간으로서 OFFICE, HOSPITAL,

CCR, WHEEL HOUSE가 있다. OFFICE의 경우 상

으로 생산, 설비를 한 작업이 많은 FPSO에 많은 구역

이 계획된다. 기동성이 요한 DRILL SHIP의 경우

WHEEL HOUSE가 NAVIDECK에 치한다. FPSO는

4) 최근에 건조된 표 인 선박들의 정보로 구성되었으며 보안상 호

선정보를 표기할 수 없으며 구역의 명칭을 다르게 표기함. LQ

내 DECK(LEVEL)로서 선박의 체 DECK와는 계가 없음.

CCR에서 모든 상황이 리되며 OFFICE구역과 같은

LEVEL에 치하는게 통상 이다.

(2) FPSO LQ배치 동선

1) LEVEL 0

F P S O 의

LEVEL 0에

는 OFFICE

구역과 기계

실이 배치된

다. DRILL

SHIP의 외부

통로가 선수

와 선미로

배치된 것에

비해 FPSO의 경우 좌, 우 , 선수, 선미 동서남북 방향

모두에 외부통로가 존재하며 조 더 편하게 동선

ACCOMMODATION PLAN을 계획 할 수 있다. LAUN-

DRY의 서로 마주보는 기계들은 1500mm의 간격이 있어

야한다.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바닥은 NON-SLIP

타입으로 시공되어야하며 모든 선반은 물에 강한 소재로

제작되어야한다.

2) LEVEL1

LEVEL 1에는

FPSO의 심장부인

CCR(CENTRAL

CONTROL ROOM)

을 심으로 FPSO

운용을 한 작업

구역이 배치된다.

CCR은 선박 내에

서 가장 요한 구

역이기 때문에 가장 안 하고 기능 으로 효율 인 치

에 계획되어야한다. 지원시설, 생산, 설비구역, 비상 피

통로, 구명보트와도 근성이 좋아야하며 효율 인 유지

보수와 하부의 기시설 이블을 해 0.5m높이의

RAISED ACCESS FLOOR가 설치되어진다. 스크린이

많기 때문에 CCR내의 조명은 부심과 반사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하며 가구들은 NON-GLOSS표면의 마감재로

계획되어야한다.

작업구역은 최 의 업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ROUND형태의 DESK가 배치되며 WALL MOUNTED

DISPLAY를 향해 좋은 시야와 이를 확보 할 수 있는 충

분한 거리에 치해야한다. DESK에 설치된 모니터는 상

하로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갖춰야한다.

생산, 설비를 한 OFFICE들이 단 로 배치되어진

다. 보통 OFFICE 구역은 작업의 효율성을 해 모듈화

되어 진 기계 가구들이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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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PSO LEVEL4

ACCOMMODATION PLAN

<그림 5> FPSO LEVEL2

ACCOMMODATION PLAN

기계들은 보통 고정형으로 설치되며 가구들은 비고정형

으로 설치된다. 이는 DRILL SHIP에 비해 기동성이 낮

고 롤링이 심하지 않은 FPSO의 특징으로 설계 계획 시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계획 할 수 있게끔 한다.

3) LEVEL2

LEVEL 2에는

REC REAT I ON

ROOM, TV ROOM,

DINNING ROOM,

GALLEY등 계

획된다. RECREA-

TION ROOM에는

SCREEN GOLF,

LIBRARY, GAME

ROOM, BAR, SMOKING ROOM등 작업자들을 한 구

역이 있으며 선주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으로

서 PUBLIC SPACE의 심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FPSO의 경우 생산, 설비기계들의 소음이 다른 선

종에 비해 심하기 때문에 벽체에 흡음제가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으며 커튼을 FLOOR 끝까지 내려 방음효과를

내기도 한다.

DINNING ROOM은 SERVICE AREA와 GALLEY

STORAGE와 인 한 곳에 치한다, FPSO는 앞서 언

한 바 와같이 기동성이 낮아 비고정형으로 가구가 설치

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다른 선종에 비해 자유롭다.

4) LEVEL 3, 4, ROOF LEVEL

LEVEL 3, 4에

는 CABIN을 심

으로 BAGGAGE

ROOM, LINEN

STORE, HOSPI-

TAL 등의 부 시

설이 계획된다.

DRILL SHIP의 그

것과 유사하게 설

치되어지며 ROOF LEVEL에는 DRILL SHIP과 마찬가

지로 헬기착륙장과 TRANSIT LOUNGE가 설치된다.

4. “FPSO” LQ실내디자인 사례분석

4.1. “CLOV” FPSO의 LQ디자인 사례

(1) “CLOV” FPSO의 일반사항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조선사에서 건조가 완료된

TOTAL사의 FPSO “CLOV”를 분석하여 LQ실내디자인

특징을 정리하 다.

TOTAL사의 “CLOV”는 2010년 5월에 수주하여 지난

2013년 8월 인도되었다. 강재 단 후 25개월 만에 건조

된 “CLOV”는 앙골라의 시추지역 CRAVO, LIRIO,

ORQUIDEA, VIOLETA의 앞 자를 따 “CLOV”라는 이

름을 가지게 되었고 원화 2조 1400억원이 넘는 형

로젝트로 하루 16만배럴의 원유와 650만㎥의 천연가스

를 생산 할 수 있다. 한 최 180만배럴에 달하는 원

유를 장할 수 있는 선박이다.

“CLOV”는 앞서 3장에서 다룬 “USAN” FPSO의 다음

로젝트로서 기본 인 DECK의 구성과 인원 수는 동일

하거나 비슷한 수 이다. 기본 인 “CLOV” FPSO의 LQ

구성은 다음과 같다.

LQ PESONNEL SUMMARY
PERMANENT:140 / HOOK-UP PHASE:220

DAY VISITOR:20 / MAXIMUM PERSON:240

LQ DECK LQ LEVEL0 - LEVEL4 / LQ ROOF LEVEL

LEVEL 0 (MAIN DECK)
Emegency Electrical Room, Gymnasium,

Temporary Office, Loundry, Toilet

LEVEL 1
Locker Room, Meeting Room, CCR, Office, Duty

Mess Room, Toilet

LEVEL 2
Main Lounge, Dinning Room, Recreation Room,

Gally, Toilet

LEVEL 3 Cabins, Muster Room, Linen Store

LEVEL 4 Cabin, Hospital

CABIN
70CABIN UNIT(2PERSON) AND 20CABIN(SIMPLE

CABIN+1MEDIC CABIN)

Roof LEVEL Transit Lounge

<표 3> CLOV LQ구성

“USAN” PROJECT에서 “CLOV” PROJECT, 그리고

재 건조 비 인 “EGINA” PROJECT까지 TOTAL

사의 FPSO는 총 DECK와 탑승인원수에는 큰 변함이 없

는 모습을 보인다. “USAN”과 “CLOV”의 경우 동일한

아키텍쳐와 VENDOR에서 실내 디자인 가구를 공

하여 동일한 LQ디자인의 구성을 보인다.

a) “CLOV” MAIN LOUNGE b) “USAN” MAIN LOUNGE

<그림 7> TOTAL CLOV, USAN의 유사한 디자인 구성

이는 보수 인 조선시장의 LQ실내디자인을 반 하는

것으로 최근 인도된 “CLOV”까지 이어져왔다.

(2) “CLOV” FPSO의 LQ실내디자인

1) TRANSIT LOUNGE

“CLOV”에 승선하여 승선 차를 진행하는 곳으로 무

채색의 WALL PANEL과 CEILING PANEL, FLOOR의

비닐타일 그리고 가구를 배치하 다. DOOR에 유채색의

포인트 컬러를 용하여 아이덴티티를 부여하 다.

FPSO의 가구 소 나 체어, 벤치류는 이동이 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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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ONCEPT

<그림 8> TRANSIT LOUNGE

<그림 11> OFFICE

선박의 특성상 비고정형으

로 설치되어 자유롭게 재

배치가 가능한 이 있는

데 “CLOV”의 경우 활용

성이 떨어지는 일자형 벤

치를 설치하여 자유로운

구성에 제한이 있다.

2) RECREATION ROOM

<그림 9> RECREATION ROOM

“CLOV”의 RECREATION ROOM은 좌측그림의 BAR

COUNTER를 심으로 SMOKING AREA와 LOUNGE,

CARD ROOM, GAME ROOM으로 구성되어진다. 기본

인 WALL과 CEILING구성에 고 스러운 BAR COUN-

TER, SOFA의 구성을 유도하 으나 체 으로 심심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넓은 공간에 비해 부족한 채 시설

로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3) DINNING ROOM

<그림 10> DINNING ROOM

LEVEL 2에 치한 DINNING ROOM은 WALL

PANEL 사이사이에 DECORATIVE WALL과 LINGT를

설치하여 디자인하 고 한국 인 문양의 WALL PARTI-

TION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획하 다. 하지만 DINNING

ROOM역시 넓은 공간에 비해 작은 채 시설로 인해 공

간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4) OFFICE

OFFICE는 심미 인 기

능보다는 공간의 활용성과

가구의 기능성을 살린 구

성으로 단 의 데스크

유닛구성으로 이아웃이

잡 져 있다. 가구의 경우

이블매입으로 인해 고정

형으로 설치되어 가구의 재배치가 어려워 FPSO의 장

을 제 로 살리지 못하 다.

4.2. 사례분석결과

실 선인 “USAN”과 “CLOV”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 모두 동일한 아키텍쳐의 설계로 인해 동일한

ACCOMMODATION 아래 비슷한 수 의 LQ디자인으로

건조되었다. 이는 보수 인 조선시장의 분 기와도 연결

성이 있으며 이러한 분 기는 LQ디자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CLOV”는 FPSO의 장 인 가구의 자유로

운 배치와 재배치에 한 공간의 활용성을 제 로 이용하

지 못하 으며 WALL, CEILING, FLOOR, WINDOW의

공간구성의 기본요소들에 한 디자인 활용이 무하

다. 특히 WINDOW의 경우 넓은 공간에 비해 무 작은

스 일로 설치되어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졌으며 가구와

DOOR로만 이루어진 공간의 포인트 요소들은 그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한 공간들이 부분이었다.

5. FPSO LQ실내디자인 계획

5.1. 설계배경 컨셉

(1) 설계개요

앞서 3장과 4장의 분석을 통해 재까지 국내에서 진

행된 FPSO LQ실내디자인이 과거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선박의 특성과 공간구성요소의 활용성이 부

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LQ실내디자인에 한 선주사들과

조선사들의 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디자인 안들이 제

시되고 있는데 올해 디자인되어지고 있는 FPSO LQ에

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으며 FPSO의 LQ디자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설계안을 제시하 다.

설계방법으로 먼 FPSO라는 선박이 가지는 특성과

그곳에서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컨셉을 설정

하 고 지루한 일상 속에 다채로운 분 기를 느끼게끔

LQ실내디자인을 설계하 다.

(2) 설계배경

바다 의 섬이라고 불

리우는 FPSO(부유식 석

유생산설비)는 선종의 특

성상 오랜 기간 선원들이

해상에서 머물러야하는데

특히 LQ는 선원들이 옷

을 입고, 밥을 먹으며 잠

을 자고 일하는 곳으로서 모든 생활을 해야하는 가

장 요한 공간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집이며 바

다 에 삶의 터 이다.

(3) 설계컨셉

바다 에서 느낄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를 LQ에 입하여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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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OLOR PLANNING

하여 다채로운 공간

이미지를 인식하게끔

하고자 하 다. 계

은 삶의 변화를 느끼

게 해주는 요소로서

본 설계 계획의

MAIN KEYWORD이

다. , 여름, 가을, 겨

울의 사계 은 각기

상징되는 다른 키

워드를 가지며 이는 각 LQ의 공간별로 입하여 공간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 고 각 계 을 상징하는

COLOR를 이용하여 마감 MATERIAL을 구성, 시각 인

효과를 유도하 다.

(4) 구역별 설계계획

1) TRANSIT LOUNGE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은 COMMUNITY

SPACE로서 TRANSIT LOUNGE, LIBRARY, GAME

ROOM, MEETING ROOM에 용되었다.

FPSO에 승선하게 되어 처음 하는 LQ인 TRANSIT

LOUNGE의 이미지를 계 의 시작을 알리는 으로 의미

부여를 하 고 YELLOW와 ORANGE색을 조화롭게 배

치하여 분 기를 조성하 다. IN & OUT개념으로 승선

수를 하고 짐을 보 하는 구역과 기공간을 FLOOR

의 종류로 구분하 고 투명 티션을 설치하여 넓어보이

도록 구획하 다. 한 모듈 쇼 를 이용해 언제든지 가

구의 배치를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 다.

a) Isometric view b) Perspective view

<그림 14> TRANSIT LOUNGE

계획 구역 내용

마감재계획

FLOOR
§ 비닐시트

§ 비닐타일(PLANK TYPE)

WALL
§ PANEL

§ MDF+HPM DECO WALL

CEILING
§ PERFORATED

§ CEILING PANEL

색채계획
§ 주조색: YELLOW, ORANGE

§ 보조색: WHITE, GRAY

조명계획 CEILING § 매입할로겐조명과 다운라이트설치

가구계획

§ 짐을 보 할 수 있는 락커와 승선 수를

한 안내 데스크설치

§ 승선서류 수를 한 기공간을 해 모듈

소 와 TV LOCKER설치

<표 4> TRANSIT LOUNGE 구성계획

2) RECREATION ROOM

LQ의 심부인 RECREATION ROOM은 계 의 여왕

인 여름의 이미지를 가진다. 넓은 공간에서 선원들의 다

양한 활동을 해 MEET, EAT, TALK이라는 구역의

ZONING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업무를 마치고 REC-

REATION에서 만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조화로

움을 컨셉으로 평면을 계획하 다. RECREATION

ROOM은 오랜 해상 생활 에 업무이외에 가장 많은

여가생활을 즐기는 곳으로서 LQ내 가장 고 스러운 공

간을 지향했다. 가구의 마감재를 GREEN계열의 주조색

으로, 밝은 톤의 바닥재를 ZONING에 따라 비닐시트와

비닐타일로 구분하여 배치하 고 입면구획을 해

PERFORATED WALL을 설치하여 구획 간 시각 단

을 피하게끔 설계 하 다. CLOV의 문제 이었던

WINDOW의 크기를 넓은 공간에 당한 스 일로 조정

하 으며 소음차단을 해 FLOOR까지 내려오는

CURTAIN을 설치하 다.

a) Isometric view b) Perspective view

<그림 15> RECREATION ROOM

RECREATION ROOM은 MAIN구역을 심으로

LIBRARY, GAME ROOM, SMOKING ROOM을 배치하

여 효율 이고 유동 인 공간사용을 유도하 으며

WALL로 구분되는 공간은 각기 다른 컨셉으로 다양한

시각 공간인지를 가능하도록 하 다.

계획 구역 내용

마감재계획

FLOOR
§ 비닐시트

§ 비닐타일(PLANK TYPE)

WALL
§ PANEL+WINDOW

§ CURTAIN

CEILING
§ PERFORATED

§ CEILING PANEL

색채계획
§ 주조색: GREEN

§ 보조색: WHITE, YELLOW, BROWN

조명계획 CEILING
§ 매입할로겐조명과 다운라이트설치

§ 펜던트

가구계획

§ 공간을 구획하는 라운드 쇼 설치

§ WINDOW측에 2인 TEATABLE과 소 체어설치

§ 음식, 음료제공을 한 바카운터 설치

§ TV시청을 한 TVLOCKER설치

<표 5> RECREATION ROOM 구성계획

3) DINNING ROOM

가을의 노을 질 무렵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를 컨셉

으로 DINNING ROOM을 디자인하 다. 톤 다운된 바닥,

기둥, 티션들과 붉은 컬러의 의자가 어우러져 식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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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를 더욱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주어 사용자들의

식욕을 자극하도록 하 다. DINNING ROOM은 REC-

REATION ROOM의 WINDOW보다 더 큰 CEILING에서

부터 FLOOR까지 내려오는 WINDOW를 설치하여 공간이

더 넓어보이도록 디자인하 다. 넓은 CEILING PANEL공

간에 CEILING LOUVER를 설치하여 재미를 주었고

DECORATIVE WALL을 설치하여 공간의 기본요소에도

디자인요소를 더하 다.

계획 구역 내용

마감재계획

FLOOR
§ 비닐시트

§ 비닐타일(PLANK TYPE)

WALL

§ PANEL+WINDOW

§ CURTAIN

§ MDF+HPM DECO WALL

CEILING
§ PERFORATED

§ CEILING PANEL

색채계획
§ 주조색: RED

§ 보조색: YELLOW, BROWN

조명계획 CEILING

§ 매입할로겐조명

§ LOUVER CEILING설치

§ 벽부등

가구계획

§ CHAIR 행잉이 가능한 MESS TABLE, CHAIR

설치

§ 배식 설치

<표 6> DINNING ROOM 구성계획

a) Isometric view b) Perspective view

<그림 16> DINNING ROOM

4) OFFICE

겨울을 상징하는 흰색과 푸른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세

련된 이미지의 OFFICE구역을 디자인하 다.

MODULE, SYSTEM, COMFORTABLE한 사무용가

구를 배치하 고 각 트별 업무구분을 해 구성인원별

배치가 용이하도록 하 다. 한 별도의 이블덕트를

DESK내에 구성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DESK의 구성

을 바꿀 수 있도록 하 다.

a) Isometric view b) Perspective view

<그림 17> OFFICE

계획 구역 내용

마감재계획

FLOOR § 비닐타일(PLANK TYPE)

WALL

§ PANEL+WINDOW

§ CURTAIN

§ WHITEBOARD, CORKBOARD

CEILING
§ PERFORATED

§ CEILING PANEL

색채계획
§ 주조색: WHITE, SKYBLUE

§ 보조색: IVORY

조명계획 CEILING § 매입할로겐조명과 다운라이트설치

가구계획

§ MODULE SYSTEM 사무용가구설치

§ 인체공학 사무용 CHAIR사용

§ 서류보 을 한 BOOKCASE설치

<표 7> OFFICE구역 구성계획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추설비인 DRILLSHIP과 생산설비인

FPSO로 표되는 OFFSHORE선박을 상으로 LQ의

공간특성을 정리하 으며 노르웨이 해양선 , DNV에서

발행한 NORSOK STANDARD RULE 선박인테리어

트인 C-001을 분석하여 정리하 다. 한 국내 실 호

선을 분석하여 정리하 으며 분석결과를 토 로 앞으로

의 FPSO LQ디자인에 한 설계안을 제시하 다. 본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OFFSHORE 해양특수선에는 선원들의 시추, 생산

업무외에 일상생활을 하기 해 만들어진 거주구역

인 LQ가 존재한다. LQ는 선박의 특성 작업이 이루어

지는 국가의 선 RULE에 따라 설계방법 디자인에

큰 향을 미친다.

② 표 인 OFFSHORE설계규정으로는 노르웨이선

(DNV)에서 발표한 NORSOK STANDARD RULE있

으며 C-001에 LQ규정에 한 설계디자인방법을 명시하

고 있다. 본문에는 C-001를 분석하여 LQ디자인을 한

지침을 정리하 다.

③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DRILL SHIP과 FPSO의

ACCOMMODATION PLAN을 분석하여 설계 시 유의해

야 할 들을 작성하 다. DRILL SHIP의 경우 이동이

잦고 작업의 험성이 높아 LQ설계 시 컨셉 인 근보

다는 안 하고 효율 인 설계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며 비

교 이동속도가 느리고 장기간 해상에 머무는 FPSO의

경우는 작업자들을 한 고 화 되어진 설계디자인이 이

루어지고 있다.

④ 국내 조선소의 실 선인 “USAN”, “CLOV” FPSO

의 LQ디자인을 분석하여 기존 설계의 문제 을 찾고 개

선 이 반 되어진 LQ디자인설계안을 제시하 다.

⑤ 국내 OFFSHORE 선박의 건조능력은 세계에서 가

장 뛰어나며 특히 FPSO의 건조는 독 하다시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부분의 FPSO LQ실내

디자인이 과거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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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앞으로 다양한 LQ실내디자인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 이에 본 논문이 그 석이 되어 앞으로 다양한

LQ실내디자인에 한 연구가 나오고 선박건조능력만큼

이나 세계 인 선박인테리어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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