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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WAY 해역에서 시추 및 생산 작업을 위한 시추선 및 생산 설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인 NORSOK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NORSOK 기준은 선원들의 안전과 안락성을 위
한 Working Environment 만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원들의 거주구역에 안락성은 더
욱 중요시되고 소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만족을 요구한다. Cabin Unit 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실선과 동일 조건의 Mock Up 을 제작하여 차음성능 계측 및 평가를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NORSOK 이 적용되는 선박의 Cabin Unit 의 Mock Up 차음성능 만족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
 론 

최근 NORWAY유정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NORWAY 해역에서 시추 및 생산 작업을 위한 
시추선 및 생산 설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인 
NORSOK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NORSOK 기준은 
선원들의 안전과 안락성을 위한 Working 
Environment 만족을 요구하고 있다. Working 
Environment 경우 작업자들의 HSE 만족을 위한 엄
격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휴
식을 취하는 거주구역의 안락성은 더욱 중요시되
고 있다. 거주구역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
고 만족을 요구한다. 특수 선박의 경우 거주구의 
소음과 제작 작업성 측면에서 Cabin Unit 을 많이 
사용한다. Cabin Unit 은 모듈화된 선박 거주 시스
템으로 미리 조립되어 탑재된다. Mock Up을 미리 
제작하여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NORS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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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는 Cabin Unit의 경우 실선과 동일 조건
의 Mock Up 을 제작하여 차음성능 계측 및 평가
를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NORSOK 이 적용되
는 선박의 Cabin Unit 의 Mock Up 차음성능 만족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NORSOK 소음 기준 

 

NORSOK에서 요구하는 차음성능 기준은 아래 

Table.1과 같다. Cabin to cabin의 경우, one-man 

cabin에 대하여 45dB이고, two man의 경우는 

40dB이다. Cabin to corridor의 경우 40dB이다. 

 

Table 1. Sound insulation criteria in NORSOK 

Location Cabin(one man) Corridor 

Cabin(one man)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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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abin Unit Mock Up 

 

NORSOK 적용된 선박의 Cabin Unit Mock Up의 

경우 실제 선박과 같이 외벽에 Steel wall 및 Fire 

Insulation을 구성하고 내부에 wall panel 및 door, 

window를 구성하여 Mock Up을 제작하게 된다. 

차음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Wall panel 및 door, 

window 설치 시 기밀이  최대한 유지되게 설치해

야 한다.  

또한, Ventilation을 실선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ventilation air flow test 및 HVAC noise check를 

실시한다. HVAC duct 밑에서 소음 계측 결과가 

35dBA 이하로 NORSOK HVAC 소음 기준을 만족

하였다. 

Mock up의 lay out은 Figure.1과 같고 Figure.2와 

같이 제작되었다. 

 
Figure 1. Picture of Mock-Up 

 

 
Figure 2. Layout of Cabin unit 

 

 

 

Table 2. Sound insulation measurement result 

Location Cabin(one man) Corridor 

Cabin(one man) Min. 46 Min. 48 

 

Cabin to cabin 차음성능은, 특정 주파수의 경우

room의 음향 모드에 의해 차음성능이 다른 주파수

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HVAC duct 주위

의 경우, duct를 통하여 소음이 일부 전달되어 차음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Mock up에 설치된 window의 경우 외부 소음 차 

단을 더 높이기 위하여 High noise reduction 

type window가 설치되었다.  

Window가 설치된 cabin의 외부 façade와 cabin의 
차음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window 바깥쪽에 

Speaker를 설치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outdoor to 

cabin에 대한 차음성능을 계측하였다. 차음성능값이 

50dB이상으로, NORSOK에서 요구하는 헬리콥터 

작동시 cabin 허용기준 55dBA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결  론 

NORSOK이 적용된 선박의 실선과 동일한 Steel 

wall로 외벽을 구성하고, HVAC ventilation을 설치

한 Cabin unit Mock up에서 차음성능 점검을 통하

여 허용기준 만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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