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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풍량 방식을 이용한 선박용 HVAC

Sales Material Kit

제어 방법

Executive Summary
□ 본 기술은 한국해양대학교 오진석 교수의 특허문헌으로 공지화한 “변풍량 방식을 이용한 선박용
HVAC 제어 방법” 기술에 관한 것임

Background
□ 일반적으로 선박에 사용하는 중앙단일덕트방식 공기조화 시스템은 공기조화기에서 공기를 설정된
온도에 맞게 냉각 또는 가열하여 각 선실에 공급하면, 공기조화기에서 공급된 공기 중 일부를
귀환 덕트(Return duct)를 이용하여 공기조화기로 회수하여 외기와 혼합하여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순환되는 공기량이 많을수록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됨
□ 그러나 종래의 공기조화 시스템은, 공기조화기의 팬(Fan)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냉방기
(Cooler) 또는 난방기(Heater)를 지정한 부하에서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정풍량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정의 선실이 비어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중앙 제어에 따른 공기조화를 위한 팬 출력을
수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은 변풍량 방식을 이용한 선박용 HVAC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선박에 상주하는
승무원의 업무 시간에 기초하여 각 승무원이 기거하는 선실마다 개별적으로 난방, 환기 및 공
조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각각의 선실에 기거하는 승무원이 업무시간일 땐 상기 선실의 공기 조화를 최소한으로 수행
하도록 제어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여 선박 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
과가 있음
□ 또한 각각의 선실에 기거하는 승무원이 소지한 단말기의 터치 입력을 이용하여 선실별 공기
조화 제어의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표를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도면 1

Fig. 2.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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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6-0074223(2016.06.15.) / 10-1797685(2017.11.08)
□ 명칭 : 변풍량 방식을 이용한 선박용 HVAC 제어 방법
□ 패밀리특허

출원건수

US
-

JP
-

EP
-

WO
-

기타
-

합계

-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9), 독립항(1), 종속항(8) : 단일참조(2) / 다중참조(0)
Exemplary Claim
선박에 마련된 복수 개의 선실 각각에 선실 내 온도 및 풍량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가 구비된 상태에서,
상기 선실 천장 내부에 설치되되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급팬 및 환기팬과 연결된 선실 덕트의
개구를 개폐하는 복수 개의 댐퍼를 이용하여 개별 선실의 공기 조화를 제어하는 변풍량 방식을
이용한 선박용 HVAC 제어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선실마다 선실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단말기를 통하여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단계;
상기 복수 개의 선실 중 어느 하나의 선실에 대응하는 제1사용자로부터 상기 제1사용자의 단말기를
통해 상기 제1사용자의 직위정보와, 상기 제1사용자의 하루 일과를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으로 구분한
업무시간표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입력된 상기 직위정보 및 상기 업무시간표를 상기 선실에 대응하는 상기 식별번호에 매칭하여
저장하는 단계;
임의의 시점이 상기 선실에 매칭되는 상기 제1사용자의 업무시간표의 업무시간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상기 선실 내에서 감지된 풍량이 기설정된 최소풍량에 도달하도록 상기 선실에 대응하는
상기 댐퍼의 개도를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풍량 방식을 이용한 선박용
HVAC 제어 방법.

시장

Technology & Business Trend
Business Trend

현황
에너지 시장 동향
□ 최근, 에너지의 급격한 수요에 따라 근래 들어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환경오염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적은 다양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중국은
부족한 전력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연계한 에너지 저장장치 도입 확대를 적극 추진 중임.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초기 시장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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