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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선박 내에 활용되는 공기조화기 혹은 
송풍기로부터 도출된 공기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인 덕트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주방후드는 그리스나 기름 등의 오염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러한 주방후드 시스템의 배기상태 
및 화염상태를 실시간 감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적용, 화재안전 성능시험을 통한 인증의 
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주방후드시스템의 설계 인자를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시제품을 
제작/시험에 소모되는 금액적,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

This Study is focused on about the duct, which is the equipment 
used to transfer the Air drawn out from the air conditioner or 
blower used in the ship to the designated place. Since the 
kitchen hood contains risk factors that can cause fires due to 
contamination of grease or oil, hygiene and safety are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s.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apply a 
system that can detect and monitor the exhaust and flame 
conditions of these kitchen hood systems in real time, and to gain 
certification through fire safety performance tests. The design 
factors of the kitchen hood system have been changed and 
reflected., through this studies we want to reduce the amount 
and time loss of prototype production/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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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세먼지의 출현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환기(ventilation)라는 단
어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환기의 단어적 의미로는 냄새, 연기, 먼
지, 세균, 가스 등에 노출된 실내의 공기를 창밖의 공기와 교환한다는 뜻으
로, 상황에 따라 자연 환기와 송풍기나 환풍기를 통한 강제 환기로 구분하
여 실시하게 된다.
보통 실내의 공기상태에 대한 나쁨의 판단은 탄산가스나 유해가스, 먼
지 등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량은 감소되고 냄새의 증가 등으로 전
반적인 공기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말하며, 유해가스나 먼지가 많이 발
생하는 장소에서는 그 농도에 주의하여 환기를 꼭 실시해야 한다.
환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유해 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주어진 공간 내에 확산되기 전에 포집하여 배출하는 환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환기시스템은 크게 덕트(duct)와 후드(hood)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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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밀폐된 공간에서는 유해 물질을 포집하는 후드를 발
생원 근처에 설치하고 덕트를 통해 기계적인 힘으로 유해 
물질을 흡입하여 외부로 배출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선박 내에서 활용되는 덕트는 공기조화기(H.A.U) 혹은 

송풍기로부터 도출된 공기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목
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로, 운반시키고자 하는 공기의 특성
에 따라 덕트의 형태가 결정된다. 그리고 덕트로 운반된 공
기가 최종 사용처로 공급될 시 취출구(air diffuser)에 터미
널(air terminal)이 설치되어 방 내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소음 장치 등 별도의 설비를 갖춘 타
입이 결정된다.
환기시스템이 선박 내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장소
로는 주방을 들 수 있다. 주방은 후드를 통해 유해 물질의 발
생원 근처에서 미리 포집하여 제거하는 방식의 환기시스템
이 주로 활용되며, 유해 물질로 오염된 공간을 희석하여 제
거하는 전체 환기시스템에 비하여 환기 효율이 좋다. 또한, 
배기 시에 필요한 송풍량이 전체 환기 시에 필요한 송풍량
에 비해 적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포집된 분진의 제거가 가
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
고 싶다면 조리 및 식사에 대한 쾌적한 환경이 갖춰줘야 한
다. 이에 대해 선박의 주방에서 냄새와 습기를 잡아주는 목
적으로 사용되는 주방후드(galley hood)는 필수 아이템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나 기름 등의 오염으로 화재
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
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특히 선박의 주방의 경우는 다른 공간과 별도로 독립된 
환기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만약 해당되는 배기 덕트가 거
주구를 통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야 한다.

①덕트는 A급 구획(A-class division)으로 제조
②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 트랩(grease 

trap) 설치
③덕트의 low end part에 방화댐퍼 설치
④ 조리실 안에 배기 팬의 정지 장치 설치
⑤덕트에 소화 장치(fire extinguishing system) 설치
⑥국제해사기구(IMO)가 인정한 국제 표준으로 시험되
어진 자동 혹은 수동 소화 장치 설치

⑦하나의 thermostat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사용자에
게 알리는 경보를 가진 primary 혹은 back up ther-

mostat 설치 
⑧소화 장치의 작동을 알리는 경보 장치 설치
⑨명확하게 표시된 소화 장치의 수동 작동을 위한 제어 
장치 설치

환기후드는 형상에 따라 포위식, 외부식, 포집식 등으로 
구분되며, 유해물질 발생원을 후드 외부에 두고 송풍기를 
통해 흡입하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포위식 외부식 포집식

Fig. 1. Ventilation hood type

실제 선박에 탑재되는 환기후드 시스템에 대해 배기상
태 및 화염상태를 실시간 감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여 화재안전 성능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아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ANSI/UL300; Commercial Cooking 

System, NSI/UL508A; Industrial Control Panel, ANSI/ 
UL710(C); Standard for Exhaust Hoods for Commercial 
Cooking Equipment이 있으며,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기후드 시스템은 배기모드, 화재모드, 세척모
드가 원활하게 작동되며, 전기파트와 세척파트로 구성된
다. 전기파트는 noise filter, transformer,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magnetic contact, PLC, relay, timer, 
ground, terminal, terminal block, elec. wire 등으로 구
성되며, 세척파트는 배관자재, solenoid valve, ball valve, 
booster pump, detergent pump & tank 등으로 구성되
어 1 cycle - 3 step으로 작동된다.

Fig. 2. Schematic diagram for vessel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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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모니터링은 주방의 배기 상태(0 °C ~ 143 °C), 
화염 상태(143 °C ~ 182 °C)에서 감지된 온도 데이터를 소화 
장치와 연동시켜 주방의 상황을 다른 공간에 전달함으로써 
화재 확산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환기과정에서 필터를 통해 여과기능이 수행되며, 
일반적으로 baffle filter, UV filter로 구성하여 사용된다. 
Baffle filter는 조리장비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cyclone 
방식으로 파괴시키는 기능을 하고, UV filter는 baffle filter
에서 1차 여과되었던 공기 중 오염원의 작은 입자를 +, - 잔
하작용으로 파괴시켜서 2차 피해의 화재 확산으로부터 보
호해주는 기능을 가진다.
환기과정에서 급/배기의 용량은 환기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만약 송풍기의 용량이 증가되면 주방 내 난기
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타 물질들이 함
께 흡입되기 때문에 덕트 내부 압력손실 증가와 집진기 필
터의 성능 저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방후드를 통
해 급/배기량을 조절하므로 공기 흐름을 줄여 배기 효율을 
향상시켜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열과 불순물을 작업형역 
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때 비산되는 유해 물질이 일정 거리 비산 후 운동 에너
지의 감소로 인해 침전될 때 유해 물질의 입자가 비산 후 침
전하는 최대 한계점을 비산 한계점이라 하며, 비산 한계점 
범위 내에서 어떤 점에서 포착하여 후드로 몰아넣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속도를 제어 속도(control velocity) 또는 포획 
속도(capture velocity)라 하고 그 점을 포착점이라고 한다.

Ⓐ Galley hood
Ⓑ Exhaust duct
Ⓒ Automatic extinguishing 

system and control box

① Cooking surface nozzles
② Plenum nozzles
③ Duct nozzles + A0 Fire damper
④ Broiler
⑤ Fusible links
⑥ Automatic fuel shut-off
⑦ Remote manual pull station
⑧ Class K fire extinguisher

Fig. 3. Fire safety monitoring technology

본 연구에서는 배기상태와 화염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
터링 및 처리를 수행하는 성능조건과 관련 안전기준을 만족

하는 최적의 방화댐퍼형 환기후드 시스템을 찾아보고자 하
며, 선박 내 공조 설정조건의 최적 설계를 위해 유동해석을 
통한 급/배기량을 조절하는 방화댐퍼 타입의 환기후드 시
스템의 최적화 조건을 확인하고자 한다.
최적화된 환기시스템을 통해 선박 내 주방의 공조 설정
조건에 따라 급/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후드와 배기구 
사이의 덕트상에 화염차단댐퍼와 풍량조절댐퍼가 결합된 
방화댐퍼를 적용하여 배기상태 및 화염상태를 모니터링하
고 원활한 배기 풍량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화재 시 
화염이 배기 덕트를 타고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fire fight-
ing with ANSUL System과 연동이 되도록 구성하여 주방
의 상황을 다른 공간에 전달함으로써 화재 확산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나아가 조리모드, 화재모드, 세척모드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되게 하여 안전성을 극대화시키
고자 한다.

2. 본론

2.1 환기후드 시스템 유동분석 및 최적설계

환기후드 시스템의 유동분석 및 최적 설계를 통한 환기 적
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와 같은 내부벽판 각도, capture air hole의 설계인
자에 따라 환기량이 달라지고, 매번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
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통해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N개

Fig. 4. Design factor (left: internal wall plate angle, right: 
capture air hole)

단, 유동해석의 경우에 있어서 층류의 특성을 보이는 유동
장의 경우, 유체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Navier-Stokes equa-
tions를 이산화해서 직접적으로 수치해석하는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의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층류
의 유동의 경우 해석학적으로는 Navier-Stokes equations
를 이루는 여러 항 중에서 비선형항인 대류항의 영향보다 
점성항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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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유동장에서도 재현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류 유동장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비선형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DNS 기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하기에는 현실적으
로 컴퓨터의 용량 문제가 있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해
석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재현성이 없다. 이는 
실험적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난류는 랜덤(random)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재현성을 가지지 못하는 특성이 있
다. 따라서 난류 유동장에서의 연구는 수치적으로는 시간 
평균화된 운동량 방정식을 이용하고 실험적으로는 통계처
리를 수행하였다.
환기는 자연/강제 배기 조건에 따라 환기량이 변화하므

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case 해석을 통해 환기량을 계산하
고, 각 case에 대한 환기량 및 환기 여유도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최적의 형상을 도출하였다.
설계인자에 따른 유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수치해석
을 통한 환기 후드 시스템의 온도, 속도 등의 변화 및 환기량 
계산을 통한 적정성 검토 및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시스템 환기 적정성 평가
환기량 및 배출 속도를 통한 환기 적정성 검토

설계인자에 따른 case 유동해석
설계인자에 따른 유동해석을 통한 환기량 계산

환기후드 시스템 최적설계를 위한 설계인자 선정
급배기 내부벽판 각도 / Capture air hole 직경

Fig. 5. Ventilation adequacy test procedure

2.2 유동분석 모델 검토

Fig. 6은 본 연구에서 유동해석의 대상이 되는 주방후드 
시스템의 3D 설계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선박 및 해양플랜
트의 주방에 설치되는 환기후드 시스템이다. 이는 제한된 공
간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열
과 불순물을 생산하는 조리 장비 위에 설치되도록 설계·제
작되어야 하고, 오염된 공기와 요리의 조리기구에 남은 잔
열을 제거하고,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
이 되어야 하므로 ASTM F 1704-09 규정에 따라 가로 6 m × 
세로 6 m 높이 2.5 m의 실에서 환기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Fig. 6와 같이 실(room)에 각각 덕트 
및 fryer를 배치하여 실제 조건을 모사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고, 이때 환기시스템의 작동유체는 공기(air ideal gas)
로 적용하고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은 105 CMH이다.

Fig. 6. Shipboard kitchen hood system design model

2.3 수치해석 기본조건(foundation condition for CFD)

일반적으로 모든 유동해석을 위해서는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구조부에 대한 영역을 제외한 유체가 흘러가는 영역
에 대한 3D modeling이 필요로 하다. Fig. 7은 본 연구의 
수치해석을 위한 유동 영역에 대한 3D 모델링을 나타낸 것
으로 구조물에 의해 배제된 유체 영역에 대한 부분을 나타
낸 것이며, 선박용 주방후드 환기시스템 내부의 deep fat 
fryer가 배치된 유동영역을 확보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
였다. 급기/배기의 입출구 영역에 대하여 각각의 직경보다 
10배 유동영역을 확장하여, 수치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유
동 불안정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Fig. 7. 3D modeling of flow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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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주방후드 환기시스템은 급기부를 통해 공기가 들
어와 후드시스템을 통해 실(room)내부의 deep fat fryer에
서 발생하는 열량에 영향을 받고 배기부로 나가는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있다. 유동영역 내부의 주요 관찰지점의 격자
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할 경우 격자의 조
밀도와 분포가 서로 상이하여, 시간에 따른 유체의 속도, 압
력 등의 유동특성 분석 및 중요 결과 data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유로부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격자 
조밀도를 부여하기 위해 직접 수치를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격자를 생성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8은 유동해석을 위해 구성한 격자계(grid system)
을 나타낸 것이다. 격자계의 생성을 위해서 ANSYS Mesh를 
사용하였으며, 생성된 node 수는 654만 개, element 수는 
3,304만 개이며, 계산을 위해 병렬 cluster computer를 활
용하였다.

Fig. 8. Grid generation for CFD

Number of nodes 6,549,084

Number of elements 33,040,508

Tetrahedra 33,040,508

Volume 84.4792 m3

Table 1. Mesh statistics for flow analysis

2.4 수치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

Fig. 9는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으로 입출구의 위치를 나
타낸 그림이다. 입구에서 유입되는 유량은 105 m3/hr이고, 
온도 25 °C(상온)의 공기가 유입되며 내부 벽면은 단열 조
건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 deep fat fryer는 7 kW의 열손실
량(발열량)을 가지고 있지만 마진율 15 %를 고려하여 8 kW
로 산정하였다. 자연배기 조건일 때 유입된 유체가 빠져나
가는 출구부분은 대기압 조건을 부여하였고, 강제배기 조
건일 때 출구속도 7.3 m/s로 부여하여 내부 공기의 배출이 

가능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복사열전달을 고려하기 위하
여 discrete transfer 모델을 적용하였고, 복사열전달에 따
른 방출률(emissivity)은 문헌을 참조하여 벽면 및 deep 
fat fryer에 0.17을 부여하였다.

Analysis type Steady state

Turbulence model Shear stress transport model

Working fluid Air ideal gas

Inlet 105 m3/hr

Outlet
Case 1 Standard atmosphere

Case 2 7.3 m/s

Residual target 1e-06

Fig. 9. Boundary condition for CFD

Fig. 10는 수치해석을 통해 계산된 속도장에 대한 위치
를 나타낸 그림이다. 총 5개의 위치에서 속도분포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exhaust velocity에서 배기 속도를 확인하
여, 각 case에 대한 주방후드 환기시스템의 환기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Exhaust velocity

Plane XY 2

Plane XY 1Plane XY 1

Plane XY 2
Plane XY 3

Fig. 10. Locations of velocity field

3. 실험결과

본 연구의 대상 모델인 선박용 주방후드 환기시스템에 대
한 환기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KNST 조현준 외, 방화댐퍼형 환기후드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및 유동분석을 통한 최적설계 연구

130 2020; 3(2); pp. 125-134 Journal of the KNST

3.1 Case 1 – 자연배기

Fig. 11. Vector field - Domain Fig. 15. Velocity filed - Plane XY 1 (max 1 m/s)

Fig. 12. Stream line - Domain Fig. 16. Velocity filed - Plane XY 1

Fig. 13. Stream line - Plane XY 2 Fig. 17. Velocity filed - Plane XY 2 (max 1 m/s)

Fig. 14. Stream line - Plane YZ 2 Fig. 18. Velocity filed - Plane X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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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Velocity filed-Plane YZ 1 (max 1 m/s) Fig. 23. Velocity filed - Plane YZ 3(max 1 m/s)

Fig. 20. Velocity filed - Plane YZ 1 Fig. 24. Velocity filed - Plane YZ 3

Fig. 21. Velocity filed - Plane YZ 2 (max 1 m/s) Fig. 25. Velocity filed - Exhaust velocity

Fig. 22. Velocity filed - Plane YZ 2

자연배기 조건에서 주방후드 환기시스템에 대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 속도는 9.593 m/s를 나타났다. 
또한, 각 속도 분포를 확인해보면, deep fat fryer를 통해 
온도가 상승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 배기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exhaust velocity는 최대 
0.7 m/s, 평균 0.643392 m/s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배
기 풍량값인 CMH로 환산하게 되면 111.58 CMH로 배기 
풍량 1,050 CMH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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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ase 2 – 강제배기(7.3 m/s)

Fig. 26. Vector field - Domain Fig. 30. Velocity filed - Plane XY 1 (max 1 m/s)

Fig. 27. Stream line - Domain Fig. 31. Velocity filed - Plane XY 1

Fig. 28. Stream line - Plane XY 2 Fig. 32. Velocity filed - Plane XY 2 (max 1 m/s)

Fig. 29. Stream line - Plane YZ 2 Fig. 33. Velocity filed - Plane X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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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Velocity filed-Plane YZ 1 (max 1 m/s) Fig. 38. Velocity filed - Plane YZ 3(max 1 m/s)

Fig. 35. Velocity filed - Plane YZ 1 Fig. 39. Velocity filed - Plane YZ 3

Fig. 36. Velocity filed - Plane YZ 2 (max 1 m/s) Fig. 40. Velocity filed - Exhaust velocity

Fig. 37. Velocity filed - Plane YZ 2

강제배기 조건에서 주방후드 환기시스템에 대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 속도는 12.055 m/s를 나타났다. 
또한, 각 속도 분포를 확인해보면, deep fat fryer를 통해 
온도가 상승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 배기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exhaust velocity는 최대 
8.428 m/s, 평균 7.33158 m/s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배
기 풍량값인 CMH로 환산하게 되면 1271.5 CMH로 배기 
풍량 1050 CMH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case에 대한 수치해석 비교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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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이텍에서 제공한 선박용 주방후드 환기시스템
의 3차원 모델을 대상으로 내부 속도 분포를 예측하
고, 배기 풍량의 환기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2)자연배기 조건에서 주방후드 환기시스템 수치해석 
결과, 유동장에서 최대 유속은 9.593 m/s로 산출되
었으며, 이때 배기 속도는 최대 0.7 m/s, 평균 
0.643392 m/s로 산출되었고, 배기 풍량 CMH로 환
산하게 되면 111.58 CMH이다.

(3)강제배기 조건에서 주방후드 환기시스템 수치해석 
결과, 유동장에서 최대유속은 12.055 m/s로 산출되
었다. 이때 배기 속도는 최대 8.428 m/s, 평균 
7.33158 m/s로 산출되었고, 배기 풍량 CMH로 환산
하게 되면 1271.5 CMH이다.

(4)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주방후드 환기시스템의 환기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배기 
풍량은 자연배기에서 111.58 CMH, 강제배기에서 
1,271.5 CMH로 산출되었다. 설계 배기 풍량값인 
1,050 CMH과 비교하였을 때 자연배기 조건에서 환
기 여유도 10.63 %, 강제배기 조건에서 환기 여유도 
121.09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실제 선박용 주방후드 환기시스템 설치 시 자연배기
보다 팬을 이용한 강제배기를 통해 환기 여유도를 가
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우리나라는 선박 건조량 1위를 차지하는 조선 강국이었
으나 최근 중국과 같은 신흥 조선 산업을 가진 국가들의 저
렴한 인건비에 고전하고 있다. 이에 조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선박 주방 부문에서 
방화댐퍼형 환기후드 시스템이라는 특수제품에 대한 국산
화 개발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방폭댐퍼형 환기후드 시스템의 환기적정
성에 대해 최적설계를 하였다면, 향후 연구를 통해 화재 발
생 시 소화를 위한 소화설비 시스템에 대한 최적설계가 필
요할 것이다. 소화노즐의 배치 및 분무영역 계산 및 검토, 사
양에 따른 수치해석 분석을 통해 최적 배치안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하므로 환기 및 소화 시스템이 통합된 실시간 
모니터링 환기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국제 안전 성능 기준 인
증을 통해 해상으로는 크루즈선, 해양플랜트, 특수선(해경, 
해군 함정)의 선실 주방과 육상으로는 고급 레스토랑 등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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