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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endencious that construct basic data for cruise

ship design and present basic data of cruise ship galley space

planning, by investigate, analyzes that space constitution status

and a good point or shortcoming about 30 thousands ton. passenger

ships etc. including Ro-Pax ships by link of basis research for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of galley part among public space

and grasping importance of public space in cruise ships.

Cultivation of public space planning and the design ability can

be prior decision subject in shipbuilding industry of our country

that first step in cruise dry industry to narrow special quality

and technological differential of cruise development process with

advanced country.

Tribe of construction ability and galley part planning which

dependence is high part most in an abroad technology and resources

among them can speak as very serious problem. Cruise industry is

thought that may develop continuously with a domestic excellent

shipbuilding dry technology and price competitiveness if make an



effor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n cruise public part forward

to cope problem of these domestic technique.

Hereupon, this thesis examines to domestic and outside passenger

ship about peculiarity of public space planning and galley space

in cruise ships and investigated concept about system of galley

space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for galley space through

drawing of cruise ships.

It is very important for efficient galley space constitution of

cruise ship. there are peculiarity of galley space constitution,

peculiarity of legislation and rules about galley part,

peculiarity of galley system composition.

Conclusion of this thesis can arrange as following.

Inseverable connection with galley part and provision store, cold․
chamber, pantry etc.

Must have division formed to suitable bulkhead or deck in․
standard that is seen clearly in SOLAS chap. -2 fire protection,Ⅱ

fire detection and fire extinction.

Furniture manufacture that satisfy USPH rules․
Various concept presentation of galley plan that is correct in․
route and special quality of cruise ship.

Keyword : Galley, Cruise Ship, Galley area composition,

Public space, Characteristics of the Galle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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