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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고주파 안테나에 대한 위험성 평가 연구

무선 통신을 위해 UHF, VHF 등의 고주파, 안테나, 레이더 스캐너 등이 설치된 

환경에서는 높은 파동의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존재하는 구조

물들은 수신안테나로서 작용할 수 있고, 여러 장치에서 발생하는 높은 전자기파는 

구조물에 전압과 전류를 유도한다. 이때, 구조물에 충분히 높은 전압과 전류가 유도

되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고주파 방사로 인해 발생한 스파크로 대형 화재 및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및 RF 위험성에 대한 코드분석 기반의 위험성 평가와 수치해

석을 수행한다. 코드분석은 BS PD CLC/TR 50427:2004 및 IEC standard를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수치해석은 ANSYS HFS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BS guide 기반의 고주파 점화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였으나, 수치해석과 병행하여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드

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S guide 및 IEC standard를 기반으로 고주파 안테

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값들을 수치해석으로 계

산하여 코드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고주파 안테나에 대해 BS guide 기반으로 초

기평가, 정밀평가 및 현장시험 절차를 거쳐 잠재적인 고주파 점화 위험이 있는지 

판단한다. 동시에 코드분석 기반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한다. 수

치해석은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구조물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고주파 안테나에 

대한 유효 전기장 세기 및 전력을 계산하였다. 

코드 기반의 위험성 평가와 수치해석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적인 다이폴 안

테나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였으며, 단일 송신기 환경 및 다중 송신기 환경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BS guide 및 IEC standard 기반의 위험성 평가 방법

에 수치해석을 병행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코드분석 결과는 

단순히 일차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만, 수치해석 결과는 

삼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고주파 방사에 의한 위험성 해석을 위해 BS guide의 초기평가와 정

밀평가 과정을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구현하여 위험성 평가를 더 빠르고 쉽게 가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체평가 절차에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성 평

가 상세절차를 개발하였다.

주제어 : 위험성 평가, 고주파, 점화 위험, 안테나, 유효 전기장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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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무선 통신을 위해 UHF, VHF 등의 고주파를 이용하고, AIS 및 GPS 안테나, 레이더 스

캐너 등이 설치되어 있는 무선 통신 장치에서는 높은 파동의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또한 이

러한 무선 통신 장치 주변에 존재하는 금속 물체, 파이프라인, 크레인로프 등의 구조물은 

수신 안테나로서 작용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장치에서 발생한 높은 파동의 유도전류 진폭은 

송신된 신호의 파장, 주위 전자기장, 구조물의 형상과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유도된 

전압 또는 전류가 충분히 크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고주파 방사로 인해 발생한 스파

크로 대형 화재 및 폭발을 유도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 중 하나인 해양플랜트는 운항 중에 다양한 해양환

경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고의 70%이상이 폭발이나 화재에 관한 것이며, 사고발생 시 대형 

폭발을 일으키고 인명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경제적 · 산업적 측면에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설치되어있

는 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의 세기, 수신 안테나로서 작용하는 금속성 구조물의 특성, 

유도된 수신 전력의 크기, 플랜트 상의 가연성물질 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주파 

방사에 의한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림 2-1.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스파크 메커니즘

Fig 1-1. Structures and spark mechanisms that can occur in offshore plants

관련 국내 관련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고주파 방사에 

의한 폭발 환경의 점화방지에 관한 안전보건지침(KOSHA guide E-125-2012)[1]을 공표

했으며, 인화성가스 및 증기 또는 분진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주파 

방사에 의한 폭발환경의 점화방지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해 놓았다. 2012년 최

상원 및 권혁면[2]의 논문에서는 전자기파로부터 대형 크레인에 유도되는 전류와 전압에 

의한 감전 및 점화 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축소규모의 실험을 하였으며, 스파크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을 유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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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외 관련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nald Kitchen의 1993년 저서인 

RF Radiation Safety Handbook[3]과 2001년 저서인 RF Microwave Radiation Safety 

Handbook[4]에서는 전파 방사에 대한 안전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가연성 가스 환경에서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계산을 제안하였다. 1994년 Eckhoff 및 Thomassen[5]의 논문에서

는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점화원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그 중에서 고주파 

전파에 의한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자기파는 고주파 전기 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모든 시스템에 의해 방출되며, 필드가 충분히 강력하고 수신 안테나가 충분히 큰 경

우 점화원이 생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guide를 기반으로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Bradby[6]의 논문에서는 전파로 인한 화재 위험성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실제 

적용 예를 BS 6656:2002 코드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BS 6656:2002[7]는 초기 무선 주

파수 유도 점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초기평가 및 정밀평가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 코드이다. 초기평가는 최대 위험구역의 크기 결정, 위험구역 내의 주요 송신

기 식별, 각 유형의 송신기 차단, 이 세 단계에 따라 수행하며, 정밀평가는 남아있는 송신기

에 대한 전체평가를 적용한다. Rajkumar 및 Bhattacharjee[8]의 논문에서는 BS 6656:2002

코드를 기반으로 송신기로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별로 수행하였다. 평가 단계는 주파수에 

따른 유효 전기장 세기를 계산하고, 전자기파에 의한 전도성 구조물에 스파크로 인한 발생

에너지를 계산하여 폭발 환경에서 화재 및 폭발이 일어나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RF 

점화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제안하였다. Wang[9]의 논문에서는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키는 RF 메커니즘을 권장하고 가연성 및 폭발성 환경에

서의 RF 위험성 연구를 요약하였다. 또한 RF 위험성 연구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으

며, RF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 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BS guide 기반으로 육상과 해상에서의 고주파 및 

RF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과 병행하여 연구한 것은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BS guide 및 IEC standard 기반의 위험성 평가와 수치해석의 결

과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적인 다이폴 안테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코드분석 결

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1-2. BS guide 및 IEC standard

Fig 1-2. BS guide and IEC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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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분석은 통신, 레이더 또는 기타 송신안테나로부터 나오는 RF방사로 인한 가연성 가스

가 존재할 수 있는 설비의 점화 위험을 평가하는 지침인 BS PD CLC/TR (British Standards 

Published Document CENCLEC Technical Report) 50427:2004[10], 폭발위험이 있는 분

위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장비 및 Ex 부품 제작, 시험 및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인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60079-0[11], 폭발성가

스분위기 및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의 식별 및 분류에 대한 

국제표준인 IEC 60079-10-1[12] 및 폭발성분진분위기 및 가연성 분진 층이 존재할 수 있

는 지역의 식별 및 분류에 대한 국제표준인 IEC 60079-10-2[13]를 기반으로 전체 평가를 

수행한다. 동시에 ANSYS HFSS (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or)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기존의 코드분석 기반의 위험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에 기

여한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해석대상에 대

한 형상 및 상세 사양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BS guide 기반의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안테나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코드분석 결과와 비교하고, 5장에

서는 고주파 방사에 의한 위험도 해석 기술인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수치해석을 추가한 전체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 4 -

2. 해석대상의 상세 사양

본 논문에서는 분석을 위해 안테나의 기본이 되는 다이폴 안테나를 선정하여 안테나에 

대한 코드분석 기반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다이폴 안테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극이 다른 도선을 구부려서 전체 길이가 /2가 

되도록 만들어 전방향성(omni-directional)한 빔 패턴을 형성한다. 

그림 2-1. 다이폴 안테나 형상 및 상세 사양

Fig 2-1. Space and detail specification of dipol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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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해석대상은 BS guide와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선택하였다. BS 

guide를 기반으로 에틸렌 저장 탱크로부터 각각 1m 와 3m에 위치한 두 개의 다이폴 안테

나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해석에 사용하는 다이폴 안테나는 그림 2-1과 

같이 AEP[14]의 VHF 안테나이다. VHF 다이폴 안테나는 넓은 주파수 대역폭,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다. 사용한 다이폴 안테나와 플랜트 

데이터는 표 2-1과 표 2-2와 같다.   

안테나 
번호

주파수(f),
MHz

안테나 피크 
출력전력(P),

W

안테나 이득
dBd

임피던스
ohm

플랜트와 
송신기 사이 

거리
m

1 163 25 0 50 1

2 163 25 0 50 3

비고 30MHz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경우, 편파 및 접지 유형(육상 또는 해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표 1-1. 다이폴 안테나 데이터

Table 2-1. Dipole antenna data 

플랜트에 있는 가스 가스 그룹

Ethylene IIB

표 2-2. 플랜트 데이터

Table 2-2. Plant data 

코드분석과 수치해석은 단일 안테나와 다중 안테나 환경에 대하여 모두 수행하였다. 코

드분석에서는 BS guide 및 IEC standard 따라 고주파 점화위험을 평가하고 설치된 안테나

가 위험구역에서 고주파 점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한다. 수치해석에서는 해석대상이 

되는 안테나를 모델링하고, 유효 전기장 세기 및 전력을 측정하여 코드분석 결과와 비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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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S Guide 기반의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분석은 BS PD CLC/TR 50427:2004에 따라 수행된다. BS guide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동시에 존재할 때, 고주파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 충분한 강도의 전자기 방사의 존재

§ 위험구역 내 수신 안테나로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존재

§ 수신된 에너지나 전력이 스파크로서 전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존재

§ 가연성 가스의 존재 

구조물 및 스파크의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전자기장 내의 금속 물체는 전압과 전류가 

유도될 수 있고, 간헐적으로 접촉이 일어나면 구조물에서 RF 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수신 안테나는 파이프라인, 저장탱크 다리, 탱커 로딩 시설과 같은 금속 물체 또는 물체의 

조립품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구조물의 불연속점에서 구조물의 둘레, 송신기 주파수, 입

사 전자기장 세기가 제공되면 추출 가능한 최대 전력 계산이 가능하다. BS guide의 일반적

인 루프형 구조물은 그림 3-1에 보여준다. 

그림 3-1. 일반적인 루프형 구조물(BS guide 참조)

Fig 3-1. Typical loop-type structures(BS guide reference)



- 7 -

가연성 가스에서의 고주파 방전에 의한 점화 및 점화 기준을 분석해보면, 가스 성질에 

따라 가스 그룹을 나누고, 가스 그룹에 따른 점화를 일으키기 위한 임계전력 및 지속시간은 

표 3-1과 같이 분류된다. 또한 지속시간과 비교하여 펄스가 짧은 펄스 레이더 및 기타 송

신은 임계에너지 값을 사용하며, 표 3-2와 같이 분류된다.

가스 그룹 대표가스 임계전력(Pth), W 지속 시간(평균 시간), μs

I Methane 6 (길고 좁은 구조물 – 예 : 크레인)
8 (그 외) 200

IIA Propane 6 100

IIB Ethylene 3.5 80

IIC Hydrogen 2 20

표 3-1. 가스 그룹의 대표가스 및 임계전력

Table 3-1. Representative gases for gas groups and Radio-frequency power thresholds

가스 그룹 임계에너지(Zth), μJ

I 1500

IIA 950

IIB 250

IIC 50

표 3-2. 가스 그룹의 임계에너지

Table 3-2. Radio-frequency energy thresholds

위험구역을 포함한 플랜트에서 잠재적 RF 점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는 초기평

가, 정밀평가 및 현장시험이 있다. 초기평가에서는 송신기의 위험구역 내부에 플랜트가 있

을 경우 정밀평가를 수행하고, 정밀평가에서는 계산을 통해 추출 가능한 전력 또는 에너지

를 구하고 가스 그룹에 따른 임계값과 비교한다. 정밀평가에서 잠재적 위험을 나타내면 현

장시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추출 가능한 전력을 추출하여 가스 그룹에 따른 임계값과 비

교하고, 현장시험에서 잠재적 위험을 나타내면 플랜트 설계변경, 플랜트 이동, 송신기 이동, 

송신기 출력 감소 등의 조치를 고려한다. 

그림 3-2. RF 점화 위험성 평가의 전체절차

Fig 3-2. Overall procedure of RF ignition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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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초기평가

3.1.1 초기평가 절차 

그림 3-3. 초기평가 절차

Fig 3-3. Initial assessment procedure

초기평가는 그림 3-3과 같이 특정 플랜트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특정 송신기에 대한 위

험성 평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해당 지역의 모든 송신기로부터 특정 플랜트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가연성 가스 및 증기의 그룹을 결정해야 하고, 대부분의 점

화에 민감한 가스 또는 증기에 대한 최대 위험구역은 BS guide 기반의 표 3-3에 따라 결

정하고, 위험구역 내에 있는 모든 송신기를 조사한다. 표 3-3에서 플랜트 내 가장 큰 루프 

구조물의 경우 최대둘레가 40m 이하이고, 수평 루프 구조물의 경우 높이가 5m 이하를 동

시에 만족하면 표 3-3의 2열을 선택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루프 구조물의 경우와 플랜트 

구조물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표 3-3의 3열을 선택하여 최대 위험구역 반지름을 

산정한다. 플랜트 주변 최대 위험구역 내에 송신기가 있는 경우 각 송신기의 세부사항을 표 

3-4 및 표 3-5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각 송신기 주변의 위험구역 크기를 결정한다. 표 3-4

와 3-5는 BS guide를 기반으로 참조하였으며, 표 3-4는 주파수가 30MHz를 초과하고 루

프 구조물의 내부둘레가 85m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고, 표 3-5는 주파수가 30MHz 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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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플랜트 내 가장 큰 루프 구조물의 최대둘레가 40m 이하, 수평 루프 구조물의 높이가 

5m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송신기의 세부사항이 표 3-4 및 표 3-5에 

주어진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가장 위험한 영역을 나타내는 가장 가까운 등가 송신기를 

선택한다. 플랜트가 관련 송신기의 위험구역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플랜트에서 RF 점화 위

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평가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플랜트가 송신기 중 어느 하나

의 위험구역 내에 있는 경우 정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1 2 3

가스 그룹
모든 루프 구조물이 최대둘레가 40m 이하이고, 

수평 루프 구조물의 경우 높이가 5m 이하를 동시에 만족
그 외 모든 
루프 구조물

I and IIA

IIB

IIC

6,500m

8,200m

10,200m

17,900m

21,200m

29,200m

표 3-3. 최대 위험구역 반지름

Table 3-3. Maximum radii of vulnerable zones

송신기 
번호 송신기 유형 주파수 송신기 

전력
변조 
인수

안테나 
이득

dBi

위험구역의 반경

m

그룹
I/IIA

그룹
IIB

그룹
IIC

50
FM Radio 

broadcast(band II)

87 MHz to 

108 MHz
30 kW FM 10 NH

51
v.h.f. TV 

broadcast(band I)

47 MHz to 

68 MHZ
250 kW TV 6 NH

52
v.h.f. TV 

broadcast(band II)

174 MHz to 

230 MHz
65 kW TV 12 NH

53
TV broadcast(bands 

IV and V)

470 MHz to 

854 MHz
50 kW TV 15 NH

54

v.h.f. and u.h.f. 

land, fixed and 

mobile and 

maritime mobile

68 MHz to 

470 MHz 
25 W

AM/

FM
1 3.5 4.5 6

55
v.h.f. and u.h.f. 

base stations

98 MHz to 

400 MHz
125 W AM 5 12.5 16 21.5

표 3-4. 위험구역 반지름(일부)

Table 3-4. Radii of vulnerable zones(sub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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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 
번호

주파수
위험구역의 반경, m

그룹 I/IIA 그룹 IIB 그룹 IIC

1 10 kHz – 14 kHz NH NH NH

2 14 kHz – 20 kHz NH NH NH

6 283 kHz 3300 4400 5800

7 283 kHz 1500 2000 2600

8 150 kHz – 283 kHz 450 560 750

9 285 kHz – 525 kHz 125 160 210

10 415 kHz – 525 kHz 340 450 600

11 415 kHz – 525 kHz 140 180 240

12 0.53 MHz – 1.6 MHz 6500 8200 10200

13 0.53 MHz – 1.6 MHz 6500 8200 10200

14 0.53 MHz – 1.6 MHz 4100 5200 6500

15 0.53 MHz – 1.6 MHz 2500 3200 4100

16 0.53 MHz – 1.6 MHz 1600 2000 2600

17 0.53 MHz – 1.6 MHz 830 1100 1400

18 0.53 MHz – 1.6 MHz 270 350 460

19 3.95 MHz – 4 MHz 980 1120 1290

20 5.9 MHz – 26.1 MHz 1500 1720 1970

21 1.6 MHz - 7400 4100 4900

25 MHz 190 230 260

22 4 MHz - 370 420 480

25MHz 260 290 330

23 1.6 MHz – 4.4 MHz 140 180 240

24 6.2 MHz – 26 MHz 120 150 190

25 2.8 MHz – 23 MHz 100 130 170

27 1.8 MHz – 2 MHz 48 55 65

29 3.5 MHz – 29.7 MHz 70 80 90

41 1.8 MHz – 2 MHz 8 10 13

42 3.5 MHz 15 20 26

43 29.7 MHz 10 10 15

표 3-5. 30M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작은 구조물에 대한 위험구역 반지름

Table 3-5. Radii of vulnerable zones for small structures at frequencies up to and 

including 30MHz

두 번째,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플랜트에 대한 송신기 위치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표 3-4

에 주어진 송신기를 선택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송신기의 세부사항이 표 3-4에 표시된 것

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표 3-4에서 가장 비슷한 등가 송신기로 가스 그룹이 정해지지 않

는 한 가장 큰 위험구역을 나타내는 그룹 IIC를 선택한다. 위험구역 내에서 플랜트가 있을 

경우 위험구역과 관련된 가장 큰 루프의 둘레와 높이의 세부사항을 플랜트 오퍼레이터가 확

인해야 하며, 플랜트 내 가장 큰 루프 구조물의 최대둘레가 40m 이하, 수평 루프 구조물의 

높이가 5m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면 표 3-5를 사용해야 한다. 위험구역 크기가 결정되면 

구역 내 위험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위험구역이 없다면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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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송신기는 RF 점화 위험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어 평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

는다. 반면에 위험구역이 존재할 때, 존재하는 가연성 가스 및 증기에 대해 플랜트를 통제

하는 오퍼레이터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스 및 증

기가 해당 위험구역 외부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송신기를 플랜트에서 RF 점화 위험을 일

으키지 않는 것을 간주되어 평가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상세 정보를 입수한 후 플랜

트가 여전히 위험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정밀평가 절차를 따른다. 

해석대상에 대한 초기평가는 BS guide를 기반으로 육상 및 해양플랜트에서의 평가를 각

각 수행하였다. BS guide는 표 3-4 및 표 3-5와 같이 일반적인 전체 송신기에 대한 기준

을 나타내고, 해양플랜트는 RF 방사에 의한 점화 위험성 평가에서 특수사항에 속하기 때문

에 해양플랜트에서의 송신기 기준은 특수사항에 맞게 표 3-6과 같은 기준을 정해놓았다. 

표 3-6은 해양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선 주파수 송신기와 안테나로부터 확장되는 

위험구역의 범위를 나열하며, 해양플랜트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물 및 크레인의 크기는 가

장 일반적인 크기를 기반으로 하였다. 

송신기 주파수

최대
출력

kW

일반적인 
안테나 
이득

dBi

EIRP

dBW

메인빔의 
취약구역 

반경

m

Navigational beacon 0.285 MHz – 0.525 MHz 0.1 -5 15 NH

Marine m.f./h.f. 1.6 MHz – 4.4 MHz 0.4 2 28 190

Low band v.h.f. links 70 MHz 0.025 5 19 2.5

Low band v.h.f. links 70 MHz 0.025 20 34 14

Aeronautical v.h.f. fixed 120 MHz 0.025 5 19 1.7

Marine v.h.f. fixed 156 MHz – 174 MHz 0.025 3 17 1.1

Mobile u.h.f. link 450 MHz – 470 MHz 0.025 20 34 2.8

Radiotelephones 860 MHz – 950 MHz 0.005 0 7 NH

Radiotelephones 1.7 GHz – 1.9 GHz 0.0003 0 -5 NH

Radio links fixed 1.5 GHz – 1.9 GHz 0.004 36 42 NH

Radio links fixed 7.5 GHz 0.003 50 55 NH

Radio links fixed 13 GHz – 14 GHz 0.003 50 55 NH

Radio links fixed 22 GHz 0.0001 50 40 NH

Radio links fixed 38 GHz 0.0001 50 40 NH

Radio links fixed 55 GHz – 58 GHz 0.00002 36 16 NH

Tropospheric scatter 1.9 GJz – 2.5 GHz 1 38 68 35

Tropospheric scatter 1.9 GHz – 2.5 GHz 2 38 71 46

Mobile radio satellite 1.5 GHz – 1.6 GHz 0.1 20 40 NH

Fixed radio satellite 4 GHz – 6 GHz 
및 11 GHz – 14 GHz 0.1 50 70 NH

Maritime radar(pulse) 3 GHz – 10 GHz 30 40 85 12

표 3-6. 해양플랜트 이동 및 고정 설비의 무선 주파수 송신기

Table 3-6. Radio frequency transmitters on offshore mobile and fixed installations



- 12 -

3.1.2 해석대상의 초기평가

먼저, 해석대상에 대해 육상에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초기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대상이 되는 다이폴 안테나의 주파수는 163MHz로 주파수가 30MHz를 초과하는 조건

이고, 플랜트 내 구조물의 내부둘레를 85m 이하로 설정하여 특정 송신기에 대한 초기평가

를 수행하였다. 다이폴 안테나의 주파수가 30MHz를 초과하고 루프 구조물 내부둘레가 

85m 이하이기 때문에 표 3-4에 주어진 송신기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초기평가 결과 표 

3-4에서 가장 비슷한 등가 송신기인 54번(v.h.f. and u.h.f. land, fixed and mobile and maritime 

mobile) 송신기를 선택하였고, 다이폴 안테나는 플랜트에 있는 에틸렌 저장 탱크로부터 각각 

1m 와 3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스 그룹이 IIB로 위험구역은 4.5m가 된다. 위험구역이 

4.5m일 때 다이폴 안테나는 에틸렌 저장 탱크로부터 각각 1m, 3m에 위치해 있어 위험구역 

내에 위치하고, RF 점화 위험을 일으킬 것으로 평가되어 정밀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석대상에 대해 해양플랜트 특수사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초기평가를 수행하

였다. 다이폴 안테나의 사양 및 구조물의 조건은 앞서 수행한 일반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

용하며, 초기평가는 표 3-6에 주어진 송신기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초기평가 결과 표 3-6

에서 주어진 송신기 세부사항과 가장 유사한 Marine v.h.f. fixed를 선택하였고, 위험구역의 

크기는 1.1m가 된다. 위험구역이 1.1m일 때 다이폴 안테나는 에틸렌 저장 탱크로부터 각각 

1m 및 3m 위치에 있어 1m에 위치한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RF 점화 위험이 있을 것이라

고 판단되나, 3m 위치에 위치한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위험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 RF 

점화 위험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에틸렌 저장 탱크로부터 각각 1m, 3m 떨어진 다이폴 안테나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 및 

해양플랜트에 특화된 기준으로 각각 초기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육상에서의 위험구역

은 4.5m로 RF 점화 위험을 일으킬 것으로 간주되어 정밀평가를 진행해야 되고, 해양플랜트

에서의 위험구역은 1.1m로 1m에 위치한 안테나의 경우 RF 점화 위험을 일으킬 것으로 예

상되나, 3m에 위치한 안테나의 경우 RF 점화 위험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육상에서의 결과가 더 보수적인 결과였다. 

3.2 정밀평가

3.2.1 정밀평가 절차

초기평가와 정밀평가를 포함하는 전체절차는 그림 3-4에서 보여준다. 정밀평가는 초기

평가에서 잠재적 위험성이 나타나면 수행하고, 계산을 통해 추출 가능한 전력 또는 에너지

를 구하고, 가스 그룹에 따른 임계값과 비교한다. 정밀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송신기 및 플랜트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 수집

§ 변조를 고려하여 유효 전기장 세기 계산

§ 안테나로부터 추출 가능한 전력 또는 에너지 계산

§ 안테나로부터 추출 가능한 전력 또는 에너지를 가스 그룹에 따른 임계값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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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집해야하는 정보는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화성 액체, 가스 그룹, 주

파수, 출력전력, 위험방향으로의 안테나 이득, 변조 인수 등에 대한 정보이며, 주파수가 

30MHz 이하인 경우는 플랜트의 위험구역과 관련된 구조물의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림 3-4. 전체 평가절차 흐름도

Fig 3-4. Assessment procedure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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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송은 변조되기 때문에 변조에 대한 여유를 만들어야 되며, 유효 전기장 세기

를 얻기 위해서는 변조 인수를 사용한다. 변조 인수는 BS guide를 참조하여 표 3-7과 같

다.

변조 유형 변조 부호 변조 인수, m

Frequency or phase modulation

Frequency or phase shift keying

Gaussian frequency shift key modulation

Minimum shift keying

Gaussian minimum shift keying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Amplitude modulation by speech or music

Amplitude modulation coded transmissions

Amplitude modulation television transmissions

Single sideband

Pulsed radar

Phase shift keying

Phase modulation

Continuous wave

FM

FSK

GFSK

MSK

GMSK

CDMA

AM

MCW

TV

SSB

R

PSK

PM

CW

1.0

1.0

1.0

1.0

1.0

1.0

1.4

2.0

1.0

0.7

1.0

1.0

1.0

1.0

표 3-7. 변조 인수

Table 3-7. Modulation factors

유효 전기장 세기의 계산은 송신기의 주파수와 편파에 따라 분리된다. 주파수가 30MHz 

이하인 수직편파의 경우 아래 식 (1) 같이 계산한다. 는 육상 또는 해상 경로에 대한 전

기장 세기, 은 변조 인수, 는 송신기 오퍼레이터로부터 얻은 방위각의 함수인 수평 

방사 패턴 인자, 는 출력전력, 는 안테나 이득이며, 이득이 데시벨 단위로 표시되고 

로 표시되는 경우 전력 비율로 표시되는 이득은 
로 표시한다.

 (1)

주파수가 30MHz 이하인 수평편파는 지면을 따라 빠르게 감소하지만 높은 구조물은 여

전히 방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면 위의 높이 에서의 유효전기장 세기는 

아래 식 (2) 같이 계산한다. 는 안테나와 플랜트 사이의 거리이고, 는 송신기 오퍼레이터

로부터 얻는 메인 로브의 양각이다. 나머지 정보들은 수직편파와 동일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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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


(2)

주파수가 30MHz를 초과하는 경우 유효 전기장 세기는 아래 식 (3) 같이 계산한다. 사용

되는 정보들은 (1) 및 (2)의 식과 동일하다. 

 


(3)

추출 가능한 전력 또는 에너지도 주파수에 따라 분리된다. 30MHz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유효 전기장 세기에 의해 주변 구조물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다음 식 (4) 및 

(5)에 의해 계산된다. 주파수가 30MHz 이하인 경우는 플랜트의 위험구역과 관련된 구조물

의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는 유효 전기장 세기, 는 주파수, 는 

  에 의해 주어진 파장, 는 루프 유형 구조의 내부둘레, m ax는 최대 추출 전력이

다.  

  


  max 

   


(4)

  


≥   max 


 

(5)

30MHz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는 구조물의 내부둘레를 고려하지 않고 추출 가능한 전력

을 계산하며, 아래 식 (6) 같다. 사용하는 정보는 식 (4) 및 (5)와 동일하다. 

max 


 
(6)

펄스 전송의 경우 단일 펄스에 대한 구조물에서의 최대 추출 가능한 에너지는 아래 식 

(7)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는 펄스 지속 시간이고, m ax는 최대 추출 가능한 전력이다. 

max max (7)

이때, 단일 송신기의 경우 식 (4), (5), (6) 및 (7)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최대 추출 가능

한 전력 및 최대 추출 가능한 에너지를 계산하고, 표 3-1의 임계전력 및 표 3-2의 임계에

너지와 비교하여 RF 점화 위험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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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두 개 이상의 송신기가 존재하는 다중 송신기의 경우, 단일 송신기에 대한 최대 추

출 가능한 전력은 식 (4), (5) 및 (6)을 적절히 사용하여 결정하고, 최대 추출 가능한 전력

의 값은 구조물이 각 송신 주파수에서 공진할 경우 추출 될 수 있는 전력 값이다. 다중 송

신기 환경에서는 m ax의 모든 값의 합이 표 3-1의 임계값보다 작으면 RF 점화 위험이 없

으므로 평가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나, m ax 합이 표 3-1의 임계값보다 크면 오프 공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오프 공진 효과는 Modulus match power, 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진 주파

수에서의  대 m ax의 비율은 회로의 선택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림 3-5는 송신 주파

수 대 공진 주파수 비율 의 함수로서 m ax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3-5.   에 대한 Modulus match power

Fig 3-5. Modulus match pow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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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 식 (8) 및 (9)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은 구조물의 공진주파수, 

는 송신기의 주파수, [15-17]는 품질계수(회로계수)이다.  

max





(8)

 




 







 

 
 










(9)

3.2.2 단일 안테나의 정밀평가

에틸렌 저장 탱크로부터 각각 1m, 3m 떨어진 단일 다이폴 안테나에 대해 일반적인 기

준을 적용한 초기평가 결과 위험구역이 4.5m로 RF 점화 위험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었고, 

해양플랜트에서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위험구역이 1.1m로 1m에 위치한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RF 점화 위험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위험구역 내의 특정거리에서의 정

밀평가를 수행하였다. 안테나의 주파수는 163MHz로 30MHz를 초과하기 때문에 유효 전기

장 세기는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다이폴의 변조 인수 은 FM(Frequency 

modulation)으로 1.0이고, 수평 방사 패턴 는 값은 1이다. 해석대상의 다이폴 안테나의 

이득은 dBd값으로, 식 (10)과 같은 단위 변환식을 이용하여 안테나 이득 dBi값을 계산한다. 

또한 안테나의 이득 는 지향성 전력(dB)을 측정한 것으로 아래 식 (11)에 의해 계산된다. 

  ′ (10)

 (11)

계산된 유효 전기장 세기를 표 3-8에 정량화 하였다. 

m F
P

kW

g

dBd

g

dBi
G

d

m

E

V/m

1 1 0.025 0 2.15 1.64
1 35.04

3 11.68

표 3-8. 단일 안테나의 유효 전기장 세기

Table 3-8. Effective field strength for singl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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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가능한 전력은 주파수가 30MHz 이하의 경우에는 루프형 구조물의 내부둘레를 고

려하여 계산하지만, 30MHz 초과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둘레는 고려하지 않고 유

효 전기장 세기와 주파수만 고려하여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추출 가능한 전

력은 표 3-9에 정량화 하였다. 

f

MHz

d

m

E

V/m

Pmax

W

163
1 35.03 5.14

3 11.68 0.57

표 3-9. 단일 안테나의 추출 가능한 전력

Table 3-9. Extractable power for single antenna

계산된 전력을 BS guide에서 정한 임계값과 비교한다. 임계값은 표 3-1과 같고, 해석대

상의 가스가 에틸렌으로 그룹 IIB이기 때문에 임계값은 3.5W이다. 계산된 m ax가 임계값보

다 작으면 RF 점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에 m ax

가 임계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RF 점화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고 현장시험을 수행한다.

에틸렌 저장 탱크로부터 각각 1m 및 3m 떨어진 다이폴 안테나의 결과를 살펴보면 1m

에 위치한 다이폴 안테나의 유효 전기장 세기는 35.03V/m, m ax는 5.14W로 임계값 3.5W

를 초과하기 때문에 RF 점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장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반면, 3m

에 위치한 다이폴 안테나의 유효 전기장 세기는 11.68V/m, m ax는 0.57W로 임계값보다 

작기 때문에 RF 점화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

3.2.3 다중 안테나의 정밀평가

에틸렌 저장 탱크로부터 1m, 3m 떨어진 다중 다이폴 안테나에 대해 정밀평가를 수행하

였다. 유효전기장 세기 및 전력 계산을 단일 안테나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그 후 m ax의 모

든 값의 합이 임계값보다 작으면 RF 점화 위험이 없으므로 평가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

나, 임계값보다 크면 오프 공진 효과를 고려한다. 

1m 및 3m 떨어진 다중 다이폴 안테나의 m ax는 각각 5.14W와 0.57W로 모든 값의 합

은 5.71W로 임계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오프 공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오프 공진 효과는 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은 식 (8) 및 (9)을 이용하여 계

산한다. 여기서 는 위험성 평가에 사용되었던 안테나의 주파수인 163MHz이고, 과 

는 계산을 통해 얻는다. 는 구조물의 공진주파수로 구조물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림 3-5를 참조하여   의 비율이 1.0이 되는 가장 보수적인 값으로 은 

163MHz가 된다. 와 의 값이 가장 보수적인 값으로 동일하게 되면 식 (9)에 따라 n은 

값과 관계없이 항상 1이 된다. 따라서 m ax 값은 1이 되어 와 m ax값이 동일

하다. 다중 송신기 환경에서의 전력은  합으로 표 3-10에 정량화 하였다. 정량화한 결

과를 표 3-1의 임계값과 비교한 결과 합이 5.71W로 임계값 3.5W를 초과하기 때문에 

RF 고주파 점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장시험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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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Hz

d

m

E

V/m

Pmax = Pmm

W

Sum of Pmm

W

163
1 35.03 5.14

5.71
3 11.68 0.57

표 3-10. 다중 안테나의 추출 가능한 전력

Table 3-10. Extractable power for multiple antenna

3.3 현장시험

정밀평가에서 잠재적 RF 점화 위험이 나타나면 현장시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추출 가

능한 전력을 추출하고, 가스 그룹에 따른 임계값과 비교한다. 현장시험에서 위험을 나타내

면 플랜트 설계변경, 플랜트 이동, 송신기 이동, 송신기 출력 감소 등의 조치를 고려한다. 

그림 3-6. 현장시험 절차 흐름도

Fig 3-6. On-site test procedure flow chart 

현장시험의 결과가 위험을 나타내면 추출 가능한 전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

다. 방법으로는 본딩, 절연, 구조 효율성 감소, 이조가 있다. 본딩은 두 개의 금속 부분을 저 

임피던스 도체로 연결하여 두 부분 사이의 전압을 줄여 방전을 방지하는 방법이며, 절연은 

간헐적으로 접촉 가능한 부분 사이에 절연층을 설치하여 불연속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구조 효율성 감소는 루프형 구조물의 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도체를 설치하여 

루프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이며, 이조는 커패시턴스, 인덕턴스 등의 리액턴스 소자

를 연결하여 구조물을 이조하여 추출 가능한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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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해석

BS guide 기반의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NSYS HFSS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유효 전기장 세기 및 전력을 계산하

여 BS guide 기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해석은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구조물을 고려

하지 않고 다이폴 안테나로부터 각각 1m, 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유효 전기장 세기 및 전

력을 도출하였다. 단일 안테나에 대한 수치해석의 경우 각각 1m 및 3m 떨어진 위치에서 

결과를 계산하였으며, 다중 안테나의 경우 두 개의 다이폴 안테나로부터 특정지점에서의 결

과를 계산하였다. 

해석대상이 되는 다이폴 안테나 모델링에 필요한 상세 사양은 표 4-1과 같고, 모델링 

시 필요한 안테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반 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 

길이의 두 배의 파장을 가진 주파수에 공진하며, 원하는 주파수를 송수신 하려면 안테나의 

길이를 로 만든다. 먼저, 식 (12)와 같이 파장의 길이를 구한다. 여기서 는 파장, 는 

빛의 속도로 약 sec, 는 주파수이다. 

   ∙ →   





  (12)

다음으로 다이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를 계산하고, 계산된 길이에 단축률을 적용

한다. 전자파가 공간을 진행할 때의 속도와 도체인 안테나 엘리먼트를 진행할 때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단축률을 적용해야 한다. 단축률은 안테나의 재료, 주변 환

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한다. 본 수치해석에서는 단축률을 0.9로 결정하고, 안테나 

길이는 0.828m, 두께는 0.014m로 산정하였다. 

 





  (13)

  ∙    ∙    (14)

안테나 
번호

주파수
(f),

MHz

안테나 피크 
출력전력(P),

W

안테나 
이득

dBd

임피던스

ohm

안테나 
길이

cm

안테나 
두께

cm

플랜트와 
송신기 

사이거리

m

1
163 25 0 50 82.8 1.4

1

2 3

표 4-1. 수치해석 상세 데이터

Table 4-1. Numerical analysis detail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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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전기장 세기는 위상에 따라 0도부터 360도까지의 값을 5도 간격으로 측정한다. 측

정방법은 안테나 해석에 많이 사용되는 평균값 지표인 RMS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RMS 방정식은 아래 식 (15) 같다.

 





  

  ⋯  


(15)

전력은 1m 및 3m 위치에서의 표면을 통과하는 전력 값을 측정한다. ANSYS HFSS의 

Fields Calculator를 이용하여 전력을 계산하며, 정의된 방정식은 (16) 같다. Field 

Calculator[18]는 HFSS의 Fields Calculator Cookbook의 Fields Calculator Recipes를 

참조하였다. 여기서 는 힘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표면이고, 은 에 대한 법선 벡터이다. 




 × (16)

4.1 단일 안테나의 수치해석

4.1.1 모델링

경계조건은 해석공간을 무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X, Y, Z축으로 각각 ±5m 크기로 제

안하고, 최외각 면에 Radiation 조건을 주었다. 포트조건은 lumped port로 임피던스는 사양

에 따라 50Ω으로 급전하는 방식이다. 

그림 4-1. 단일 안테나 모델링

Fig 4-1. Single antenna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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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계산결과

수치해석 수행결과 S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고, 해석대상의 주파수인 

163MHz 근처에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 단일 안테나의 S 파라미터

Fig 4-2. S parameter of single antenna

단일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와 플랜트 사이의 거리가 각각 1m 및 3m이기 때문에 단일 다

이폴 안테나로부터 +X축으로 각각 1m 및 3m 지점에서의 유효 전기장 세기 및 전력을 계

산하였다. 안테나의 상세 사양은 표 4-1과 동일한 조건이며, 유효 전기장 세기 및 전력 측

정지점은 그림 4-3과 같고, 메시 설정은 그림 4-4와 같다.  

그림 4-3. 단일 안테나의 측정지점; 1m(왼쪽), 3m(오른쪽)

Fig 4-3. Measuring point of single antenna; 1m(left), 3m(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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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단일 안테나의 메시 설정

Fig 4-4. Mesh of single antenna

단일 다이폴 안테나의 안테나 이득을 3D far field로 보면 그림 4-5와 같이 전방향성

(Omni-directional) 모양의 필드를 볼 수 있고, E-field는 그림 4-6과 같다.

그림 4-5. 단일 안테나의 이득

Fig 4-5. 3D far field for singl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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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단일 안테나의 E-field; XY축(위-왼쪽), XZ축(옆-오른쪽)

Fig 4-6. E-field for single antenna; XY axis(top-left), XZ axis(side-right)

4.1.3 결과고찰

단일 안테나로부터 1m 및 3m 지점에서의 한 주기의 유효 전기장 세기를 RMS로 계산한 

결과와 Fields Calculator로 계산한 전력은 표 4-2와 같다. 

f
MHz

d
m

E
V/m

P
W

163
1 31.46 2.20

3 11.31 0.33

표 4-2. 단일 안테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Table 4-2. Numerical results for single antenna

단일 다이폴 안테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BS guide 기반의 결과를 비교하면 표 4-3 

및 그림 4-7과 같다. 비교결과 BS guide 기반의 결과가 수치해석 결과보다 더 보수적인 

값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계산되는 BS guide 기반의 위험성 평가에 수치해석

을 병행함으로써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d
m

BS guide 결과 수치해석 결과

E
V/m

Pmax

W
E

V/m
P
W

1 35.04 5.14 31.46 2.20

3 11.68 0.57 11.31 0.33

표 4-3. 단일 안테나에 대한 결과비교

Table 4-3. Comparison of results for singl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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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단일 안테나에 대한 전력비교 차트

Fig 4-7. Power comparison chart for single antenna

4.2 다중 안테나의 수치해석

4.2.1 모델링

경계조건은 해석공간을 무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X, Y, Z축으로 각각 ±5m 크기로 제

안하고, 최외각 면에 Radiation 조건을 주었다. 포트조건은 lumped port로 임피던스는 사양

에 따라 50Ω으로 급전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안테나는 각각 25W의 전력으로 송신한다.

그림 4-8. 다중 안테나 모델링

Fig 4-8. Multiple antenna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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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계산결과

수치해석 결과 S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그림 4-8과 같고, 주파수인 163MHz 근처에서 수

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9. 다중 안테나의 S 파라미터

Fig 4-9. S parameter of multiple antenna

다중 안테나의 경우 두 개의 다이폴 안테나를 각각 1m 와 3m 위치에 배치하였고, 안테

나 사이 간격은 2m이다. 다중 송신기로부터 특정지점에서 유효 전기장 세기와 전력을 계산

하였다. 다중 안테나의 경우 중점은 두 개의 다이폴 안테나의 중심으로 두고, 측정 위치는 

왼쪽 안테나를 기준으로 3m, 오른쪽 안테나를 기준으로 1m 지점이다. 안테나의 상세 사양

은 단일 안테나와 동일하며, 유효 전기장 세기 및 전력 측정지점은 그림 4-9와 같고, 메시 

설정은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10. 다중 안테나의 측정지점

Fig 4-10. Measuring point of multipl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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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다중 안테나의 메시 설정

Fig 4-11. Mesh of multiple antenna

다중 다이폴 안테나의 안테나 이득을 3D far field로 보면 그림 4-11과 같이 두 개의 안

테나가 서로 간섭하여 단일 안테나와 다른 모양을 볼 수 있고, E-field도 그림 4-12와 같

이 두 개의 안테나가 서로 간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12. 다중 안테나의 이득

Fig 4-12. 3D far field of multipl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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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다중 안테나의 E-field; XY축(위-왼쪽), XZ축(옆-오른쪽)

Fig 4-13. E-field for multiple antenna; XY axis(top-left), XZ axis(side-right)

4.2.3 결과고찰

다중 안테나로부터 측정지점에서의 한 주기의 유효 전기장 세기를 RMS로 계산한 결과와 

Fields Calculator로 계산한 전력은 표 4-4와 같다. 단일 안테나와 비교해보면 다중 안테나

에 대한 유효 전기장 세기 및 전력이 더 높은 값으로 계산되었다. 

f
MHz

E
V/m

P
W

163 38.32 3.48

표 4-4. 다중 안테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Table 4-4. Numerical results for multiple antenna

다중 안테나의 경우 수치해석 상에서는 유효 전기장 세기를 측정할 수 있으나, BS guide 

기반으로는 다중 송신기 환경의 유효 전기장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 전기장 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중 송신기 환경의 경우 BS guide 기반의 

전력과 수치해석의 전력만 비교하였다.

다중 다이폴 안테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BS guide 기반의 결과를 비교하면 표 4-5 

및 그림 4-14와 같다. 비교결과 BS guide 기반의 결과가 수치해석 결과보다 더 보수적인 

값으로 계산되었다. BS guide 기반의 결과는 구조물의 공진주파수를 가장 보수적인 최대 공

진주파수로 설정하고, 단순히 선형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수치해석 결과보다 보수적인 결과

가 나왔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BS guide 기반으로 단순히 선형적으로 전력을 계산하기 

보다는 수치해석을 병행하는 것이 계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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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guide 결과 수치해석 결과

sum of Pmm

W
P
W

5.71 3.48

표 4-5. 다중 안테나에 대한 결과비교

Table 4-5. Comparison of results for multiple antenna

그림 4-14. 다중 안테나에 대한 전력비교 차트

Fig 4-14. Power comparison chart for multipl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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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주파 방사에 의한 위험도 해석 기술

5.1 엑셀 스프레드시트 개발

본 논문에서는 BS guide 기반의 초기평가 및 정밀평가에 대한 처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해 엑셀 스트레스시트를 개발하였다. 

5.1.1 초기평가

초기평가는 표 3-4, 표 3-5 및 표 3-6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엑셀 스프레드시트

를 만들었다.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5-1과 같이 노란색 부분에 필터 값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결과가 출력되도록 구현했으며, 결과는 초록색으로 표시하였다. 필터 

중 일부만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필터 선택의 체크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하고, 변조는 BS 

guide를 기반으로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 3-7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창을 띄

우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5-1.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초기평가 

Fig 5-1. Initial assessment of excel spreadsheet

5.1.2 정밀평가

정밀평가는 유효 전기장 세기, 추출 가능한 전력, 다중 송신기 환경에서의 전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다. 유효 전기장 세기의 계산은 그림 5-2와 같다. 

BS guide 기반으로 주파수와 편파에 따라 3가지 종류를 구현하였다. 송신기와 구조물 사이

의 거리가 특정조건보다 가까울 경우에는 계산의 오차가 높아지기 때문에 별도의 수식으로 

계산하여 E*값이 강조되도록 하고,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버튼을 누르면 각 입력항목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0MHz 이하(수직편파)의 E0 값은 엑셀 스프레드시

트에 있는 부록 H섹션을 통해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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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유효 전기장 세기

Fig 5-2. Effective field strength of excel spreadsheet

추출 가능한 전력은 그림 5-3과 같으며, 앞서 계산했던 E 값을 입력으로 넣고, BS guide 

기반으로 주파수에 따라 계산하였다. 30MHz 이하의 주파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내부둘레 

길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입력해야 하나, 30MHz를 초과할 때는 구조물의 내부둘레 길이

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가스 그룹을 선택하면 잠재적인 RF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평가하

여 표시된다.

그림 5-3.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추출 가능한 전력

Fig 5-3. Extractable power of excel spreadsheet

다중 송신기 환경에서의 전력량 계산은 그림 5-4와 같고, 추출 가능한 최대 전력의 총 

합이 가스 그룹의 임계값을 초과하였을 때 사용한다. 송신기의 주파수와 추출 가능한 최대 

전력을 입력하고, 구조물의 공진 주파수를 입력하면 Modulus Match Power를 계산하여 위

험여부를 표시한다. 값은 BS guide 기반으로 가 5일 때의 값을 미리 계산하여 내장하

였다. 각 송신기별로 추출 가능한 전력을 산정한 값을 m ax에 입력해야 하고, 가스 그룹을 

선택하면 잠재적인 RF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여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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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다중 송신기 환경 전력량

Fig 5-4. Multiple transmitter environment power of excel spreadsheet

5.1.3 해석대상에 엑셀 스프레드시트 적용

본 논문의 해석대상의 상세 사양은 표 2-1 및 표 2-2와 같고,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적용

해 보았다. 각각의 안테나에 대해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초기평가를 수행하였다. 송신기의 

사양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일반적인 기준과 해양플랜트에 특화된 기준에서의 결과

를 각각 조회할 수 있으며, 가스 그룹에 따른 위험반경이 출력된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상 

결과는 그림 5-5와 같고, 앞서 수행했던 초기평가 결과와 동일했다. 

그림 5-5.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초기평가 적용

Fig 5-5. Apply initial assessment of excel spread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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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와 송신기의 거리가 각각 1m 및 3m인 경우에 대해 유효 전기장 세기 및 추출 가

능한 최대 전력을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계산해 보았다. 계산 결과는 그림 5-6과 같고, 앞서 

수행했던 정밀평가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림 5-6.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정밀평가 적용

Fig 5-6. Apply full assessment of excel spreadsheet

다중 송신기 환경에서의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 앞서 계산했던 추출 가능한 전력을 입력으

로 넣어 계산하였다. 각 송신기의 추출 가능한 최대 전력과 송신 주파수를 입력하고, 구조

물의 공진 주파수를 입력하면 오프 공진 효과가 고려된 추출 가능한 전력이 계산된다. 여기

서 공진 주파수는 가장 보수적인 값으로 입력하였다. 가스 그룹을 선택하면 다중 송신기에 

대한 점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며, 결과는 그림 5-7과 같고, 앞서 수행했던 결과와 동일하

다. 

그림 5-7.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다중 송신기 적용

Fig 5-7. Apply multiple transmitter of excel spread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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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BS Guide 기반 절차 개발

BS guide 전체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수치해석을 병행한 절차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절

차는 그림 5-8과 같고, 초기평가는 BS guide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정밀평가 시 수치해석

과 병행하여 수행한다. 수행결과 더 보수적인 BS guide만 이용하는 것보다 수치해석을 병

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8. 수치해석을 추가한 전체평가 절차

Fig 5-8. Overall assessment procedure with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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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S guide 및 IEC standard 기반의 위험성 평가에 수치해석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BS guide의 초기평가 및 정밀평가를 처리할 수 있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를 개발하고, 전체평가 절차에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성 평가 상세절차를 개발하였

다. 에틸렌 저장탱크로부터 각각 1m 및 3m 떨어져있는 다이폴 안테나에 대해 코드기반의 

위험성 평가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

여 초기평가 및 정밀평가를 수행하고, 코드기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코드 분석 기반의 위험성 평가 및 수치해석은 단일 송신기 환경에서의 경우와 다중 송신

기 환경에서의 경우 두 가지에 대해 수행하였다. BS guide 기반 단일 송신기 환경에서의 

1m 및 3m 위치에서의 추출 가능한 전력은 각각 5.14W와 0.57W로 가스 그룹 IIB의 임계

전력인 3.5W와 비교하면 1m에서는 임계전력을 초과하여 RF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나, 3m

에서는 임계전력보다 작아 RF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중 송신기 환경에서는 구조물

의 공진주파수를 가장 보수적인 값으로 가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진행결과 총 전력은 

5.71W로 임계전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RF 점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수치해석 기반 단일 송신기 환경에서의 1m 및 3m 위치에서의 추출 가능한 전력은 각각 

2.20W와 0.33W로 BS guide기반의 결과보다 덜 보수적인 값으로 계산되었다. 코드 분석은 

1차원에서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값이 계산되나, 수치해석은 3차원 

상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 분석보다 정밀한 값이 계산되어 실효

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BS guide에 수치해석을 병행함으로써 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다중 송신기 환경에서의 총 전력은 3.48W로 BS guide 결과보다 덜 

보수적인 값으로 계산되었다. BS guide 기반의 결과가 수치해석의 결과보다 더 보수적인 이

유는 구조물의 공진주파수를 가장 보수적인 최대 공진주파수로 가정하고 단순히 선형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단순히 선형적으로 전력을 산정하기 보다는 수치해석을 

병행하는 것이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BS guide 기반의 초기평

가 및 정밀평가 결과를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한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결과와 비교하면, 동일

한 결과가 계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잘 구현되었음을 보였다. 

구조물 등 실제 현장에 대한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만 적용하여 계산

하는 코드분석 기반의 결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좀 더 

정밀하게 계산되는 수치해석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위험성 평가의 결

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구로 실제 실험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제 유효 전

기장 세기 및 전력 데이터를 취득하고, 코드분석 결과 데이터 및 수치해석 결과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결과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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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Assessment Exploration for High Frequency Antenna

In the environment where high frequency waves such as ultra high 

frequency (UHF) and very high frequency (VHF), antenna, and radar 

scanners are installed for wireless communication. In such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electromagnetic waves with high waves are 

generated. Additionally, structures such as metal objects, pipelines, crane 

ropes, etc. can act as receivers. High frequency electromagnetic waves from 

various devices induce voltage and current in metallic conductor structures. 

If the induced voltage or current is large enough, sparks can occur and 

cause large fires and explosions.

This paper proposes a numerical analysis method for improving risk 

assessment of radio frequency (RF) hazards. Cod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British standards published document CENELEC technical report 

(BS PD CLC/TR) 50427:2004 and IEC standard, and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NSYS 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or (HFSS). In the 

conventional studies, most of the studies on the risk of high frequency 

ignition based on BS guide have been made.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carried out risk assessment in parallel with numerical analysi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isk assessment of high frequency antenna was 

performed based on BS guide and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standard, and the values required for risk assessment were calculated 

by numerical analysis and compared with the code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BS guide for high-frequency antennas,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potential risk of high-frequency ignition through initial assessment, full 

assessment, and on-site test. Numer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compare 

results based on code analysis. The Numerical analysis computes the 

effective field strength and power for the antenna without any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to simplify the calculation.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of code-based risk assessment with 

numerical analysis, we applied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dipole antenna 

and compared the results in single transmitter and multiple transmitte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numerical analysis outperforms 

the risk assessment based on the BS guide and IEC standard in accuracy of 

the evaluation. The code analysis results are conservative because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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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computed in one dimension. On the other hand,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can be more effective because the simulation is performed in three 

dimensions.

In order to analyze the risk due to high frequency radiation, the initial 

assessment and full assessment of BS guide were implemented in an excel 

spreadsheet to make the risk assessment faster and easier. Additionally, the 

detailed procedure of risk assessment was developed by applying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to the existing whole assessment procedure.

keyword : Risk Assessment, High Frequency, Ignition Hazard, Antenna, Effective Fiel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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