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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유류 수송 차량 보안 시스템을 위한 RF 통신 

안정화 개선 연구

A Study on RF Communication Stabilization of Security System for Oil Tank-Lorry 

Truck Based on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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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ung Kim ․ Hie-Sik Kim ․ Hae-Kyun Kim)

Abstract - Security systems for inland cargo truck transportation are mostly limited to route tracking for saf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With this route tracking system, the status of cargo trucks can be monitored easily within inland boundaries. In 

case of oil transportation by land, however, security systems ensuring transportation of a designated quantity of products have 

been subject to extensive research since thefts and substitution by a similar product in the transportation process have emerged

as a social problem. Security devices installed in an oil tank truck must meet the explosion-proof performance standards and be

applicable to varying types of trucks. Accordingly, a wireless electronic seal with RF communication functions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method, but e-seals on moving vehicles require such levels of performance and reliability that can overcome 

certain challenges including changing radio waves and topographical impediment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of oil tank 

trucks, this study proposes an stabilization method to enhance the RF communication performance of e-seals, based on radio 

simulation and experiment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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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에 의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 뿐 

아니라 테러 예방 등 보안 측면의 목적에 의해서 2004년 7월부

터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인 

ISP Code가 발효되는 등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데[1],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화물 사

전검사제도(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를 통하여 미국으

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의 보안 요구를 강화하였으며, 

전자적 봉인 장치(CSD, Container Security Device)의 사용을 의

무화하였다[2]. 그러나 트럭에 의한 화물의 운송은 이동 구역이 

대부분 자국 내부로 제한되고 분실이나 배송 오류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시스템의 활용은 보안보다는 효율적인 운송과 

경로 파악을 목적으로 GPS를 이용한 통합 관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육상 수송에 있어서도 유류 제품의 경우에는 운송 

과정의 도유나 가짜 제품으로의 변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

면서 정품 정량 수송을 위한 보안 목적의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

다. 우선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접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유류 수송 차량의 탱크 내부에 적재된 제품의 양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적재량 감지 센서(Tank Level Gauge)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유류 수송 탱크가 다양

한 형태의 일정하지 않은 제품 유출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과 

유출입구 근처에 설치되는 전기 장치가 방폭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송 누락이나 지연이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유출입구 개폐 발생을 실

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전자봉인(e-Seal)이 보안장치로서 가

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자봉인의 이벤트 전송을 위한 무선

통신은 보안장치의 특성 상 매우 높은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나 

방폭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금속 재질의 저장 탱크에 밀착 설치되

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

문은 유류 수송 차량의 환경에서 424MHz RF통신이 보안장치의 

근거리 무선 통신 방법으로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전파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고 RF통신 성능의 안정화 방안 제시와 실제 실험

을 통한 효과 검증을 하고자 한다.

2. 유류 수송 보안 시스템

2.1 시스템 개요

유류 수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보안장치는 유류 수송 차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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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자봉인(e-Seal)을 이용한 유류 수송 차량용 보안 시스

템의 구성

Fig. 1 Security system configuration for oil tank-lorry using 

e-Seal 

단의 격실 해치와 하단의 밸브에 설치되어 개폐 (OPEN/CLOSE) 

이벤트의 발생을 차량 내부의 장거리 통신 장치로 전달하게 된

다. 내부의 통신장치(수신기)는 전달받은 개폐 이벤트 정보를 

WCDMA나 LTE 급의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GPS 위치 정보와 함

께 중앙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에서는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품 수송 과정의 문제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림 1은 설

명한 시스템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시스템 운영자는 웹 어플리

케이션을 통하여 차량의 실시간 이동 관제와 함께 해치와 밸브의 

개폐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알람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

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2에는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의 각 지점 별 통과 시간과 

개폐 발생 지점 및 예정된 도착지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개폐

로 인한 알람 내역이 표시되고 있다.

그림 2 차량 경로 및 예정 도착지 이외의 장소에서 개폐가 있을 경

우의 알람

Fig. 2 Vehicle path and alarm display example 

2.2 전자봉인 방식의 유류 수송 보안장치

유류 수송 차량은 보안장치의 설치 관점에서 일반 화물 컨테이너

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 유류 수송 차량은 일반적인 화물 차량이

나 컨테이너와 달리 10~15개 가량의 유출입 장소가 존재하기 때

문에 다수의 전자봉인(보안장치, e-Seal)이 각 장소에 모두 설치

되어야 한다. 그림 3은 유류 수송 차량에 설치된 전자봉인 장치

이다.

(a) 하단 밸브 (b) 상단 해치

그림 3 유류 수송 차량에 설치된 전자봉인

Fig. 3 e-Seals installed in oil tank-lorry

유류 수송 차량용 전자봉인은 장치 주변에 유류 및 유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폭발과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폭 처리되어

야 한다. 본 논문의 전자봉인은 개폐 이벤트를 인지하기 위한 방

법으로 125KHz RFID와 마그네틱 센서를 병용하였으며, 개폐 이

벤트를 차량 내부에 설치된 장거리 통신장치(수신기)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424MHz RF통신을 선택하였다. 424MHz는 국내 

무선통신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산업, 과학, 의료 분야에 한하여 허

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대역 중 데이터 통신에 활용되는 주파수이다. 전송 또한 전자봉

인은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폐 이벤트와 자기진단 

메시지 전송 외의 추가적인 통신을 최소화하였고 최대한 슬립모

드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장거리 통신장치로 

전달된 개폐 이벤트는 GPS 위치 정보와 함께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표 1은 컨테이너와 유류 수송차량에 사용되는 전자봉

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1 컨테이너용 전자봉인과 유류 수송차량 용 전자봉인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e-Seal for container and tank-Lorry 

항목 e-Seal for Container
e-Seal for 

Tank-Lorry

표준화 ISO 18185 [3]~[7] - 

응용 조건 탈착 빈번 발생 탈착 거의 없음

환경 특성

온도,충격,진동,습도,풍우,

염분,낙하,분진 관련 기술 

표준 존재[3]~[7]

별도 조건 없으나, 유

증기 노출에 대비한 

방폭 적용 필요

물리 계층 433MHz, OOK변조 424MHz, FSK변조

3. 유류 수송 차량 보안장치의 RF 무선통신 열화 요인

전자봉인과 같은 보안장치는 용도의 특성 상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기 자체의 강한 내구성과 함께 무선 

통신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류 수송 차량에 설치되

는 전자봉인은 무선 통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한 조건에

서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유류 수송 차량의 전자봉인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차량에 설치되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전파 환경이 좋지 않은 장소에 머무를 수 있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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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λ/2 다이폴 안테나 (b) λ/4 모노폴 안테나 (c) 헬리컬 안테나

그림 4 시뮬레이션 대상 안테나 별 길이, S-Parameter, 이득, 효율 

Fig. 4 Simulation Antenna Length, S-Parameter, Gain, Efficiency

그림 5 보안장치의 RF통신 안정성 EM 시뮬레이션을 위한 유류 수송차량 구조의 3D 모델링

Fig. 5 3D Modeling of oil tank-lorry truck with security device for EM simulation of RF Communication stabilization 

지형지물에 의한 다중경로손실(Multi path fading)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적/환경적 전자파 잡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유류 수송 차량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동일 주파수

와 인접 주파수에 의한 신호 간섭과 패킷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류 수송 차량의 탱크 유출입구 주변은 폭발 위험 장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변에 설치되는 전기 장치는 방폭 처리되어야 

하는데 내압 방폭을 위하여 금속 케이스를 활용할 경우 전파의 

손실과 함께 안테나의 방사 패턴과 지향성이 예측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류 수송 차량에 설치되는 보안장치의 

RF 무선 통신을 크게 열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4. 전파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류 수송 차량의 

RF 통신 환경 분석

외부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유류 수

송 차량의 밸브/해치에 설치되는 보안장치가 424MHz의 RF통신

을 활용할 경우 운전석 내부에 설치된 장거리 통신장치(수신기)

까지 신뢰성 있는 전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자파 시뮬

레이션(EM Simulation)을 통한 분석을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CST microwave studio(CST 2014 ver.)를 사용하였다. 바운더리 

조건은 모두 주변에 반사가 없는 열림(open)으로 하였고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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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안장치에서 방사되는 잔자파의 E-field 분포

Fig. 6 E-field distribution from security device

표    2 안테나 별 전자파 시뮬레이션에 의한 효율 및 S-Parameter

Table 2 Efficiency and S-Parameter of antennas

안테나 수신기 위치 편파 방향
안테나효율
(Ant #1)

안테나효율
(Ant #2)

안테나효율
(Ant #3)

S21
(dB)

S23
(dB)

다이폴

운전석 내부
일치 84.82% 89.00% 92.11% -52.63 -55.89

불일치 64.83% 89.00% 85.08% -83.98 -76.37

운전석 외부

(지붕 위)

일치 84.82% 91.61% 92.01% -63.98 -32.12

불일치 65.31% 91.19% 85.50% -79.66 -54.13

모노폴

운전석 내부
일치 77.74% 88.37% 83.29% -57.07 -43.56

불일치 69.93% 88.37% 80.80% -81.65 -64.44

운전석 외부

(지붕 위)

일치 77.74% 82.03% 83.28% -66.36 -38.88

불일치 69.93% 82.64% 80.82% -81.82 -57.18

된 구조의 메시(mesh) 조건은 최대 1/20 에서 최소 1/100 파장

으로 나누었다. 각 송신 안테나의 포트에는 1W씩 인가하는 것으

로 설정하였고 동일한 424MHz 공진주파수를 갖는 다이폴, 모노

폴, 헬리컬 3종류의 안테나에 대해서 편파 방향에 변화를 주며 

시뮬레이션 하였다. 각 안테나 별 크기와 S-Parameter, 이득, 효

율은 그림 4와 같다. 

λ/2 반파장 안테나의 경우 수신 dB 레벨이 -15.4dB로 가장 

우수하고 수신 스펙트럼 폭이 ±1dB 감쇄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415~430MHz의 넓은 대역폭을 고방하므로 유조차량의 강철 구조

물에서 전자파의 변형과 왜곡된 파형의 반사되더라도 통신을 유

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유조 차량

에서 다이폴 보다는 모노폴 형태의 안테나가 강인성 측면에서 유

리한다.

그림 5는 실제 크기의 유류 수송 차량에 모노폴 안테나를 활

용하는 보안장치(Ant. #1, #3)와 장거리 전송장치(Ant. #2)가 동

일한 편파 방향으로 설치된 경우의 3D 모델링이다. Ant. #1은 

유류 수송 차량 좌측 하단의 밸브에 설치된 보안장치의 안테나이

고 Ant. #2 는 운전석 내부에 설치된 장거리 통신장치(수신기)의 

안테나이다. 그리고 Ant. #3은 상단 해치에 설치된 보안장치의 

안테나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S-parameter 특성은 양호한 결과를 보였는

데 S21 과 S23은 다음과 같다.

21
Received power by Ant. 2 57.07

Transmitted power by Ant.1
S dB= = −

23
Received power by Ant. 2 43.56

Transmitted power by Ant.3
S dB= = −

그림 6은 수신기가 차량 내부에 설치되었고 송수신기가 동일

한 편파 방향일 경우의 모노폴 안테나 전자파 E-field 분포이다. 

보안장치에서 나온 신호의 경로 감쇄는 60dB 이하 수준으로 외

부의 방해 전파가 없는 환경에서 장거리 통신장치(수신기)가 이

벤트를 수신하는데 충분한 성능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모노폴, 다이폴 안테나의 각 상황 별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2

와 같다. 수신기가 운전석 내부에 있을 경우 두 개의 전자봉인

(송신기)에서 나온 신호의 경로 감쇄는 50dB 수준이며 편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0~30dB 정도의 추가적인 감쇄가 발생하였

다. 수신기가 운전석 지붕에 위치할 경우 탱크 위의 송신기에서 

나온 신호의 경로 감쇄는 35dB 수준이며 하단 밸브의 송신기로

부터 나온 신호이 경로 감쇄는 65dB 정도였다. 또한 마찬가지로 

편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0dB 정도의 추가적인 감쇄가 발생

하였다. 안테나 가까이에 탱크 프레임 등의 도체가 있을 경우 안

테나 임피던스가 틀어지게 되어 이로 인한 안테나 효율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 대비 18% 정도의 낮

은 이득과 13% 정도의 낮은 방사 효율 특성을 갖는 헬리컬 안테

나는 약 3dB의 추가적인 신호 감쇄가 예상됐지만 시뮬레이션에

서의 경향성은 모노폴, 다이폴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류 수송 차량 보안장치의 RF 통신 안정화 방안

4장의 전파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통하여 유류 수송 차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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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노폴의 길이 l에 따른 안테나 특성의 변화[9]

Table 3 Variation of antenna characterisitics with length l 

of monopole

길이 l 






지향성 3.28 또는 5.15dBi 4.8 또는 6.8dBi

HPBW 39° 23.5°

입력

임피던스
R : 36.5, jX : 21.3

R : 약 1000, jX : 용량성 

(매우 큰 값) 

(반지름이 작은 모노폴)

참고사항
R+jX는 반지름 값에 

민감하게 변하지 않음

R+jX는 반지름 값에 따라 

민감하게 변함

* HPBW : Half Power BandWidth, 최대 안테나 빔방향의 전력을 

기준으로 전력이 절반(-3dB)으로 줄어드는 지점까지의 각도

그림 7 실험에 사용된 반파장 Long, 헬리컬 Medium, 헬리컬 

Short 안테나 

Fig. 7 The antennas used in the experiment 

표 4 안테나 종류 별 수신 전력 측정 결과

Table 4 Received power by antenna types

수신기 안테나 

종류

측면밸브위치 후면번호판위치

3회 측정 평균 3회 측정 평균

헬리컬 Short -69 dBm -93 dBm

헬리컬 Medium -69.7 dBm -85.0 dBm

반파장 Long -63.0 dBm -84.7 dBm

그림 8 전자봉인의 안테나 수신 전력 측정 위치

Fig. 8 Measuring position of Antenna power

에서 보안장치의 RF통신이 적용 가능한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환경적 변수가 존재

하며 수차례의 재전송 로직에도 불구하고 RF통신의 실패로 이어

질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실제 환경에서 RF 통

신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F통신의 

성능은 변조 방법, 송신 전력의 크기, 전송 패킷의 길이, 활용되

는 전송 대역폭, 다중 접속 제어의 유무 등 다양한 물리 및 데이

터 링크 구조의 영향을 받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요소의 성능 

개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설치되는 유류 수송 차량에 설치되는 

보안 장치의 관점에서 안테나의 선택과 방폭 방법이 RF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실정과 도전을 고려한 안정화 방

안과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5.1 반파장 안테나의 활용

RF통신에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수직 모드 헬리컬 안테나

가 활용되고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보안장치(전자봉인)에는 

424MHz 헬리컬 Short 안테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헬리컬 안테

나는 다이폴, 모노폴 안테나 대비 3dB 정도의 감쇄가 있기 때문

에[11] 작은 크기를 유지해야 하는 전자봉인과 달리 차량 운전

석 내부에 설치되는 장거리 통신장치(수신기)에는 모노폴 안테나

를 활용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모노폴 안테나는 보통 1/4 

파장 크기를 사용하는데 RF 통신 성능 개선을 위하여 반파장

(1/2) 크기의 안테나를 적용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모노폴의 

길이 l 에 따른 특성의 변화이다.

또한 반파장 안테나의 복사전력은 Pr ≒ 73.13 I02[W] (I0 : 

급전점 전류)으로 영상 안테나 부분에서 실제 복사되는 전력이 

없는 1/4파장 안테나와 비교하여 2배의 크기를 갖게 된다[8].

성능 비교 실험에는 진동이 심한 차량의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로 대체하여 실험하였는데 λ/2 반파장 다

이폴 안테나, λ/4 모노폴 안테나, 헬리컬 안테나 대신 그림 7의 

424MHz 반파장 Long, 헬리컬 Medium, 헬리컬 Short 안테나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실제 유류 수송 차량에 설치되는 보안장치(전

자봉인)의 위치를 고려하였는데 그림 8과 같이 일반적으로 많은 

개폐구가 위치하는 차량 측면( ① )과 차량에서 밸브가 가장 먼 

곳에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인 후면 번호판 근처( ② )에서 안테나 

수신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수신 전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표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반파장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유류 수송 차량의 RF 

무선 통신 열화 요인들과 직진파에 의한 통신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 조건 하에서도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방폭(Explosion proof) 방법의 선택

가연성 물질이 적당한 농도에 이르러 Open flame, 낙뢰, 정전

기, 전기설비 등의 점화원을 만나거나 자연 발화 온도에 이르게 

되면 맹렬한 속도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는데 이중 전기설비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폭(폭발 방지)이라고 한다. 방폭이 되어야 하는 폭발

위험장소는 가스폭발 분위기의 생성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서 분

류되는데 유류 수송 차량의 유류 유출입구 주변은 1종 장소로 

분류되며 1종 장소는 이상 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의 생성 우려

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10]. 1종 장소에는 내압 방폭 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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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내압 방폭 전자 봉인

Fig. 9 Flame-Proof e-Seal

표    5 보안장치의 방폭 방식 별 수신 전력 측정 결과

Table 5 Received power by antenna types 

항목 내압 방폭 본질안전방폭

케이스 재질 금속(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

사용 주파수 424 MHz 424 MHz

출력 13dBm 13dBm

6m 거리의 측정 수신 
강도

-64 ~ -74dBm -49 ~ -50dBm

RF 대역 방식 Narrow Band Narrow Band

방향에 의한 영향 크다 작다

질 안전 방폭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림 9는 알루미늄 재질의 케

이스로 내압 방폭 처리된 유류 수송 차량용 전자봉인이다.

내압 방폭은 케이스 내부로 스며든 폭발성 가스에 의하여 내

부 폭발이 일어날 경우 케이스가 폭발 압력을 견디고, 외부의 폭

발성 분위기로 불꽃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폭 구조이다. 

내방 방폭은 방폭 인증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RF통신을 수행

해야 하는 보안장치의 경우에는 몇 가지 단점을 갖게 된다. 우선 

케이스의 일부를 강화 유리와 같이 전자파가 통할 수 있는 재질

로 만든다고 해도 전자파의 방사 각도 폭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파가 금속 재질의 케이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안테나

의 지향성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유

류 수송 차량의 보안장치에는 본질안전방폭을 적용하는 것이 RF 

통신의 품질 측면에서 유리하다. 본질안전방폭은 IEC 79-1에 규

정된 테스트 조건(정상상태 혹은 규정된 이상상태 포함)에서 전

기 회로에 발생하는 전기불꽃이 시험가스에 점화되지 않도록 불

꽃의 에너지를 낮추는 본질안전회로(Intrinsically-safe circuit)로 

구성된 방폭구조를 의미한다. 본질안전방폭은 30V, 50mA 이하의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보안장치의 회로는 이 기준에 부합

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10은 본질안전방폭을 적용한 유류 

수송 차량용 보안장치(전자봉인)이다.

알루미늄 케이스를 활용하는 내압 방폭과 플라스틱 케이스를 

활용하는 본질안전방폭을 적용한 보안장치의 RF 통신 성능은 표 

5와 같은 차이를 보였다. 본질안전방폭을 적용할 경우 내압 방폭

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안장치의 RF통신 수신 전력 강

도가 15~24 dBm 가량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 값은 아래의 그

림 11과 같이 설계되었다. 그림 11(a)의 Y축이 나타내는 전압정

재파비(VSWR)가 2 이하가 되고 안테나 특성 임피던스인 50Ω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중앙에 424MHz 공진주파수 대역의 안테나 

특성 임피던스가 근접할 수 있도록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 값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내압 방폭을 위하여 금속케이스를 활용할 경우 빔 패

턴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자봉인(송신기)의 RF 성능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a) 플라스틱 케이스 (b) 회로 보드

그림 10 본질안전방폭을 적용한 보안장치(전자봉인)

Fig. 10 Security device with intrinsic safety explosion

(a) 스미스차트 툴을 이용한 

임피던스 매칭

(b) 적용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

그림 11 안테나 임피던스 매칭

Fig. 11 Antenna impedence matching

3. 결  론

최근 IoT 기반의 응용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IoT를 

구현하기 위한 무선 통신 기술과 플랫폼 분야도 많은 연구와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IoT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센서 디바이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센서 디바이스

는 센서가 설치되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IoT 기반의 유류 수송 차량 보안 시스템도 

현장의 특성을 이해한 통신 방식의 선택과 장비의 개발 및 설치

가 필요하며 본 논문은 RF통신기술 자체의 특성보다 현장 조건

의 특성을 고려한 RF통신 최적화 방안을 실험 결과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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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IoT의 구현을 위하여 LoRa(Long Range)와 같은 

LPWAN(Low Power Wide Area Network) 기술에 대한 많은 연

구와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응용 서비스의 특성에 따

라서 RF통신을 포함한 기존의 LAN, PAN 통신 기술도 함께 활

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다양한 설치 환경과 조건에 대

한 IoT 기반 서비스의 통신 안정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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