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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인 고출력 전자기파 근접 노출 환경에서 인체 두부에서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근
접 전자기파 발생 장치로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하고, 안테나의 위치는 귀 옆과 눈 앞 두 종류의 환경을

설정하였다. 이때, 안테나의 주파수는 두 종류의 단일 주파수 835 MHz와 1,800 MHz를 고려하였다. 전자기파

노출에 의한 인체의 전자파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 값은 시간 영역 유한 차분법(Finite-Difference 
Time-Domain: FDTD)으로 계산하였고, 인체에서의 온도 변화는 생체 열 방정식(Bio-Heat Equation: BHE)를 이용

해 계산하였다. 또한, 연속적인 고출력 노출 환경에서 인체의 온도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 기능(thermoregulation)을 고려하였다.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온도 상승은 안테나

출력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하면, 피부의 온도가 5 ℃ 이상 증가한 구간에

서는 안테나 출력에 비례하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치 해석 방법으로, 인체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온도 상승(뇌: 3.5 ℃, 피부: 10 ℃)을 야기할 수 있는 전자기파 노출 환경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 기능을 포함한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bio-heat equation including thermoregulatory functions is solved for an anatomically based human 
head model comprised of 14 tissues to study the thermal implications of high-power exposure to electromagnetic(EM) 
fields due to half-wave dipole antenna both at 835 and 1,800 MHz. The dipole antenna is located at the side of the 
ear and the front of the eyes. The FDTD method has been used for the SAR computation. When solving the BHE, 
the thermoregulation function and sweating effetecs are included in order to predict more exact temperature increase.  
It is noted that an approximately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ssues and the maximum temperature increase 
and the antenna power is not maintained when the thermoregulation and sweating effects are fully accounted for under 
high power exposure. 

Key words : FDTD, Bio-Heat Equation, SAR, Thermoregulation

Ⅰ. 서  론       

최근 전자 통신 장비의 급격한 발전과 폭넓은 보

급은 무선 통신 기기의 사용을 보편화시켰고,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의 전자기파에 의한 인체 위해

성에 대한 염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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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보고서
[1]～[3]

가 작성되었고, 전자파 흡수율

(SAR)을 평가 기준으로 한 ICNIRP의 안전 기준
[3]
도

마련되었다. 전자파 흡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와 장기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장기적 위

해성은 오랜 기간 전자기파 노출 시 인체의 유전적

변이나 생체 질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단기적 위해성은 인체에 전자기파 에너지가 흡수될

경우,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

이다. 실제적으로, 전자기파 노출에 의한 장기적 영

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단기적 영향에 한정해서 실험을 진행한다. 
인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상이란 전자기파

에너지에 의한 인체에서의 온도 상승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뇌나 안구 같은 특정 조직에서의

온도 상승은 물리적이나 생리적으로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뇌에서 3.5 ℃ 이상의 온도 상

승은 뇌에 큰 손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4]. 안

구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 안구에서의 3～5 ℃의

온도 상승은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유발하는 원

인이 된다
[5]～[7]. 피부의 경우에는 10 ℃ 이상의 상승

은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알려져 있다
[8],[9]. 

따라서, 전자기파에 의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 노출에 의한 인체에서의 정확한

온도 변화 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기파 노출

에 의해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발생시킬 정도의

온도 상승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매우 지속적인 고출

력의 노출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자기파 노출

에 의한 인체에서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인

체에 직접적인 실험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기 때문에, 보통 수치 해석 방법이나 동물 실험을 통

해 인체에서의 온도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10]～[19]. 

수치 해석 방법에 의한 평가 과정은 보통 두 단계

로 진행된다. 먼저, 전자기파 노출에 의한 인체의 전

자기파 흡수율 SAR 값을 계산하고, 생체 열 방정식

(Bio-Heat Equation: BHE)을 이용해 외부 열 에너지

공급원으로 계산된 SAR 값을 적용해 인체에서의 온

도 상승을 예측한다
[21]. 생체 열 방정식 BHE는 인체

내의 다양한 열 이동 방법들, 예를 들면, 전도성 이

동, 혈류에 의한 이동, 외부 열 흡수 등에 의한 열 이

동에 따른 인체 조직에서의 온도 변화를 수식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온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사전 단계의 전자기파 노출 평가는

시간 영역 유한 차분법(FDTD)[20]
을 이용해 이루어

진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휴대폰을 비롯한

무선 통신 기기에 의한 전자기파 노출에 대한 평가
[22]～[31],[37]～[40]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인체에서의 온

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1]～[19]. 몇 가지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참고문헌 [22]에서는 휴

대폰의 전자기파 노출에 의한 phantom 내의 SAR 값
을 계산한 후, 단순한 형태의 뇌 모델에 적용해 뇌에

서의 온도 상승을 예측하였다. Wang과 Fujiwara[14],[15]

는 모노폴 안테나의 출력 세기에 따라 인체에서의

온도 상승이 거의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보여주

었다. Hirata는 전자파 노출에 의한 안구에서 최대 온

도 상승을 주파수와 편파, 입사각에 의한 따른 영향

을 특정 주파수 900 MHz, 1.5 GHz, 1.9 GHz에 대해

서 조사하였다
[19]. 특히 Bernardi는 인체의 온도 조절

기능(thermoregulation)을 포함한 모델을 적용해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12].

본 논문에서는, ETRI1)에서 제작한 인체 두부 모

델을 이용해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 인체의 온도 항

상성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FDTD 방
법을 이용해 전자기파 노출을 평가하고, 온도 조절

기능을 포함한 BHE를 이용해 인체 두부에서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때, 전자기파 노출은 연

속적으로 장시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다이

폴 안테나의 출력 크기에 따른 온도 변화에 대한 분

석을 두 가지 주파수 835 MHz와 1,800 MHz에 대해

서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는 인체에 대한 실제 측정

결과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지만, 모의 실험을 진행

하면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를 하였고, 현재 널

리 사용되고, 검증된 수치 해석 방법들을 이용했을

때, 고출력 전자기파 환경에서 인체의 온도 변화는

어떤 양상을 갖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Ⅱ. 해석 방법과 인체 두부 모델

2-1 인체 두부 모델과 FDTD 기법

1) Electronics and Telecommuncation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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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한 인체 두부 모델은 ETRI에서

computed tomography(CT) 스캔을 통해 표준 한국인

성인을 선정하여 개발한 것으로 271개의 단면으로

이루어졌고, 해상도는 1×1×1 mm3
으로 목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두부 모델이다. 본 인체 두부 모델은

다음과 같은 blood, bone cortical, cartilage, cerebellum, 
CSF, sclera, fat, gray matter, white matter, lens nucleus, 
muscle, nerve(spinal chord), skin and tongue의 총 14개
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델의 특징은 안구

를 피부 눈꺼풀이 덮고 있는 점이다. 본 모델의 안구

는 외부 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안구에 대한 온도 영향으로 복사와 대류 효과

를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주파수 835 
MHz와 1,800 MHz에 대한 인체 조직의 밀도 , 유전

율  , 전도율 은 참고문헌 [1]로부터 데이터를 구

했고, 해당 내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DTD 방법[20]이 SAR 계산을 위해

사용되었고, 해석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인체 두부

를 포함하는 전체 계산 영역은 330×270×270셀로 설

 

표 1. 주파수에 따른 인체 조직의 전기 상수와 열상수

Table 1. Electrical parameters of the head’s tissues at frequencies of 835 MHz and 1,800 MHz and thermal properties.

Parameter

Tissues

835 MHz 1,800 MHz Density
(kg/m3) C K A0 B0

εr σ εr σ

Air  1 0  1 0 0 0 0 0 0
Blood 61.575 1.510 59.372 2.044 1,060 3,900 0 0 0
Bone cortical 12.517 0.136 11.781 0.275 1,810 1,300 0.4 610 3,400
Cartilage 42.891 0.754 40.215 1.287 1,100 3,500 0.47 1,600 9,000
Cerebellum 49.887 1.234 46.114 1.709 1,040 3,700 0.57 7,100 40,000
CSF 68.785 2.387 67.2 2.924 1,010 4,200 0.62 0 0
Sclera 55.455 1.143 53.568 1.602 1,170 4,200 0.58 0 0
Fat 5.4724 0.0495  5.3494 0.078  920 2,500 0.25 300 1,700
Gray matter 53.056 0.915 50.079 1.391 1,040 3,700 0.57 7,100 40,000
White matter 39.116 0.571 37.011 0.915 1,040 3,600 0.50 7,100 40,000
Lens_nucleus 46.697 0.774 45.353 1.147 1,100 3,000 0.4 0 0
Muscle 55.192 0.921 43.85 1.232 1,040 3,600 0.5 480 2,700
Nerve(Spinal chord) 32.738 0.557 30.867 0.843 1,040 3,500 0.46 7,100 40,000
Skin 41.763 0.845 38.872 1.185 1,010 3,500 0.42 1,620 9,100
Tongue 55.455 0.91236 53.568 1.3713 1,040 3,300 0.42 3,700 13,000

C: the specific heat of the tissue [J/(kg․℃)], K: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tissue [J/(s․m․℃)], A: the basal 
metabolic rate[J/(s․m3)], B: the term associated with blood flow [J/(s․℃․m3)]/. 

정하였고, 각 셀의 크기는 1×1×1 mm3
이다. 전자기파

발생 장치로, 주파수 835 MHz와 1,800 MHz에서 공

진하는 길이 18 cm와 8.35 cm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

나를 각기 사용하였다. 이때 다이폴 안테나는 중간

급전을 사용하였고, 출력 크기는 급전점에서의 전류

와 전압의 복소곱에 의해 결정하였다. 주파수 835 
MHz 다이폴 안테나는 600 mW의 송신 전력이 나타

나도록, 1,800 MHz에서는 250 mW가 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송신 전력은 상용 셀룰라 휴대폰과 PCS 휴
대폰에서 허용한 최대 출력 전력 크기이다. FDTD 
계산 영역은 개공간을 가정하였기에 경계 조건으로

perfect matched layer(PML)[31]
을 사용하였다.

2-2 전자파 흡수율 계산

FDTD 방법을 이용해 단일 주파수에 대한 전자기

파 해석이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voxel의 중심점에

서의  , ,   전자기파를 이용해 voxel의 SAR 값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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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    ,   는 각각

∆ ∆ ∆  위치에서의 -축 방향 전기장의

최대값이고, 인체 조직의 밀도와 전도율이다. 1 g 평
균 최대 SAR 값을 계산하기 위해 최대 80 %의 공기

포함을 허용하였고, 자세한 계산 방식은 참고문헌

[32]를 참고하였다. 

2-3 Bio-Heat Equation

인체 두부 모델 내의 온도 분포는 생체 열 방정식

(bio-heat equation: BHE)을 이용해 계산한다. 이때 온

도 조절 기능(thermoregulation)[4],[10],[12]
을 포함하도록

하고, BHE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 ( ) ) ( , ) ( ) ( )

( , )( ) ( ) ( ) ( / )

v

B

K r T A r T Q r RL r
TB r T T T C r r W m
t

r

Ñ× Ñ + + -

¶
- - =

¶

r r r r

r r r

(2)
 
식 (2)는 인체 내부 조직의 한 지점 에서 단위 시

간과 단위 용량에 따라 열이 축적되거나 감소하는

정도를 열 용량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거나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냈다. 여기서 와 는 각각 특정 위치

에서의 온도와 혈액의 온도를 나타내고,   [J/(kg 
․℃)]는 조직의 비열(specific heat),  [kg/m3]는 조직

의 밀도,  [J/(s․m․℃)]는 열전도율,   [J/(s
․℃․m3)]는 혈액 흐름에 의한 열 이동,  [J/(s․
m3)]는 신진대사에 의한 발생하는 열에너지,   
[J/(s․m3)]는 호흡에 의해 폐에서 소비되는 열에너

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몸통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식 (2)의 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인체 두부 모델만 고려하기 때문에 참고문헌

[4]와 같이 몸 전체 모델을 고려했을 때, 조직과 혈액

의 열 교환에 의한 혈액의 온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혈액의 온

도는 36.7 ℃로 고정하였고, 피부에서의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4],[12].

 
2

0ˆ( )( ) ( ) ( ) ( / )S S AK r T n H T T SW T W m- Ñ × = - +
r

(3) 

여기서 ,  ,  각각 대류(convection) 상수, 
인체 표면(피부) 온도, 외부 공기 온도, 그리고 땀에

의한 열 손실 상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자세

한 수식과 설명들은 생략하였지만, 참고문헌 [12]에
서 설명한 인체 온도 조절 기능(thermoregulation)을
포함하고 있다. 온도 조절 기능이란 체내 온도를 약

37 ℃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인체의 조절 기능으로

만약 인체의 온도 상승이 클 경우, 온도 상승에 따라

혈류 이동 속도의 증가, 피부에서의 혈관 확장, 땀
배출 등을 증가시켜 열 배출을 가속화 하고 반대의

경우 열손실을 막기 위해 열 배출을 최소화 한다
[21],[33]～[35]. 온도 조절 기능(thermoregulation)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수식적인 모델링 내용은 참고문헌

[12]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식 (2)와 (3)은 인체의

온도 상승이 작은 상황에서는 특별한 인체 온도 조

절 기능(thermoregulatory)을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고출력 환경에서는 조직내 온도 상승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인체 두부 조직의 온도 상수들은 표 1에 요약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두부 모델의 주변 공기의 온

도는 23 ℃로 가정하였고, 내부 공기는 36.7 ℃로 고

정하였다. 이때, BHE의 경계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 조직과 내부 공기 사이의 경계 조건에는 적용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BHE의 기본적인 경계 조건

을 나타내는 피부와 외부 공기 사이의 대류 상수 

는 8.3 W/m2℃로 고정하도록 한다. BHE의 초기 온

도 분포는 위와 같은 조건 하에서 인체 두부에 외부

전자파에 의한 노출이 없는 상황의 정상 상태에서의

온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땀 배출 효과 등의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두부 모델의 초기 온도 분포는, 
피부 조직의 평균 온도는 33.84 ℃로 나타났고, 온도

조절 기능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는 33.72 ℃로 나타

났다. 이러한 초기 온도는 참고문헌 [36]의 인체 두

부의 피부 온도 34.0 ℃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조건으로 가정한 설정

들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모의 실험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안테나 위치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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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Ⅰ                  (b) Case Ⅱ

그림 1. 인체 두부 모델의 단면과 다이폴 안테나 위치

Fig. 1. Cross section view of head model and the 
position of dipole antennas. 

다이폴 안테나에 의한 고출력 영향을 평가하였다. 
고출력의 전자기파 노출 환경에서 보다 정확한 온도

예측을 위해서 인체의 온도 조절 기능도 함께 고려

하였다. 
그림 1에 인체 두부 모델의 단면과 다이폴 안테나

의 위치를 나타내었고, 다이폴 안테나의 위치에 따

라서 각각 Case I과 Case Ⅱ로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

그림 1(a)와 1(b)에 나타내었다. Case I에서는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왼쪽 외이로부터 10 mm 떨어진 곳

에 안테나 방향을 수직 방향(그림 단면 기준으로 수

직)으로 위치시키고, Case Ⅱ에서는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위치를 수직 방향으로 눈 앞 10 mm 떨어

진 곳에 위치시켰다. BHE의 온도 조절 기능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Case I의 경우 Case Ⅰ-(a)와 Case Ⅰ- 
(b)로 재분류해서 Case Ⅰ-(a)는 온도 조절 기능을 배

제하고, Case Ⅰ-(b)에서는 온도 조절 기능을 활성화

한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Case Ⅱ의 경우는

온도 조절 기능을 활성화한 조건에 대한 실험만 수

그림 2. 모의 실험 순서도

Fig. 2. Simulation process flow chart of evaluating the 
temperature increase in the head model.

행하였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주파수 835 
MHz와 1,800 MHz에 대해 실험을 하였고, 출력은

835 MHz인 경우, 기본 0.6 W를 시작으로 1.2, 2.4, 
4.8, 9.6, 19.2, 38.4 W로 2배씩 증가시켜 분석하였고, 
1,800 MHz인 경우에는 0.25, 0.5, 1.0, 2.0, 4.0, 8.0, 
16.0 W 출력을 고려하였다. 

모의 실험 방법의 과정은 그림 2에 간략히 설명하

였다. 첫 번째 단계로, 우선 인체 두부에 흡수된

SAR 값을 계산하기 위해 3차원 FDTD 방법을 이용

해 전자기파 해석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주변 공기

온도를 23 ℃로 가정하고, SAR 값을 이용해 인체 두

부 조직에 흡수된 전자기파 에너지를 BHE에 반영해

전자기파에 의한 인체 온도 변화를 모의 실험한다. 
이때, 전자기파 노출 시간은 인체 내에서의 온도 변

화가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다이폴 안테나에 의한 전자기파 출력에서 SAR 

값은 평균 1 g SAR 값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기

포함은 80 %까지 허용하였다
[32]. 표 2에 따르면, 인

체 두부에서 최대 SAR 값은 피부 조직에서 발생하

였고, 위치는 다이폴 안테나 위치 근처이다. 피부 근

처에 소스원이 있으므로 이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

이다. 
모의 실험을 통해, 조직별로 최대 온도 상승이 나

타난 지점을 확인한 후, Case I에서 뇌, 피부, 근육, 
지방, 뼈, 안구의 6개 조직에서 최대 온도 상승 위치

에서 시간에 따른 각각의 온도 변화를 그림 3과 4에
나타내었다. 이때, 다이폴 안테나의 출력은 835 MHz
에서 600 mW, 1,800 MHz에서는 250 mW로 설정하

표 2. 최대 1 g 평균 SAR
Table 2. Maximum SAR as averaged over 1 gram of 

tissue in the head.

    Type

Tissue  

835 MHz(600 mW) 1,800 MHz(250 mW)
Case Ⅰ Case Ⅱ Case Ⅰ Case Ⅱ

Brain 2.406 3.176 0.830 1.384
Skin 4.134 6.395 5.973 7.180
Muscle 3.700 4.758 2.446 3.764
Fat 1.725 0.591 1.099 0.062
Bone 3.026 5.079 3.896 4.072
Eye 0.047 5.070 0.003 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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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0 mW, 835 MHz
(a) At 835 MHz with antenna output power of 60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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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50 mW, 1,800 MHz
(b) At 1,800 MHz with antenna output power of 250 mW

그림 3. Case Ⅰ-(a)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

Fig. 3. Time evolution of the temperature increase with-
out the thermoregulation functions in Case Ⅰ-(a).

였다. 총 14개의 조직 중 6개의 조직을 선택한 이유

는, 선택한 6개의 조직이 두부 대부분의 부피를 차

지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Case Ⅰ-(a)는
온도 조절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고, Case Ⅰ-(b)는 온

도 조절 기능을 포함하였다. 표 3에는 각각의 인체

조직에서 발생한 최대 상승 온도 값을 주파수와

Case Ⅰ-(a), (b), Case Ⅱ에 대해 정리하였다. 주파수

835 MHz, 출력 600 mW일 경우, 피부에서는 최대

0.32 ℃ 정도 상승하는 반면, 뇌에서는 0.21 ℃ 정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800 MHz, 250 mW인 경

우, 피부와 뇌에서 각기 0.29 ℃와 0.09 ℃ 정도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결과를 보면 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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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50 mW, 1,800 MHz
(b) At 1,800 MHz with antenna output power of 250 mW

그림 4. Case Ⅰ-(b)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

Fig. 4. Time evolution of the temperature increase with 
the thermoregulation functions in Case Ⅰ-(b).

 
는 두 주파수에서 모두 0.3 ℃ 정도 비슷하게 상승하

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뇌에서는 서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은 1,800 
MHz에서 인체 조직의 전도율이 835 MHz에서 보다

커지기 때문에, 835 MHz에 비해 1,800 MHz에서 전

자기파의 침투량이 적어져서 인체 두부 내의 뇌 조

직에서 온도 상승이 1,800 MHz에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에서 skin(average)는 피부 전

체의 평균 온도이다. 
온도 조절 기능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ase Ⅰ- 

(a)와 Ⅰ-(b) 결과를 각각 그림 3과 4에 비교하였다.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최대 온도 상승에 있어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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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

은 현재 다이폴 안테나의 출력 600 mW(@835 MHz)
와 250 mW(@1,800 MHz) 상태에서는 인체의 온도

조절 기능 효과가 나타날 만큼 온도 상승이 발생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도 조절 기능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이폴 안테나의 출력을 높여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5에 안테나의 출력을 높였을 때 온도 조절기

능을 비활성화시(Case Ⅰ-(a)) 인체 조직에서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하지 않

았을 때는 모든 조직의 최대 온도 상승은 안테나 출

력에 비례해서 나타났는데, 온도 조절 기능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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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800 MHz

그림 5. Case Ⅰ-(a)에서 안테나 출력에 따른 최대 상

승 온도 변화

Fig. 5. Maximum temperature increase as a function of 
output power without the thermoregulation eff-
ects in Case 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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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800 MHz

그림 6. Case Ⅰ-(b)에서 안테나 출력에 따른 최대 상

승 온도 변화

Fig. 6. Maximum temperature increase as a function of 
output power with the thermoregulation effects 
in Case Ⅰ-(b).

 

화하면(Case Ⅰ-(b)), 그림 6과 같이 비선형 결과가 나

타난다.
일반적으로 뇌와 피부 조직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온도 상승은 각각 약 3.5 ℃와 10 ℃ 정도

로 알려져 있다
[4],[10]. 이 정도 온도 상승을 인체내에

서 발생시키려면, 고출력 노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 상승을 전제하므르, 손상 발생 온도

를 유발하는 전자기파 출력 크기를 보다 정확히 예

측하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 기능을 필수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온도 조절 기능은 인체가 약 37 ℃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고출력 환

경에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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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온도 조절 기능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림 5에서, 835 MHz 주파수 용 다이

폴 안테나에 19.2 W 출력을 고려하였을 때, 온도 조

절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피부에서 10 ℃
이상의 온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그림 6에서와 같이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하면, 
19.2 W 두 배 크기인 38.4 W에서도 10 ℃ 정도만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1,800 
MHz에서도 8 W에서 10 ℃ 이상 피부 온도 상승이

나타나지만,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할 경우에는 10 
℃ 이상 온도 상승은 16 W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I에서 온도 조절 기능 활성화

여부에 따른 뇌와 피부에서의 최대 상승 온도 값을

그림 7에 비교해 보았다.
Case I에서는 대부분의 전파가 안구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비해서 안구에서의 온도

상승이 적게 나타났다. Case I의 모의 실험 환경은

참고문헌
[11],[17],[19]

에서 나타난 안구에서의 온도 변화

를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따라서, 안구에서의

온도 변화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안

구 가까이에 다이폴 안테나를 위치시킨 Case Ⅱ를 고

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체 두부 모델은 눈

꺼풀이 덮인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안구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와 대류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
[19]. 따

라서 안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열 전달 효과 중

전도에 의한 열 에너지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 만을

고려할 수 있다.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온도 상승

은 전자파 노출량에 비례해서 최대 온도 상승이 나

타나는 것을 Case Ⅰ-(a)를 통해서 확인하였기 때문

에, Case Ⅱ 의 경우에는 온도 조절 기능을 포함한 해

석 만을 수행하였다.
주파수 835 MHz에서 600 mW 출력에 대한 각 조

직의 온도 변화와 1,800 MHz, 250 mW 출력에 대한

온도 변화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표 3에 요약했듯

이, 최대 온도 상승은 835 MHz, 600 mW일 때 안구

와 뇌에서 각기 0.56 ℃, 0.34 ℃가 나타났고, 1,800 
MHz, 250 mW에서 0.54 ℃, 0.22 ℃가 나타났다. 

혈류에 의한 열 이동은 인체 내부 온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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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ase I-(b)에서 뇌와 피부에서의 안테나 출력

에 따른 최대 온도 상승 변화

Fig. 7. Comparison of the maximum temperature in-
creases in skin and brain according to the ther-
moregulation functions in Case Ⅰ-(b).

 
고, 내부 조직에 축적된 열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

들에 의해서 이웃하는 서로 다른 조직들의 온도 변

화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Case Ⅱ의 경우, 안구를

덮고 있는 피부 주변에서 최대 온도 상승이 나타났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눈꺼풀이 안구를 덮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안구

의 온도 변화는 피부의 온도 변화와 비슷하게 나타

날 것이라 예상된다. 온도 조절 기능을 배제하였을

때, 그림 9처럼 피부와 안구의 온도 변화는 매우 비

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하

면, 온도 변화 특성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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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체 두부에서 최대 온도 상승

Table 3. Steady-state maximum temperature rise in 
each tissue with 600 mW and 250 mW 
input power at 835 MHz and 1,800 MHz, 
respectively.

Case

Tissue

835 MHz(600 mW) 1,800 MHz(250 mW)

Case 
Ⅰ-(a)

Case 
Ⅰ-(b)

Case 
Ⅱ 

Case 
Ⅰ-(a)

Case 
Ⅰ-(b)

Case 
Ⅱ

Brain 0.215 0.214 0.337 0.088 0.093 0.220 
Skin 0.319 0.327 0.519 0.288 0.301 0.523 
Muscle 0.320 0.328 0.445 0.191 0.195 0.336 
Fat 0.308 0.315 0.083 0.123 0.131 0.008 
Bone 0.336 0.343 0.502 0.234 0.245 0.369 
Eye 0.006 0.005 0.555 0.001 0.000 0.539 
Skin(average) 0.014 0.011 0.017 0.005 0.00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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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ase Ⅱ에서 시간에 따른 조직의 온도 변화

Fig. 8. Time evolution of the temperature increase wi-
th the thermoregulation functions in Cas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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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ase Ⅱ에서 안테나 출력에 따른 최대 상승

온도 변화

Fig. 9. Temperature variation as a function of time in 
different tissues considering thermoregulating eff-
ects in Case Ⅱ .

 

수 있다. 안테나의 출력을 높임에 따라서, 피부와 안

구에서 나타나는 최고 상승 온도의 차이가 점차 커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안구는 혈류에 의

한 열 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비해

서 온도 배출이 느리게 나타난다. 이러한 온도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구는 열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고 한다
[6].  

Ⅳ. 결  론 

인체 두부 모델을 기반으로 835 MHz와 1,800 
MHz 다이폴 안테나의 전자기파 노출에 의한 인체

두부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두부 모델은 14 
종류의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온도 해석에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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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기능을 포함한 bio heat equation을 사용하였다. 
FDTD 해석을 통해 구한 평균 1 g SAR 값을 이용해, 
각 조직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속적인 전

자기파 노출 상황에서 835 MHz(600 mW), 1,800 
MHz(250 mW)일 때 인체 두부 모델에서 최대 온도

상승은 0.34 ℃와 0.24 ℃로 나타났고, 뇌에서는 각각

0.21 ℃와 0.09 ℃로 나타났다. 온도 조절 기능을 고

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온도 상승은 안테나 출

력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온도 조절

기능을 고려하면, 피부에서 5 ℃ 이상 상승한 후로

는 비례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 해석 방법으로, 인체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온도 상승(뇌: 3.5 ℃, 피부: 10 ℃)을 야기

할 수 있는 전자기파 노출 환경을 예측하기 위해서

는 온도 조절 기능을 포함한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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