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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움직임과 안테나 위치가 WBAN 채널 용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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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wireless body area network(WBAN)에서의 채널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실험은 무반향실
에서 다양한 인체 움직임과 송신 안테나 위치에 따라서 2.45 GHz ISM 대역 채널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1 다중 입력 다중 출력 시스템의 다이버시티 이득과 상관 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송신 안테나를 인체의
서로 다른 위치에 부착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 결과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outage 채널 용량은 두
채널 간의 상관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channel measurements for wireless body area network(WBAN) and provides performance evaluation from the measurement. We measured the radio propagation in 2.45 GHz ISM band in an anechoic chamber
according to various human movements and the position of transmit antennas. Two transmit antennas are mounted on
different positions of human body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the diversity gain and correlation between the channels
in 2×1 multiple-input single-output(MISO) system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outage capacity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hannels in transmit diversity system.
Key words : Transmit Diversity, Outage Capacity, Off-Body Channel, WBAN

Ⅰ. 서 론
Wireless body area network(WBAN)은 혈압, 심박
동, 심전도 등의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 등이 인
체에 부착되거나 이식되고, 때로는 입을 통해 삼켜
지는 형태로 장착되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다.
최근에 WBAN에서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시스
템의 성능 향상 수준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
[1],[2]
어지고 있다 . 특히 의류에 장착하는 형태의 다중
[3]

textile 안테나, 이중 극성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다

중 입력 다중 출력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지
고 있다. 다중 textile 안테나 시스템은 의류의 충분히
격리된 지점에 각각의 안테나를 부착하여 안테나 간
의 상관 관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4]. 인체
가 회전하는 환경에서의 다이버시티 기법 또한 연구
되었다[5].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다중 안테나 시스템을
구성할 때 현실적인 인체의 움직임과 안테나의 부착
위치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
다. WBAN에서 다중 안테나 시스템의 성능은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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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과 안테나의 부착 위치에 큰 영향을 받으

때 가슴에 부착한 안테나의 수신 신호 세기가 다른

므로 on-body 다중 안테나 시스템을 위한 효과적인
안테나 구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위치에 부착된 안테나에 비하여 매우 큰 점을 고려
하여 송신 안테나를 사람의 왼편에 위치시킨 상태로

본 논문에서는 단일 입력 단일 출력 채널과 다중
입력 단일 출력 off-body 채널을 비교한다. 다양한 인

측정을 수행하였다.
신호 발생기에서의 송신 전력은 10 W 이고, 매

체 움직임과 안테나 부착 위치가 MISO 채널의 용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체의 세 부분

측정 시에 각 수신 안테나 당 1,600개의 샘플을 10
초 동안 수집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안테나는 표준

에 송신 안테나를 부착하고, 다양한 인체 움직임을
고려하였다.

레이아웃은 그림 1과 같다. 손목에 부착된 송신 안

Ⅱ. 실험 환경

 4 마이크로스트립 단극 패치 안테나로 안테나의

테나와 가슴, 허벅지에 부착된 송신 안테나 간의 간
격은 35 cm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case의 인체
움직임을 선정하여 실험이 이루어졌다. 1) 정지 상
태, 2) 제자리에서 걷기, 3) 회전하기, 4) 앉았다 일어

Ⅲ. Outage 용량 분석
본 장에서는 두 개의 송신 안테나로 구성된 MISO

서기를 반복하는 움직임에서 안테나를 가슴, 오른쪽
손목, 오른쪽 허벅지에 부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다. 2×1 MISO 시스템의 분

다. 신호 발생기에서 2.45 GHz의 신호를 발생시키고,
Rohde & Schwarz 사의 ZVB20 벡터 네트워크 분석

하며 , 실제 측정은 하나의 송신 안테나와 두 개의

기로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였으며, 다중 경로
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반향실에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인체의 세 군데의 안테나 부착 위치 중에서 두 곳
에 수신 안테나를 부착하였고 송신 안테나는 수신
안테나들과 1 m 떨어진 곳에 고정시켰다. 단, 걷기
동작에서는 사람이 송신 안테나를 정면으로 바라볼

석을 위하여 순방향과 역방향 링크의 등가성을 가정
[6]

수신 안테나로 실험 환경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3-1 수신 신호 크기와 채널 간 상관 관계
수신 신호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송수신
기 간의 거리, 안테나의 극성, 섀도잉 등 여러 가지
가 있다. 표 1에 나타난 수신 신호 출력의 평균과 표
표 1. 수신 신호 출력의 평균과 표준 편차
Table 1. The average(  ) and the standard deviation
(  ) of received signal power at the receiver.

Case 1
(정지 상태)
Case 2
(걷기)

그림 1. 인체의 안테나 부착 위치와 사용된 패치 안
테나의 레이아웃
Fig. 1. Placement of the antennas on the body and the
layout of the 2.45 GHz microstrip monopol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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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회전하기)
Case 4
(앉았다
일어서기)

송신 안테나 위치

(dBm)

(dBm)

가슴

—63.98

0.19

손목

—63.44

0.30

허벅지

—69.22

0.23

가슴

—86.82

5.30

손목

—82.89

7.57

허벅지

—88.53

6.05

가슴

—74.86

14.25

손목

—74.81

11.05

허벅지

—78.47

9.83

가슴

—64.30

2.08

손목

—67.06

3.24

허벅지

—69.4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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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편차는 각 실험 환경 설정에 따른 특징을 명확히

소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움직이는 신체에 다수의 송

나타낸다. 송신 안테나의 위치에 관계없이 case 2와
3에서의 수신 신호 출력은 case 1과 4보다 작다. 그

신 안테나를 부착하여 일정 수준의 다이버시티 이득

이유는 case 2에서는 송신 안테나의 움직임 변화에
따른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간에 극성의 불일
치가 발생하고, case 3에서는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
테나 간에 인체에 의한 섀도잉의 영향이 크기 때문
이다. 또한, case 3에서는 사람이 회전할 때 큰 섀도
잉으로 인하여 수신 신호 출력의 분산이 매우 크다

(그림 2 참조). 이 때 수신 신호 출력의 크기에 영향
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는 송신 안테나가 수신 안테
나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수신 신
호 출력의 큰 분산은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채널 품질

(a) Case 1(가슴, 허벅지)
 0.98

(b) Case 1(가슴, 허벅지)

(c) Case 2(손목, 허벅지)
 0.08

(d) Case 2(손목, 허벅지)

(e) Case 3(손목, 가슴)
 0.33

(f) Case 3(손목, 가슴)

(g) Case 4(손목, 가슴)
 0.58

(h) Case 4(손목, 가슴)

로 이어진다. 실험에서 측정된 noise floor는 –90
dBm이다.
서로 다른 위치에 부착된 송신 안테나의 채널 간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 신호의 전력을 통
해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VNA에서 측정한 두 채널
의 복소 전압 신호를  과  라 할 때, 두 수신 신
호 간의 상관 계수는 다음과 같다.



 
 
    




(1)

표 2는 각 case와 송신 안테나 위치의 조합에 따른
채널 간 상관 계수를 나타낸다. 이 중에는 상관 계수
가 0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 상관 계수가 작은 경우
에는 두 송신 안테나가 동일한 정보를 전송하여 큰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채널이 큰 페이딩을 겪을 때 나머지 채널이 통신을
위한 최소한의 신호 대 잡음비(SNR)를 유지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지해 있는 case 1에서는 상관 계수가 매
우 높다. 그러나 사람이 움직일 때는 상관 계수가 감
표 2. 송신 안테나 위치에 따른 채널 간 상관 계수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wo channels with
transmitters on chest, wrist, and thigh.
송신 안테나 위치

Case 1 Case 2 Case 3 Case 4

손목 & 가슴

0.90

0.19

0.33

0.58

가슴 & 허벅지

0.98

0.45

0.36

0.45

손목 & 허벅지

0.95

0.08

0.46

0.37

그림 2. 각 case에서의 시간에 따른 수신 SNR의 변
화와 SNR의 CDF
Fig. 2. The received SNRs and their CDFs for differ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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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할 수 있다.

3-2 송신 다이버시티 분석
2×1 MISO 채널에 동일 전력 할당(equal power allocation)과 송신기에서의 MRC(Maximal Ratio Combining)의 두 가지 전력 할당 기법을 적용하였다. 송신
기에서 채널을 모를 때는 equal power allocation을 통
해 각 채널에 동일한 전력을 할당한다. 반면에 수신
기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하여 송신기가 채널 정보를
인지할 때는 MRC를 적용하여 각 채널의 수신 SNR

(a) Case 1(가슴, 허벅지)
 0.98

(b) Case 2(손목, 허벅지)
 0.08

(c) Case 3(손목, 가슴)
 0.33

(d) Case 4(손목, 가슴)
 0.58

에 따라서 송신 전력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신호들
의 위상을 동기화하여 수신 SNR을 최대화할 수 있
[6]

다 . 2×1 MISO 채널에서 두 채널에 할당되는 총 전
력의 합은 10 W 이다. 송신 MRC는 두 채널의 수신
전력의 측정치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통해 구현하였다. MISO 채널의 두 채널의 수신
전력을 각각  과  라 할 때 equal power allocation
과 MRC를 적용한 경우의 수신 전력   은 아래와
같다.
   

for equal power allocation
   


    for MRC
(2)

그림 2는 각 case 별로 한 가지씩의 안테나 조합에
따른 수신 SNR과 SNR의 CDF를 나타낸다.
그림 2(a)에서 볼 수 있듯이 case 1에서는 SNR의
분산이 매우 작고 두 채널은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
다. 그로 인해 MISO 채널의 다이버시티 이득은 기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림 2(c)의 case 2에서는 두 채널
의 상관 계수가 0에 가까우며, equal power allocation
과 MRC를 적용하였을 경우 SNR이 일정 수준 이하
고 떨어지는 확률이 감소하여 높은 다이버시티 이득
을 얻는다.

그림 3. 정지 상태, 걷기, 회전하기, 앉았다 일어서
기를 반복하는 case에서, 0.01부터 0.1 사이
의 에 따른 -outage 채널 용량  .
Fig. 3. -outage capacity  of SISO and 2×1 MISO
channels for  is from 0.01 to 0.1 in standing,
walking, spinning, and sit-stand cases.
[7]

이 정의된다 .
      log   SNR  

(4)

Outage 확률이  이하일 때의 최대 채널 용량인
[7]

-outage 채널 용량  는 아래와 같다.

  log       bitsHz

(5)

이때,      이고,   는 SNR의 comple-

mentary 누적 분포 함수(complementary CDF) 즉,
   SNR 이다.

3-3 Outage 확률과 Outage 채널 용량

그림 3은 각 case 별로 특정 송신 안테나 부착 위

신호 대 잡음 비(SNR)에 따른 채널의 대역 당 용
량은 다음과 같다.
  log  SNR  bitsHz 

(3)

수신 신호의 세기가 데이터율  을 유지할 수 없
을 정도로 작아지는 확률인 outage 확률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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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0.01부터 0.1 사이의 에 따른 -outage 채널
용량  을 나타낸다.
그림 3(b)에서 MRC를 적용하였을 때 outage 채널
용량의 상당한 증가를 볼 수 있다.  0.01일 때,

MRC를 적용한 MISO 채널의 outage 채널 용량은 손
목의 단일 채널 대비 16.28 배이다. 그림 2(d)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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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이 0.1일 때 전력 할당 기법에 상관없이
MISO 채널에서 수신 SNR이 증가한다. 그에 따라
outage 채널 용량 또한 증가한다. 같은 결과가 0.01과
0.1 사이의 모든 에 대하여 발생한다. MRC를 적용
하였을 경우에 수신 전력은 equal power allocation을
사용할 때의 2배가 되므로 outage 채널 용량의 증가
또한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 유사한 결과가 그
림 3(c)에서도 나타나며, outage 채널 용량의 증가는
두 채널 간의 상관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0.01일 때, case 3에서는 MRC를 적용하였
을 경우 손목의 단일 채널 대비 outage 채널 용량이
6.43 배이고, 이것은 case 2와 비교하여 매우 낮다.
이 사실은 두 채널 간의 상관 관계가 더 높아질 때
다이버시티 이득이 작아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반면에 그림 3(a)과 3(d)에서 볼 수 있듯이 case 1
과 case 4에서는 MISO 채널의 outage 채널 용량 증가
가 거의 없다. 그림 3(a)에서는 MRC를 적용하였을
경우 가슴의 단일 채널 대비 1.05배, 허벅지의 단일
채널과 비교하여 1.32배의 outage 채널 용량을 나타
낸다. 각 채널간의 높은 상관 관계 때문에 다이버시
티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qual
power allocation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MISO 채널
의 outage 채널 용량이 두 1×1 채널의 outage 채널 용
량의 평균에 근사한 값을 갖게 되므로 그림 3(a)와
3(d)에서 안테나를 가슴에 부착하였을 때의 SISO 채
널보다 작아진다.
그림 3(c)와 그림 3(d)를 비교하면 case 3의 outage
채널 용량(약 0～1.2 [b/s/Hz])가 case 4의 outage 채널
용량(약 5～8 [b/s/Hz])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0.01일 때, 그림 2(f)의 SNR이 그림 2(h)의
SNR보다 작은 것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단거리 WBAN 통신에서 수신 신호의 크기는 인
체의 움직이게 큰 영향을 받는다. 그 이유는 움직임
에 따라 안테나의 극성, 신호의 수신 각도, 섀도잉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기 보다는 인체의 서로 다른 위치에 다수의
송신 안테나를 부착하는 것이 높은 다이버시티 이득
을 통해 outage 채널 용량을 높일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인체 움직임과 안테나

부착 위치에 따른 채널 측정값으로부터 근거리 WBAN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
과에 따라 인체의 움직임과 안테나의 위치가 수신
신호의 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측정 결과에서는 small scale fading과 섀도잉
의 영향이 모두 존재하였다. 또한, 각 송신 안테나로
부터 전송된 신호 간의 상관 관계와 -outage 채널
용량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
템에서 두 채널 간 상관 관계가 낮을 때 높은 다이버
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인체의 움직임과 안테나의 부착 위치에 따른
영향이 지대한 근거리 WBAN에서 다중 송신 안테나
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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