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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S와 ISM 역을 한 인체 통신 계용 안테나 설계

Design of a WBAN Repeater Antenna for MICS and ISM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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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MICS(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ervice, 402～405 MHz)와 ISM(The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2.40～2.48 GHz) 역에서 동작하는 인체 통신 계용 안테나를 제안하고, 인체의 향을 고려한

안테나 성능에 한 분석을 하 다. 제안된 안테나는 loop 안테나와 차 공진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Loop 

안테나는 ISM 역에서 동작하며, MICS 역에서의 동작은 loop 안테나와 차 공진기의 용량성 결합에 의해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근거리장에 인체가 존재할 때 인체가 안테나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기 하여 인체 팬텀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과 측정을 하 다. 시뮬 이션 측정 결과, 제안된 안테나는

MICS와 ISM 역에서 역폭을 만족하 고, 측정된 이득값은 MICS 역에서 —28.53 dBi, ISM 역에서 3.85 

dBi 다. 한, 설계된 안테나의 이 역 특성은 인체 내․외부 간의 통신 계 용도로 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repeater antenna operating at MICS and ISM bands is proposed and the antenna performance 

including the human body effect is investigated. The proposed antenna is composed of a ZOR(Zeroth Order Resonator) 

and a loop antenna. A loop antenna is operated at ISM band and a loop antenna capacitively coupled with a ZOR 

acts as an antenna for MICS band. Simulation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human body on antenna 

performance when a human body is located in the near field of an antenna. According to the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the proposed antenna has —10 dB  bandwidth wide enough to cover both MICS and ISM bands. The mea-

sured peak gains are —28.53 dBi and 3.85 dBi at MICS and ISM band, respectively. The dual band and radiation 

properties of the proposed antenna are well suited for the WBAN repeater system.

Key words : Dual Band, ZOR, Repeater, WBAN

Ⅰ. 서  론      

다양한 통신 서비스의 출 으로 차 진화되고

있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고속의 멀티

미디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수 백

m 내외에서 사용되는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기술
[1]
과 수 십 m 내외에서 사용되는 W-

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술[2]과 함께

인체의 내부 외부 수 m 내의 통신 기기들 간에

수 kbps에서 수 십 Mbps에 이르는 데이터를 송하

는 새로운 송 방식인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에 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WBAN은

인체 내부 는 인체 표면에 부착된 기기들 간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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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는 그 기기와 외부 가 기기나 네트워크를 무

선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3].

기존에 연구된 착용형 이식형 안테나의 경우, 

부분이 단일 역으로서 상호 간의 통신 만을 목

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4],[5]. WBAN 시스템이 구

되기 해서는 체내 이식형 안테나와 통신하는 안테

나도 요하지만, 체내에서 정보를 받음과 동시에

그 정보를 체외의 통신장치로 송해 수 있는 기

기가 필수 이다. 그러므로 MICS 역과 ISM 역

모두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계형 안테나가 설계

되어야 한다. 한, 인체에 근 함에 따라 안테나 특

성에 미치는 인체의 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인체는 주 수 역에 따라 기 특성(비유 율, 

도 율)이 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테나가 설계되

어야 한다[6]. 

본 논문에서는 MICS 역 ISM 역에서 동작

하는 계기용 안테나를 제안하 다. 제안된 안테나

는 ZOR 구조를 용하여 칩 인덕터를 사용함으로써

그 크기를 소형화하 고, 기 의 윗면에만 패턴을

구성함으로써 안테나 제작상의 용이성을 갖추었다. 

한, 인체의 특성을 고려하기 하여 FCC 에서 제

시되어 있는 MICS 역과 ISM 역 인체 팬텀의 매

질 정보(비유 율 도 율)를 이용하여 팬텀[7]
을

제작하고, 안테나를 팬텀에 부착하여 ANSYS 사의

HFSS[8]
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측정을 통해 검증하 다.

Ⅱ. 안테나 설계 

그림 1(a)은 제안된 인체 부착형 계기용 안테나

의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된 안테나는 ISM 역의

특성은 loop 안테나에 의해 구 되며, loop 안테나와

차 공진기의 용량성 결합에 의해서 MICS 역에

서 동작하게 된다. 지 면을 포함하여 안테나가 차

지하는 크기는 30 mm×18 mm로 소형화된 크기를 가

지므로 인체 부착형 계기용 안테나로 사용될 수

있다. 안테나 설계에 사용된 기 은 비유 율 10를

가지고 두께가 1.57 mm인 Taconic CER-10 기 으로

서, 안테나는 50 Ω 동축 이블을 이용하여 하

다. 인체 근거리장에서 안테나 성능에 한 인체

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시뮬 이션은 FCC에서

(a)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a) Structure of the proposed antenna

(b) 시뮬 이션 환경의 구성

(b) Setup of the simulation environment

그림 1.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Fig. 1. Geometry of the proposed antenna.

 

제시하는 비유 율과 도 율을 갖는 인체 팬텀을 사

용하여 진행하 으며, 시뮬 이션 환경은 그림1(b)

에 간단히 도시하 다. 사용된 인체 팬텀은 크기 70 

mm×80 mm×150 mm로서 MICS 역에서 56.7과

0.94 S/m의 비유 율과 도 율 값을 갖고, ISM 역

에서는 52.7과 1.95 S/m의 값을 가지며, 실제 응용 분

야 용 시에 필요하게 될 단말기 이스의 두께 등

을 고려하여 안테나는 팬텀에서 5 mm 이격시켜

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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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자유 공간에서 목표 성능에 맞추어

설계한 안테나를 인체 팬텀 에 올려서 시뮬 이션

을 수행해 보면 산란 라미터 등의 주 수 특성이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유 공간에서 설계한 본

논문의 안테나를 인체 팬텀 에 올린 후, 라메트

릭 해석을 수행하여 최 화된 변수 값을 얻어내었

다. Loop 안테나의 경우는 L1과 L2의 길이 조 을 통

해서 동작 주 수를 맞출 수 있으며, 차 공진 안테

나의 경우는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인 칩 인덕

터 Lc값과 차 공진기와 지면 사이의 간격 d에

한 해석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이 두 가지

라미터는 차 공진 주 수를 결정짓는 식 (1)의

두 가지 변수와도 연 이 있다[9]. 칩 인덕터 값을 조

함으로써 값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간격 d를 조

함으로써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1)

(a) 다양한 Chip inductor값에 따른  특성

(a)  characteristics for various chip inductor values

(b) d값 변화에 따른  특성

(b)  characteristics for various d values

그림 2.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특성

Fig. 2.  characteristics for various design parame-

ters.

표 1. 제안된 안테나의 최 화된 설계 변수

Table 1. Optimized design parameters.

L1 L2 W1 W2 d Lc

18 mm 13 mm 10 mm 5 mm 8 mm 100 nH

그림 2(a)에서는 칩 인덕터 값이 커질수록 동작주

수가 낮아지며, 그림 2(b)에서는 d값이 작아질수록

동작 주 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라메트릭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 화 된 변수를 추출하 고, 그에 한 결과는 다

음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림 3(a)는 최 의 안테나 설계 변수 값에 따라

시뮬 이션을 수행한 산란 라미터 결과를 나타낸

다. 결과는 앞에 명시한 매질 정보를 갖는 팬텀 에

안테나가 5 mm 간격을 가지고 이격된 상태에서 시

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며, —10 dB 기 으로 MI-

CS 역과 ISM 역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

(a) 제안된 안테나의 산란 라미터 특성 시뮬 이션 결과

(a) Scattering parameter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an-

tenna(Simulated)

(b) MICS(403.5 MHz) 역에서의 계 벡터 분포

(b) Distribution of the electric field vector at MICS(403.5 

MHz) band

그림 3. 제안된 안테나의 시뮬 이션 결과

Fig. 3. Simulated results of the propos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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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작된 안테나

Fig. 4. The fabricated antenna.

  

다. 그림 3(b)에는 인체 근거리에서도 차 공진기가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기 해서 MICS 역

(403.5 MHz) 주 수에서 차 공진기의 계 벡터

분포를 나타내었다. 공진기 체에 걸쳐 동 상의

계 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차 공진을

검증하 다. 

Ⅲ. 안테나  결과  

그림 4는 제작한 안테나의 사진이며, 기 을 포함

한 체 크기는 30 mm×18 mm×1.57 mm로 제작되었

다. 측정시 사용한 인체 팬텀은 크기 70 mm×80 mm 

×150 mm로서, 매질 정보는 MICS 역에서 비유

율 56.1과 도 율 0.43 S/m, ISM 역에서는 비유

율 51.4와 도 율 1.08 S/m이다. 시뮬 이션과 마찬

가지로 제작된 팬텀과 안테나 간의 이격 거리는 5 

mm로 고정하 다.

안테나의 산란 특성에 한 시뮬 이션 결과와

함께 측정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측정은

Agilent사의 Vector Network Analyzer 8753ES를 이용

하 고, 측정 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가 유사한 값

을 가지며, —10 dB를 기 으로 반사 손실 역폭은

400～405 MHz(5 MHz)와 2.39～2.49 GHz(100 MHz)

으로, MICS(402～405 MHz) 역과 ISM(2.4～2.48  

GHz) 역에서 역폭 특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ISM 역에서 산란 라미터의 시뮬

이션 결과보다 측정 결과의 역폭이 더 넓은 것

은 팬텀 제작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보여

진다.

그림 5. 산란 라미터 특성의 계산치와 측정치 비교

Fig. 5. Comparison of the and simulated measured S- 

parameter characteristics.

 

그림 6은 실제 제작된 이 역 안테나를 인체

팬텀 에 치시켰을 때의 방사 패턴 측정 결과를

(a) MICS 역(403.5 MHz)에서의 방사 패턴

(a) Measured radiation pattern at 403.5 MHz

(b) ISM 역(2.45 GHz)에서의 방사 패턴

(b) Measured radiation pattern at 2.45 GHz

그림 6. 각 역에서 측정된 방사 패턴

Fig. 6. Measured radiation patterns at MICS and ISM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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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그림 6(a)는 MICS 역(403.5 MHz)

에서의 2-D 방사 패턴으로서, 최 이득은 —28.53 

dBi이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MICS 역 이식형 안

테나들의 일반 인 원거리장 이득은 약 —30 dBi이

며[10],[1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의 원거리장 최

이득값은 —28.53 dBi이므로 해당 통신에 활용되

기에 하다. 그림 6(b)는 ISM 역(2.45 GHz)에서

의 방사 패턴이며, 최 이득 값은 몸의 수직 바깥

방향인 z축 방향으로 3.85 dBi를 갖는 것을 볼 수 있

고, 이는 단말기에서 외부로 통신이 가능함을 의미

하므로, 계기용 안테나로 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무반향 챔버에서 측정한 결과, 제안된 안테나가 인

체 팬텀에 부착되었을 때, 403.5 MHz, 2.45 GHz에서

방사 효율은 각각 0.28 %와 79.5 %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WBAN 환경에서의 인체 부착형

이 역 계기용 안테나를 제안하 다. 제안된

안테나는 차 공진 안테나와 loop 안테나로 구성되

어 있으며, 착용 가능한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제안된 안테나는 MICS(402～405 MHz)와 ISM 

(2.4～2.48 GHz) 역에서의 10 dB 반사 손실 역폭

을 만족한다. 안테나의 사이즈는 30 mm×18 mm× 

1.57 mm의 값을 가지므로 인체에 착용하기에 합

하며, 한 제안된 안테나는 기 의 윗면에만 패턴

이 인쇄되는 구조이므로 제작에도 용이함을 가진다. 

최 이득은 MICS 역에서 —28.53 dBi와 ISM 

역에서 3.85 dBi로서 각각 근거리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인

체부착형 이 역 계기용 안테나로서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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