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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AN Off-Body 채 에서 안테나 편 의 향 분석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 of Antenna Polarization 

in WBAN Off-Body Channel 

재 ․안병직․ 우․최재훈

Jaesung Jeon․Byoungjik Ahn․Sunwoo Kim․Jaehoon Choi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체 통신 off-body 채 에서 안테나 편 의 변화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한 실험

을 수행하 다. 실험은 두 수신 안테나의 편 조합에 따라 총 4가지로 나 었으며, Line-of-Sight(LOS)와 Non- 

LOS(NLOS)에 따른 향도조사하 다. 그리고인체의 움직임으로인하여 생기는안테나 편 의 변화가 신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인체를 정지한 상태와 움직이는 상태로 나 어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해 수신 안테나의 편 두 수신 안테나의 편 조합에 따른 성능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antenna polarization in Wireless Body Area Network(WBAN) off-body channel. 

The polarizations of antenna are divided into four combinations regarding Line-of-Sight(LOS) and Non-LOS(NLOS) 

environment. The human body keeps both still standing and moving to show that the impact of the polarization to 

signal. This paper confirms the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polarization of receiver antenna and the combination 

of the polarizations on the off-body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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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무선 인체 통신(WBAN)은 인체 내외부의 노드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 인체를 심으로 3 m 내외의 거

리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네트워크로 최근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1]. WBAN 통신은 센서

를 부착하거나 삼키는 형태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용과 멀티미디어 기기와 무선으로 통

신하는 비 의료용으로 구분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체의 생채 신호 달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비

의료 분야에 비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반면, 비

의료 분야에서는 고속의 데이터 송이 요구된다
[2],[3]. 인체 통신은 기존의 통신과 달리 인체 내부나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므로, 높은 유 율과 도율 특

성을 지니는 체내 매질, 인체의 자세나 움직임 등 다

양한 향들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한다.

과거 WBAN 련 연구는 채 특성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통신 성능을 높이거나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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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이는 등의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

이다
[4],[5]. Multiple-input multiple-output(MIMO) 시스

템을 구성하는 방법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6],[7]. MIMO는 다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다이

버시티 이득과 채 용량을 기존 시스템보다 증가시

키는 기술로, 역폭을 늘리지 않고도 채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8], [9]에서는 MIMO 기

술을 WBAN 연구에 용하여 인체나 의류에 다

안테나를 부착하고, 인체의 움직임이나 안테나의 부

착 치에 따른 채 의 변화 등이 연구 에 있다. 

하지만 다 안테나에서 안테나의 편 를 다르게

함으로써 편 다이버시티를 얻는 방법에 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Off-body 통신에서 인체의 움직

임은 다양한 통신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에, 안테나

의 편 에 따라 성능 변화 편 다이버시티를 이

용한 채 용량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편 에 따라 조합을 나

고, 각각의 조합에 따른 통신 성능을 비교하여 분석

하 다. 편 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송신 안테

나는 인체 외부에 지면과 수직으로 고정하 으며, 

수신 안테나는 인체의 귀에 부착하여 편 만을 변

화시켜 외부 기기와 헤드셋(headset) 안테나 간의 통

신을 고려하 다.

Ⅱ. 안 나 능 및 실험 조건 

인체 통신에서 안테나의 편 에 따른 향과 편

다이버시티를 조사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측정

환경을 구성하 다. 신호 발생기에서 2.45 GHz 

역 신호를 1 mW의 력으로 송신하고, Rohde & 

Schwarz사의 ZVB20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NA)를

사용하여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 다. 2.45 GHz 

역을 사용한 이유는 비의료용 주 수 역인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역에 속하기 때

그림 1. 실험 세 과 안테나의 치

Fig. 1. Experiment setup and off-body antenna loca-

tions.

그림 2.  반사 손실 계수 측정값

Fig. 2. Measured  return loss coefficient.

 

문이다. 실험은 다 경로 신호의 향을 받는 실제

환경을 고려하기 해 실내에서 측정하 지만, 안정

인 채 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외부 물체의 움

직임은 없도록 유지하 다. 인체와 인체 외부 간 채

측정을 해 송신 안테나는 외부에 고정하 으

며, 수신 안테나는 인체 귀에 부착하고 편 를 변화

시켰다. 송수신 안테나 모두 기존에 사용한 2.45 

GHz 역에서 안정 으로 동작하는 패치형 안테나

로 실내 환경에서 측정한 의 값을 그림 2에 나타

내었다. Free space인 경우는 자유공간에서 측정한

안테나의 반사 손실이다. 귀에 수신 안테나를 부착

했을 경우, 패치형 안테나의 매칭(matching)으로 인

하여 내부 반사량이 작아졌다. 귀에 부착하고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사용하는 역폭인 2.45 GHz에

서 안테나에서 오른쪽 귀에 부착한 경우가 왼쪽 귀

에 부착했을 경우보다 반사 손실 값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8],[9].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거리는 2 m이고, 수

신 안테나는 그림 1과 같이 양쪽 귀에 부착하 다. 

송신 안테나의 높이는 인체의 귀의 높이와 일치시켜

아래의 각 경우에 해 측정하 다. 분석은 인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 어 수행하

으며,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1 ,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10 동안 총 1,601개의 데이터를 측

정하 다. 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 각 측정에

해 세 번 반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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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테나의 편

Fig. 3. Polarization of antenna.

 

표 1. 안테나 편 조합

Table 1. Combinations of antenna polarization.

조합 편 (좌측 귀) 편 (우측 귀)

1 V V

2 V H

3 H V

4 H H
 

피실험자는 20 반 남자이며, 안테나의 편 가

수신 신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 측

정마다 웠다가 앉는 동작을 수행하 다. 한, 그

림 1과 같이 인체를 치시켜 편 의 변화와 함께

LOS와 NLOS가 미치는 향도 확인하 다. 수신 안

테나 부착 치는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구분하여

측정하 다. 그림 3과 표 1은 본 논문에서 수행한 안

테나의 편 와 편 의 조합을 나타내었다. 편 를

지면과의 계에 따라 수평(H: Horizontal)과 수직(V: 

Vertical)으로 나 어 총 4개의 편 조합으로 구분하

으며, 조합 1과 4의 경우는 단일 편 (single pola-

rization)이고, 조합 2와 3의 경우는 복합 편 (hybrid 

polarization) 조합이다.

Ⅲ. SIMO WBAN 시스템 분

본 장에서는 1×2 single input multiple output(SIMO)

에서 송수신 안테나간 편 의 정렬 상태에 따른 수

신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채 용량을 계

산하 다.

일반 으로  개의 송신 안테나와 개의 수신

안테나가 존재하는 MIMO 채 에서, 송수신 안테나

사이의 입출력 계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10],[11].
 

 (1)
 

는 크기가 ×인 수신 벡터이고, 는 크기

가 ×  송신 벡터이며, 은 평균이 0인 복소수

가우시안 잡음 벡터이고, 복소수 채 행렬 는

×  크기를 갖는다.

시스템이 ×  SIMO 채 일 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1]. 

 















⋮

⋮
 (2)

 

단일 송신 안테나와 번째 수신 안테나 사이의 복

소수 채 이득 는 VNA를 통해 각 부채 의 복

소수 압 이득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에

서 얻은 채 행렬 를 통해 역 에르고딕(er-

godic) 채 용량을 계산하 으며, SIMO 시스템일

때 채 용량 공식은 다음과 같다
[12],[13].

 

  log
   bpsHz 

(3)
 

여기서  은 평균 수신 SNR이며, 는 수

신 안테나에서 얻은수신 신호의 력, 은 잡음 

의 력이다. SNR은 측정한 수신 신호의 세기를 이

용하여 구하 으며, 평균을 취해 을 얻었다. 실험

을 통해 구한 noise floor는 —90 dBm이었다. 

표 화 된 복소수 압 이득 행렬 는 를 표

화 과정을 통해 얻었다. 다음 식 (4)는 압 이득 행

렬이 로베니우스 놈(Frobenius norm)으로 표 화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6],[14],[15].
 

･∥∥



(4)
 

표 화는 다 안테나 시스템에서 각 안테나마다

다르게 얻어지는 경로 손실에 계없이 채 의 실제

향을 보기 해서 수행하 다.

다음 에서는 각 실험을 통해 얻은 채 정보를

사용하여 안테나의 편 조합과 인체의 움직임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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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신 신호의 평균과 표 편차(움직임 없는 경우)

Table 2.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received sig-

nal(no movement).

조합 안테나 치 (dB) (dB)

1
왼쪽(V) —47.13 0.01

오른쪽(V) —44.73 0.015

2
왼쪽(V) —46.88 0.01

오른쪽(H) —49.9 0.05

3
왼쪽(H) —55.62 0.3

오른쪽(V) —45.14 0.017

4
왼쪽(H) —55.29 0.17

오른쪽(H) —49.44 0.06

부에 따라 식 (3)을 사용하여 [1×2] SIMO 시스템에

서의 신호 세기와 채 용량을 분석하 다.

3-1 지  채  있는 상태일 때 Off-Body 채

 분  

                  (a) Case 1: Left(V) + Right(V)                            (b) Case 2: Left(V) + Right(H)  

                  (c) Case 3: Left(H) + Right(V)                            (d) Case 4: Left(H) + Right(H)  

그림 4. 각 조합별 시간에 따른 수신 신호 세기

Fig. 4. Received power for each combination. 

그림 4와 그림 5는 안테나 편 에 따른 조합별 안

테나의 수신 신호 세기와 채 용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표 2는 각 조합에 따른 수신 신호 세기의 평

균과 표 편차를 비교한 결과이다. 평균 으로 수

신되는 신호의 세기는 —55.62 dB에서 —44.73 dB 

사이의 값을 갖는다. 

단일 편 의 경우인 조합 1과 4를 보면 왼쪽과 오

른쪽의 수신 안테나가 송신 안테나와 편 가 같은

조합 1의경우, 편 가다른조합 4에 비하여각각약

8 dB, 4 dB 정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4의 조합 1을 보면 왼쪽 안테나와 오른쪽 안테나의

수신 신호의 세기가 인체의 비 칭성 실내의 다

경로의 향으로 인하여 약 2 dB 정도 성능 차이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의 (a)

와 (d)를 통해 수직 편 에서 수평 편 로 바 면서

오른쪽의 안테나의 수신 신호의 세기는 약 4 dB 떨

어진 반면, 왼쪽 안테나의 수신 신호의 세기는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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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조합별 채 용량(움직임 없음)    

Fig. 5. Channel capacity for different combinations(no 

movement).

 

dB 떨어진 것으로 보아 왼쪽의 안테나가 편 에

해 더 크게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합 편 인 조합 2와 3의 경우, 수신 안테나의

편 가 송신 안테나의 편 (vertical)와 일치할 때 수

신 신호의 세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합 2의

경우는 왼쪽에 부착한 수신 안테나(vertical)가 오른

쪽에 부착한 수신 안테나(horizontal)에 비하여 약 3 

dB의 차이가 나며, 조합 3의 경우는 오른쪽에 부착

한 수신 안테나(vertical)가 왼쪽에 부착한 수신 안테

나(horizontal)에 비하여 약 10 dB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그림 4의 (b)와 (c)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각 편 의 조합에 한 채 용량을 분

석한 것이다. 안테나의 편 조합 에서 송신 안테

나와 같은 편 를 갖는 조합 1의 경우가 가장 큰 채

용량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송신

안테나와 두 개의 수신 안테나 모두 다른 편 를 갖

는 조합 4의 경우가 가장 작은 채 용량을 갖는 것

을 보인다. 복합 편 조합인 조합 2와 3의 경우에는

수신 신호의 세기가 큰 오른쪽 안테나의 편 가 송

신 안테나의 편 와 같은 경우인 조합 3의 경우가

상 으로 수신 신호의 세기가 작은 왼쪽 안테나의

편 가 송신 안테나와 같은 조합 2의 경우에 비하여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 결과를 통하여 좌우의 수신 신호 세기의 차

이와 안테나의 편 가 수신 신호 성능에 상당한

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수신 신호 출력의 평균과 표 편차(움직임

고려)

Table 3.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received sig-

nal(considering movement).

조합 안테나 치 (dB) (dB)

1
왼쪽(V) —61.70 36.45

오른쪽(V) —52.82 35.94

2
왼쪽(V) —62.06 33.97

오른쪽(H) —51.36 53.74

3
왼쪽(H) —61.87 31.19

오른쪽(V) —51.27 30.29

4
왼쪽(H) —61.82 27.10

오른쪽(H) —51.24 56.22

3-2 누웠다 일어나는 동작 상태일 때 Off-Body 

채  분

인체가 움직이는 경우, 수신 안테나의 편 가 변

하므로 수신하는 신호의 세기 채 용량에 변화

가 있는 것을 그림 6과 그림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한, 표 3은 그 때의 수신 신호의 세기의 평균과

표 편차을 나타내었다. 인체의 움직임의 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받는 수신 신호의 세기가 달라지므로

표 2의 표 편차와 비교할 때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에 부착된 수신 안테나의 경우, 송신 안테

나와 LOS가 보장되는 상황이다. 그림 6의 조합 2와

3을 보면 3 에서 8 사이에는 원래의 수신 안테

나의 편 가 반 로 바 는 시간 역으로 그 때 송

신 안테나의 편 와 같은 편 를 갖는 조합 2와 4의

경우가 신호 세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6의 조합 1과 조합 3을 볼 때 조합 1과 3의 경

우, 동일한 시간 에 송신 안테나와의 편 가반 이

므로 수신 신호의 세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 로 왼쪽에 부착된 수신 안테나의 경우, 송

신 안테나와 NLOS 상황이다. NLOS 상황에서는 편

의 변화에 따라 수신 신호의 세기가 변하기는 하

지만, 그 변화가 LOS의 상황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안테나의 편 는 NLOS 

상황보다 LOS 상황에서 크게 향을 받는 것을 그

림 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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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1: Left(V) + Right(V)                            (b) Case 2: Left(V) + Right(H)  

                  (c) Case 3: Left(H) + Right(V)                            (d) Case 4: Left(H) + Right(H)  

그림 6. 움직임을 고려한 각 조합별 시간에 따른 수신 신호 세기

Fig. 6. Received power for different combinations considering movement.

그림 7. 각 조합별 채 용량(움직임 고려)       

Fig. 7. Channel capacity for different combinations(con-

sidering movement).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편 의 변화가 동일하게

변하는 단일 편 인 조합 1과 4의 경우보다 안테나

의 편 변화가 서로 다른 복합 편 를 갖는 조합 2

와 3의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그림 7의

채 용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의 반

인 경향을 보면 복합 편 를 갖는 조합 2와 3의 경

우가 단일 편 를 갖는 조합 1과 조합 4에 비하여 오

른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앞의 두 실험을 통하여 WBAN은 단

거리 통신이기 때문에 수신 신호의 크기가 인체의

움직임과 안테나의 편 의 조합에 따라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의 움직

임을 고려하여 안테나의 편 를 복합 편 를 사용함

으로써 채 용량을 높일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45 GHz 주 수 역을 사용하는

[1×2] SIMO 시스템에서 수신 안테나의 편 조합을

통하여 편 가 미치는 향과 편 의 조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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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분석하 다. 편 의 향을 확인하기 하여

실험 조합을 편 의 조합에 따라 구별하 고, 수신

된 신호의 세기 채 용량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인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송신 안테나와 같은

편 를 갖는 경우의 성능이 좋음을 확인하 고, 인

체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안테나 편 의 조합이

서로 다른 편 를 갖는 복합 편 의 경우가 서로 같

은 편 를 갖는 단일 편 의 경우보다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안테나가 LOS 상황에

서 NLOS 상황에서 보다 편 의 향을 더 받는 것

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인체의 움직

임이 있는 실제 상황에서 안테나의 편 조합과 안

테나의 치가 근거리 WBAN off-body 채 성능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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