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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시스템은 의
료용, 상업용,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휴대용 단말기가 스마트 시계나 스마트 안경과 같

은 다양한 형태의 착용형 기기로 발전함에 따라 그 관심

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1],[2]. WBAN 통신환경은 송신기와
수신기의 위치에 따라 in-body와 on-body, off-body로 구분

할 수 있다[3]. 각각의 다른 위치에서 동작하는 송․수신
기는 원활한 무선통신을 위해 송․수신기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방사패턴을 갖는 안테나가 요구된다[4],[5]. 예를 들
면, 인체 착용형 기기와인체외부에놓인 기기 간의원활
한 통신 링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향성 방사패

턴을 갖는 안테나가 요구되며, 인체 부착형 기기 간의 원
활한 통신 링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체 표면에서 수

직 모노폴과 같은 방사패턴을 갖는 인체 표면 지향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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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직 모노폴 방사 패턴을 갖는 인체표면 간 통신을 위한 평면형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3개의 split-ring 구조를 사용하여 모노폴과 같은 표면지향성 방사특성을 가지며, 인체착용 환경을 고려하여 저자세를 갖
도록 설계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5.8 GHz ISM 대역(5.725～5.875 GHz)에서 0.29 λ0×0.29 λ0×0.008 λ0의 크기를 갖는

다. 인체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2/3 근육-등가 반고체형 모의인체를 제작 및 사용하였으며, 제안된 안테나는 반고체형
모의인체 위에서 280 MHz(5.68～5.96 GHz)의 10-dB 반사손실 대역폭을 갖고, 1.96 dBi의 최대 이득을 갖는다.  

Abstract

In this paper, a planar antenna with monopole-like radiation pattern for on-body communications is proposed. The proposed antenna 
consists of three split-rings(SR) to generate a monopole-like radiation characteristic. To account for the on-body application, the proposed 
antenna is designed to have a low-profile. The antenna has an overall dimensions of 0.29 λ0×0.29 λ0×0.008 λ0 at 5.8 GHz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ISM) band(5.725～5.875 GHz). To verify the body effect, a two-thirds muscle equivalent semi solid phantom 
is fabricated and used to measure the antenna performance. The 10-dB return loss bandwidth is 280 MHz(5.68～5.96 GHz) and the 
measured peak gain is 1.91 d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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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 필요하다[6]. 하지만 인체 표면과 수직한 모노폴 안
테나는λ0/4의 높은 높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체 부
착형 기기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체 표면간 통신
을 위한 인체 부착형 기기는 모노폴과 같은 방사패턴을

가짐과 동시에 저자세를 갖는 안테나가 요구된다[7],[8]. 최
근 수직한 모노폴과 같은 방사패턴을 얻기 위해 저자세

를 갖는 안테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9]～[19]. 
유전체를 이용하여 표면 전파를 만들기 위해 DRA(Die-
lectric Resonator Antenna)와 h-HDRA(half-Hemispherical Die-
lectric Resonator Antenna)가 제안되었으나, 20 mm의 높은
높이로 인해 인체 착용형 기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1],[12]. 안테나의 소형화를 위해서 메타 구조를 이용
한 CRLH 0차 공진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높이
가 3 mm(0.024 λ0 at 2.4 GHz)로 저자세를 요구하는 인체
부착형 기기에는 부적합하다[13]～[15]. TM41 고차 모드를 이

용한 반원-링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또한, 3.15 
mm(0.025 λ0 at 2.4 GHz)로 여전히 안테나의 수직 크기가
크다[16],[17]. 표면 전파를 발생시키면서도 높이가 낮은 안
테나를 위해 EBG(Electromagnetic Band-Gap) 구조를 사용
한 안테나가 제안되었다[18],[19]. 하지만 제안된 안테나들은
주기 구조를 갖기 때문에 큰 수평 크기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SR(split-ring) 구조를 이용한 수직 모노

폴 방사패턴을 갖는 인체표면 통신용 평면형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안테나는 0.4 mm(0.008 λ0 at 5.8 GHz)
의 저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모노폴과 같은 방사패턴을

갖도록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안테나는 5.8 GHz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대역에서 동작하며, 
모의실험과 제작 및 측정을 통하여 제안된 안테나의 동

작 특성을 분석하였고, 인체의 영향으로 인한 안테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2/3 근육-등가 반고체형 모의인체
를 제작하고, 안테나를 모의인체 위에 부착시켜 실제 환
경에서의 안테나 특성을 검증하였다. 안테나 설계 및 인
체 효과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분석을 위한 모의실험 결

과는 SEMCAD X와 HFSS를 통해 얻었다[20],[21].

Ⅱ. 안테나 설계 및 모의실험

그림 1은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된 안
테나는 15 mm×15 mm×0.4 mm(0.29 λ0×0.29 λ0×0.008 λ0 

그림 1.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Fig. 1. Geometry of the proposed antenna.
 
at 5.8 GHz)의 크기를 가지며, 기판은 FR-4 Epoxy(εr=4.4, 
tanδ=0.02) 기판 위에 설계하였고, lumped port를 사용하여
급전하였다. 기판 윗면에는 외경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3 
mm(SR1), 4.3 mm(SR2), 5.3 mm(SR3)인 3개의 SR로 구성
되어 있다. 제안된 안테나는 다이폴을 구부린 것 같은 형
태를 취하게 하여 루프 안테나처럼 수평면에서 전방향성

과 같은 방사패턴 특성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SR3의 반
지름 5.3 mm는 루프 안테나의 공진길이(1 λg)에 근거하
여 결정되었다. SR3의 반지름이 5.3 mm일 때 원주길이가
3.28 mm(1.09 λg at 5.8 GHz)이므로 루프 안테나의 공진
길이와 유사하였다. SR1과 SR2의 반지름은 임피던스 매
칭을 위한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각각 3 mm, 4.3 mm로
결정하였다. 
그림 2는 모의인체를 이용한 제안된 안테나의 모의실

험 환경을 보여준다. 인체 착용형 기기의 케이스 두께를
고려하여 제안된 안테나는 200 mm×200 mm×70 mm의
2/3 근육-등가모의인체(εr=32.66, σ=3.47 S/m at 5.8 GHz)
의 표면으로부터 15 mm 위에 위치시켜 모의실험을 수행
하였다[22],[23].
그림 3은 모의인체 위에 위치한 안테나의 SR2의 유․

무에 따른 모의실험을 통한 입력 임피던스 특성 비교를

나타낸다. 안테나에 SR2를 삽입하기 전에는 5.8 GHz에서
임피던스의 실수부는 34.5 Ω이고, SR2를 삽입했을 때 증
가하는 저항 성분에 의해 실수부가 50 Ω으로 증가하여
임피던스매칭특성이개선되었다. 길이보상에따른인덕
턴스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0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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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의인체를 이용한 제안된 안테나의 모의실험 환경
Fig. 2. Simulation setup for the proposed antenna on a ph-

antom.
 

그림 3. SR2의 유무에 따른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 특

성 비교

Fig. 3. Comparison between simulated input impedance cha-
racteristic of the proposed antenna with SR2 and 
that without SR2.

 

깝게 증가하여 공진을 일으키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는 SR의 각 간격 G의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특

성을 보여준다. G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주파수가 상향
하였다. G의 간격이 0.5 mm일 때 제안된 안테나의 10-dB 
반사손실 대역폭은 5.8 GHz ISM 대역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SR1의 길이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특성을 보

여준다. SR1의 길이가 1.54 mm까지 증가함에 따라 매칭

특성이 개선되었지만, 1.54 mm 이후에는 매칭 특성이 악

그림 4. G의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특성
Fig. 4. Return loss characteristic for various G.
 

그림 5. SR1의 길이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특성
Fig. 5. Return loss characteristic for various outer radius of 

SR1.
 
화되었다. 최적 매칭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SR1의 길이
를 1.54 mm로 결정하였다.
그림 6은 SR3의 길이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특성을 보

여준다. 제안된 안테나의 SR3의 외경 반지름이 커질수록
공진 주파수가 하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R3가 5.3 
mm 일 때 제안된 안테나는 5.8 GHz ISM 대역이 요구하
는 10-dB 반사손실 대역폭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공진주파수(5.8 GHz)에서 모의인체 위에 놓

인 안테나의 표면 전류 분포를 나타낸다. 안테나가 공진
시, 전류가 SR3에 집중되는 것을 통해 SR3가 방사체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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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R3의 길이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특성
Fig. 6. Return loss characteristic for various outer radius of 

SR3.
 

그림 7. 제안된 안테나의 전류 분포(@ 5.8 GHz) 
Fig. 7. Current distribution of the antenna at 5.8 GHz.
 

그림 8은 제안된 안테나의 모의실험에 의한 E-평면 방
사패턴을 나타낸다. 제안된 안테나는 수평면에서 Eϕ 편파
가 co-polarization임을 확인할 수 있고, cross-polarization과
17 dBi 이상 크기 차이가 난다. Eϕ 편파 방사특성을 갖는
안테나는 Eθ 편파 방사특성을 갖는 안테나보다 기판의

높이에 대한 영향이 작기 때문에 기판의 높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9는 기판 높이의변화에따른반사손실특성을 나

타낸다. 기판의 높이가 높을수록 주파수가 하향 천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체 착용형 기기에서 저자세를 갖
기 위해 기판의 높이를 0.4 mm로 낮게 설계하였다. 
그림 10은 제안된 안테나가 자유공간에 있을 때와 모

의 인체 표면으로부터 15 mm 위에 놓여있을때의모의실

그림 8. 5.8 GHz에서 안테나의 모의실험에 의한 E-평면 방
사패턴

Fig. 8. Simulated radiation patterns of the proposed antenna 
in E-plane at 5.8 GHz.

 

그림 9. 기판 높이의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특성
Fig. 9. Return loss characteristic for various substrate height h.

 

험된 반사손실 특성의 비교를 나타낸다. 자유공간과 모의
인체 위에서 공진주파수의 변동이 크지 않는 것은 그림

17에서 제안된 안테나의 모의실험된 방사패턴이 인체표
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직접적인 방사 빔이 형성되지 않

고, z축으로 빔의 null이 존재하여 인체로부터 안테나가
받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다[6].
그림 11은 모의실험에 의한 안테나의 최대이득과 방사

효율을 보여준다. 5.8 GHz ISM 대역에서 자유공간 방사
효율은 67.8～68.6 %이고, 모의인체 위에서 방사효율은
56.1～56.6 %를 갖는다. 또한, 자유공간 최대이득은 0.61 



수직 모노폴 방사패턴을 갖는 인체표면 통신용 평면형 안테나 설계

369

그림 10. 제안된 안테나가 자유공간과 모의인체 위에 위
치할 때의 반사손실 특성 비교

Fig. 10. Comparison of simulated return loss characteristic 
of the proposed antenna in free space and on the 
phantom.

 

그림 11. 모의실험에 의한 최대이득 및 방사효율
Fig. 11. Simulated peak gain and radiation efficiency.

  
～2.03 dBi이고, 모의인체 위에서 최대이득은 3.85～4.74 
dBi를 갖는다. 방사효율은 자유공간보다 모의인체 위에
서 약 12 % 감소하였지만, 모의인체에 의한 반사효과에
의해 최대이득은 자유공간보다 모의인체 위에서 평균 2.8 
dB 증가하였다.
그림 2에서 모의실험에 사용되었던 직육면체의 모의인

체는 모든 주파수에서 하나의 전기적 상수를 갖는다. 그
러나 실제 인체는 주파수에 따라 유전상수 및 도전율이

변하는 분산(dispersive) 매질 특성을 가지며, 수많은 조직
의 전기적 상수가 서로 상이하다. 그러므로 분산(disper- 
sive) 매질 특성을 갖는 실제 인체를 고려한 모의실험을

(a) xz-평면 (b) xy-평면
(a) xz-plane                     (b) xy-plane

(c) yz-평면
(c) yz-plane

그림 12. Duke 인체 모델을 이용한 제안된 안테나의 방

사패턴 특성

Fig. 12. Radiation patterns of the proposed antenna with 
the Duke model. 

  
위해 그림 12와 같이 duke 인체 모델을 사용하여 제안된
안테나의 방사특성을 확인하였다[24]. 제안된 안테나는 du-
ke 인체 모델의 오른쪽 흉부 표면으로부터 15 mm 위에
위치시켰다. 5.8 GHz에서 duke 인체 모델을 사용한 방사
패턴은 직육면체 모양의 모의인체를 사용한 방사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안된 안테나
가 인체 표면간 통신을 위해 모노폴과 같은 방사성을 갖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duke 모델을 이용한 제안된 안테나의 평균

SAR(Specific Absorption Rate)의 분포를 보여준다. 모의실
험에서 입력전력이 1 W일 때 제안된 안테나는 2.95 W/kg
의 SAR 값을 갖는다. 제안된 안테나를 인체 착용형 기기
에 적용하기 위해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
tute)에서 제시한 1.6 W/kg의 SAR 허용 규제를 만족해야
한다[25]. 이를 위해서 제안된 안테나가 최대 542 mW 이하
의 입력전력을 갖는다면 인체 통신에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Ⅲ. 제작 및 측정 결과

그림 14와 그림 15는 제안된 안테나와 모의인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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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13. Duke 인체 모델을 이용한 제안된 안테나의 평균
SAR 분포(입력전력 1 W): (a) 전면도, (b) 최대
SAR 값을 갖는 점을 포함하는 xy-단면, (c) 최대
SAR 값을 갖는 점을 포함하는 yz-단면(최대 SAR 
값: 2.95 W/kg)

Fig. 13. Simulated average SAR distribution of the propo-
sed antenna with the Duke model(decibel-normali-
zed to the peak SAR; input power: 1 W): (a) top 
view, (b) xy-plane contained a point of the peak 
SAR value, (c) yz-plane contained a point of the 
peak SAR value(peak SAR: 2.95 W/kg).

 

그림 14. 제작된 안테나
Fig. 14. Fabricated antenna.
 
제품 사진과 측정 환경을 보여준다. 모의실험과 동일한
크기와 전기적 상수를 갖는 2/3 근육-등가 반고체형 모의
인체를 제작하였다. 안테나와 모의인체 사이에 15 mm의

그림 15. 제작된 모의인체와 측정 환경
Fig. 15. Measurement setup.
  

그림 16. 제안된 안테나가 모의인체 위에 있을 때의 모

의실험과 측정에 의한 반사 손실 특성

Fig. 16. Simulated and measured return loss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antenna on the phantom.

 

이격을 위해 스티로폼(εr=1.3)을 spacer로 사용하였다.
그림 16은 제안된 안테나가 모의인체 위에 있을 때 모

의실험과 측정에 의한 반사손실 특성을 보여준다. 모의실
험과 측정결과가 비교적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모의인체
위에서 측정된 안테나의 10-dB 반사손실 대역폭은 280 
MHz(5.68～5.96 GHz)로 5.8 GHz ISM 대역을 모두 만족
한다.
그림 17은 모의인체 위에 위치한 제안된 안테나의 모

의실험과 측정에 의한 방사패턴이다. 측정된 방사패턴이
모의실험된 방사패턴보다 후방방사가 증가한 이유는 제

작 과정에서 측정에 용이하도록 리지드 케이블을 사용하

였으나, 모의실험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 인한 측정 오차로 사료된다. 그러나 제안된 안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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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모의인체 위에 위치한 제안된 안테나의 모의실
험과 측정에 의한 방사패턴

Fig. 17. Simulated and measured radiation patterns of the pro-
posed antenna on the phantom.

 

표 1. 제안된 안테나와 기존 표면 전파 안테나들의 크기

비교

Table 1. Size comparison of the proposed antenna and the 
previous surface wave antennas.

참고문헌  크기
[10] 0.3 λ0×0.49 λ0×0.014 λ0(at 5.8 GHz)
[11] 0.23 λ0×0.23 λ0×0.23 λ0(at 3.5 GHz)
[14] 1.2 λ0×1.2 λ0×0.04 λ0(at 2.4 GHz)
[16] 0.25 λ0×0.46 λ0×0.025 λ0(at 2.45 GHz) 
[18] 1.1 λ0×1.1 λ0×0.016 λ0(at 2.45 GHz) 

제안된 안테나 0.29 λ0×0.29 λ0×0.008 λ0(at 5.8 GHz)

모노폴과 같이 모의인체 평면에 수직 방향(θ=0°)으로 최
소 방사세기를 갖고 모의인체 평면에 근접한 방향(θ= 
60°)으로 최대 방사 세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
정을 통한 안테나의 최대 이득은 1.91 dBi이다.
표 1은 제안된 안테나와 참고문헌의 안테나 크기 비교

를 나타낸다. 제안된 안테나는 기존 안테나의 크기보다
최소 67.3 %, 최대 98.8 % 소형화되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직 모노폴과 같은 방사패턴을 갖는

인체표면 통신용 평면형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
테나는 인접한 세 개의 SR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구조는 커플링 급전를 위한 구조(SR1)와 임피던스 매칭
(SR2), 방사체(SR3)로 설계되었다. 측정된 10-dB 반사손
실 대역폭은 280 MHz로 5.8 GHz ISM 대역(5.725～5.875 
GHz)을 만족한다. 제안된 안테나는 효율적인 인체 표면
간의 통신을 위해 모노폴과 같은 방사특성을 가짐과 동

시에 저자세로 설계되었다(0.4 mm ; 0.008 λ0). 위와 같은
성능으로부터 제안된 수직 모노폴과 같은 방사패턴을 갖

는 인체표면 통신용 평면형 안테나는 WBAN의 인체표면
간 통신을 위한 안테나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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