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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Biotelemetry용 인체 이식형 안테나

A Scalp-Implantable Antenna for Wireless Biotelemetry

유 형 석*

(Hyoungsuk Yoo) 

Abstract - This paper demonstrates a scalp-implantable miniaturized antenna at the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ervice

(MICS) (402–405MHz) band. The antenna size is only 27.63 mm3(8.5 mm × 6.5 mm × 0.5 mm), which is the smallest antenna for 

the MICS band. Miniaturization is achieved by using a symmetrical serpentine shaped radiating patch and placing open-end 

slots in the ground plane. In addition, co-axial feeding is used for excitation with a shorting pin connected between the 

radiator and ground. The antenna was simulated in a homogeneous skin model and in the human scalp. An experimental 

prototype of the proposed antenna was fabricated and measured in a skin-mimicking gel. Good agreement was obtained 

between the measurement and simulation results, showing a broad bandwidth of 49 MHz (from 395 to 444 MHz) for |S11| less 

than –10 dB and a maximum gain of -42.87 dBi. This gain is higher than the previous MICS antenna with respect to antenna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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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들이 무선 시스템과 접목하여 소형 

및 의료 산업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현재 임상용으로 승

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지고 있다[1-3]. 특히 혈당

측정기, 인공망막, 두개내압모니터링 등과 같은 비교적 아주 작은 

의료장비들이 근래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소형의

료장비들의 특징은 인체 외부에 있는 시스템과 무선으로 통신하

여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체 내장형 안테나를 필요로 한다. 그

리고 이식형 안테나는 인체내부에서의 이득 손실, 구조 크기, 생

체적합성 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을 갖

는다. 게다가, 인체 내부는 20-30 여개의 다양하고 복잡한 조직

을 가지며 사람마다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인체 이식형 안테

나 제작 시 복잡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spiral 및 planar interted F 안테나 (PIFA) 구조들이 소형화 기

술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open-end slot 형태의 

접지면을 이용하여 소형화 및 광대역 효과를 가져오는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구조의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ervice (MICS)용 PIFA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방사하는 pacth의 

구조를 open-end slot과 함께 효과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MICS 

밴드 대역에서의 아주 작은 구조의 안테나를 구현하였다. 예전 

인체 이식형 안테나크기에 비해서 초소형 안테나 사이즈이며[3], 

27.63 mm3 (8.5 mm × 6.5 mm × 0.5 mm)의 크기를 갖는다. 또한 

비교적 넒은 49 MHz (395-444 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안테나 

사이즈에 비해 비교적 높은 최대 이득값인 –42.87 dBi을 가진다. 

인체 두상을 구현하기 위해여 균질한 skin model을 이용하였으

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체 흡수율(SAR)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안테나는 두개 내압모니터링을 위해서 안테

나 설계 및 SAR 분석 되었지만, 다양한 이식형 안테나에서도 그 

응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2. 본  론

2.1 Antenna Design

인체모델에서의 안테나 디자인을 위하여 SPEAG사의 SEMCAD 

X를 사용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제안된 이식형 안테나

의 구조는 patch의 경우에는 symmetry 형태이며, MICS밴드에서

의 대역폭과 높은 이득값을 구현하기 위해서 open-end slot을 

그림과 같이 디자인하였다. 정확한 디자인 파라미터는 표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생체적합성 물질인 Rogers 3010 (εr = 10.2, tan

δ=0.0035, thickness = 0.25 mm)을 substrate 및 superstrate로 

사용하였다. 그림 1(a)에서처럼 방사형 patch는 뱀모양의 구조를 

가지며 중간지점을 경계로 대칭형 구조를 가진다. 0.6 mm의 

coaxial feed를 가지며, 오른쪽에 short pin이 있다. 접지면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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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 (a) 제작된 안테나 (b) 피부 팬텀 모델을 이용한 실험 

setup

Fig. 2 In vitro measurement: (a) fabricated antenna, (b) 

measurement setup

고리 모양을 가지고 이러한 구조는 안테나 소형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a)

(b)

그림 1 제안된 안테나 모델 (a)위쪽 아래쪽 방향 모양 (b) 균일

한 피부 모델에 삽입된 안테나 측면 방향 모양

Fig. 1 Proposed antenna model: (a) Top and bottom views, 

(b) Side view of antenna implanted in homogeneous 

skin model (not to proper scale).

그림 2(b)는 균일한 피부 팬텀 모델에 이식된 안테나의 측면 

방향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용 팬텀의 크기는 200 mm × 200 

mm × 200 mm이며, 두개내압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체

의 머리사이즈와 비교적 유사하다. 안테나는 꼭대기 부위에서 4 

mm 아래쪽에 삽입되어 있으며, 유전율과 도전율이 각각 εr = 

46.74, σ = 0.69 S/m인 팬텀 모델을 이용하였다. 정확한 인체 

흡수율 (SAR)를 측정하기 위하여 34세의 Duke Model을 사용하

였다. 

2.2 Simulation 및 Measurement 결과 

제안된 안테나를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200 mm 

× 270 mm × 60 mm 크기의 피부팬텀을 이용하여 제작된 안테

나의 성능을 실험하였다. 그림 2는 실험셋업과 제작된 안테나의 

크기를 나타낸다. 제작된 안테나의 크기는 8.5 mm × 6.5 mm × 

0.5 mm (27.63 mm3)으로 생체 이식형으로는 매우 적합하다. 젤

성질의 팬텀은 주파수 400 MHz에서 유전율 εr = 46.8, 도전율 

σ = 0.735 S/m 으로 실체 인체와 거의 같다[5, 6]. 

표 1 정확한 안테나 사이즈 (단위: mm)

Table 1 Detailed dimension of proposed antenna (unit: mm)

그림 3은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피부 팬텀, 인체 팬텀, 실험용 

팬텀에서의 반사계수 (|S11|)를 나타내며 MICS 밴드의 중심주파수 

400 MHz 근처에서 공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의 반사

계수는 약 -17 dB, 중심주파수는 415 MHz, 피부 팬텀(시뮬레이

션)에서는 -28 dB, 중심주파수는 403 MHz 이며, 인체 모델(시뮬

레이션)에서는 420 MHz에서 -20 dB의 반사계수를 각각 가진다. 

-10 dB 대역폭을 고려하면, 피부 팬텀은 52 MHz (377 –429

MHz), 인체 모델은 49 MHz (395–444 MHz) 실험 팬텀에서는 

66 MHz (384 -450 MHz)이다. 특히, 인체 모델 시뮬레이션에서는 

반사계수 값이 피부 팬텀보다 중심 주파수가 오른쪽으로 다소 이

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체 모델이 더 많은 비균질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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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균일한 피부 팬텀모델에 이식된 제안된 안테나의 반사계

수 |S11| 비교 

Fig. 3 Comparison of |S11| for the simulation setups of 

homogeneous skin model, human head model and 

experimental measurement

             (a)                          (b)

그림 4 균일한 피부 팬텀모델에 이식된 제안된 안테나의 시뮬레

이션 및 측정된 (a) Elevation (xz-plane) and (b) 

Azimuthal (xy–plane) far-field 이득 방사 패턴

Fig. 4 (a) Elevation (xz-plane) and (b) Azimuthal (xy–plane)

far-field gain radiation patterns of proposed antenna 

for the simulation setups of homogeneous skin 

model, human head model and experimental mea- 

surement

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작한 안테나를 실험할 경우 

이러한 주파수의 변화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갈고리 모양의 

open-end slot과 short pin의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체 이식형 안테나의 이득은 인체의 높은 손실계

수로 인하여 상당히 낮다. 실제 MICS밴드에서 사용되는 안테나 

이득은 -46 dBi에서 -24 dBi이다[3]. 그림 4에서처럼, 피부 팬텀, 

인체 모델, 실험 팬텀에서의 최대 안테나 이득은 각각 -42 dBi, 

-42.87 dBi, -40.92 dBi이다.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살펴보면 피부 팬텀과 실험 팬텀은 모

두 균질한 팬텀이므로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균

질한 인체 모델은 다소 xy-plane상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짐을 알 

수 있다. 실험용 팬텀크기가 시뮬레이션의 팬텀보다 작았기 때문

에 좀 더 높은 안테나 이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체 모

델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42.87 dBi 이득 값은 32.7 mm3 크기의 

안테나[3]가 가지는 -45 dBi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체의 안전고려 (RF safety)를 위하여, 1 g, 10 g SAR 값을 

중심 주파수인 405 MHz에서 계산하였다. 1 W의 입력값을 사용

하였으며, 이 값의 의미는 표 2에서처럼 1.6 W/Kg (안전규정)의 

1g SAR는 1.82 mW, 2 W/Kg (안전규정)의 10 g SAR는 21.19 

mW를 말한다. 이 SAR값들은 MICS 밴드에서의 SAR 규정값 보

다 훨씬 낮은 값임을 알 수 있다[7].

표 2 제안된 안테나의 Peak spatial-average SAR 값 (1 W 

input power)

Table 2 Peak spatial-average SAR values of the proposed 

antenna for 1 W of input power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iotelemetry 통신을 위한 초소형 인체 이식형 

MICS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안테나의 소형화 및 광대역화를 위

하여 short pin과 open-end slot을 이용하였으며, 생체적합성 고

려를 위해 superstrate를 사용하였다. 균질한 피부 팬텀을 이용하

여 시뮬레이션 및 실험값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인체 흡

수율 및 비교적 만족할 만한 이득값을 구현하였다. 본 제안된 안

테나는 두개내압모니터링을 위해서 안테나 설계 및 SAR 분석 되

었지만, 다양한 이식형 안테나에서도 그 응용이 가능하리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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