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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SM 역에서 동작하는 BAN(Body Area Network) 신호의 향을 배제하기 해서 4.567 

GHz에서 작동하는 온 바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의 설계  최 화 과정을 제시하 다. 하지 해면골 

골다공증 감시를 한 이 안테나는 향상된 반사손실  역폭을 가지면서, 경박단소하도록 설계하 다. 용

된 하지 주변 구조는 5층 유 체 평면으로 구조화 하 으며, 손실을 고려한 각층의 복소유 상수는 다  

Cole-Cole 모델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계산하 으나, 정상  골다공증 해면골은 단극형 모델을 사용하 다. 팬

텀상 동축  안테나의 반사손실은 4.567 GHz에서 -67.26 dB이고, 골다공증 경우 동일 주 수에서 반사손실 

차 =35.88 dB이고, 공진 주 수 차는 약 7 MHz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n order to exclude the influence of BAN(Body Area Network) signals operating in the ISM band, the 

design and optimization process of an on-body microstrip patch antenna operating at 4.567 GHz is presented. The 

antenna for the monitoring of the lower legs with cancellous osteoporosis is designed to be lightweight and compact 

with improved return loss and bandwidth. The structure around the applied lower leg consisted of a five-layer dielectric 

plane.  Taking into account losses, the complex dielectric constant of each layer is calculated using multi Cole–Cole 

model parameters, whereas a unipolar model is used  for normal or osteoporotic cancellous bones. The return loss of 

the coaxial feed antenna on the phantom is -67.26 dB at 4.567 GHz, and in the case of osteoporosis, at the same 

frequency the return loss difference  is 35.88 dB, and the resonance frequency difference is about 7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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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BAN(: Body Area Network)은 이동 통신 시스템의 

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의 사용 증가와 

장치의 소형화로 인해 무선 신체 역 네트워크의 개발이 

증가했으며, BAN 분야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의료 기

록 업데이트로 환자의 건강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센서는 사람이 입는 

옷에 부착되거나 신체에 직  부착되거나 심지어 신체에 

이식한다. 생리 센서는 신체 역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기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 상태를 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웨어러블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정에서 의료 데

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상태를 진단  제어할 수 있다.

BAN 장치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치에 따라 

On-body, In-body  Off-body 통신의 세 가지 유형으

로 나  수 있다. 온 바디 통신에서 송신기와 수신기는 

모두 동일 신체 에 배치된다[1,2]. 따라서 이 통신망 주

수 역인 ISM 밴드(2.45 GHz, 5.8 GHz 역)로 부터 

자  향이 고,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온바디 모니터

링용 동축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MPA : 

Microstrip Patch Antenna)는 수요가 많다. 이 안테나는 

하지 경골 주변에 장착하여 하지의 지방  근육량 그리

고 골 도 등을 감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골 도

는 칼슘과 같은 의 미네랄 함량과 련이 있어 골다공

증 환자의 요한 감시 매개변수 에 하나다. 결과 으

로 골 도의 하는 칼슘 부족으로 인해 의 유 율 변

화와 같은 기  특성으로 나타난다. 인체 다리의 긴  

경골의 외부는 피질골(Cortical bone)이라는 단단한 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미세한  조각(골소주)들이 연결

되어 마치 수세미 속과 같은 구조로 채워져 있으며 골수

강 는 해면골(Trabecular bone)이라 한다[3]. 

본 논문에 용된 인체 하지는 횡단면 구조를 고려하

여 기본 으로 피부, 지방, 근육  (피질골과 해면골)

의 5층 평면구조로 모델링하 다. 이들 각층의 손실을 고

려하기 한 주 수별 복소 유 율은 Gabriel 등에 의한 

인체의 유 특성 연구에서 제시된 4극 Cole-Cole 모델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계산하 으나, 해면골  골다공증 

해면골은 Amin 등이 용한 단극 Debye 모델을 사용하

다[4-6].

On-body 자  감시 장치의 요한 측면은 신체 

에 의한 성능 하를 고려해 안테나를 설계해야 하며, 

안테나는 신체표면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경박단소해야 

한다[1,2,7,8]. 온-바디 MPA 설계는 표  방법이 없기 때

문에 먼  인셋  MPA를 설계하면 이때 인셋의 길이

는 일반 으로 동축 의 치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안테나의 기구치수를 기값으로 해서 

안테나의 크기와 동축  치의 최 화는 FEM 기반 

3차원 시뮬 이터 HFSS을 사용하여 모의실험으로 반사

손실을 계산하여 정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인셋  MPA  인셋 

길이 계산과 인셋과 동축  MPA 설계  팬텀 구조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인체 팬텀 상에서 최 화된 안

테나를 설계하여 시뮬 이션한 후, 4장에서 결론을 맺고

자 한다.

Ⅱ. 동축  MPA 설계

MPA의 은 일반 으로 가장자리에서 마이크로스

트립 라인이나, 인셋 을 사용하지만 온 바디 안테나

에서는 패치와 선로가 인체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 배면에서 동축라인 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축 

 치는 그림 1과 같이 MPA 을 한 인셋의 

치 와 거의 유사하다[7]. 동축  MPA 동축  

공진주 수는 가장자리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에 비

해서 주변의 기생 리액턴스 때문에 조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a)             (b)

그림 1. (a) 동축  MPA, (b) 인셋  MPA 
Fig. 1 (a) Coaxial probe-fed rectangular patch. (b) 
Inset-fed rectangular patch.2.1 인셋  MPA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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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안테나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먼  설계 목표로 

하는 공진주 수에서의 패치 폭 W과 길이 L은 안테나의 

공진주 수  , 유 체의 유 율  , 두께 h로 다음과 같이 

근사화될 수 있다[8-12].



 

 


                            (1)




                           (2)

여기서, c는 속, 는 유효 유 율, 은 가장자리

효과에 의한 선로확장 길이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2.2 인셋 에서 인셋 길이 계산 

그림 1(b)의 인셋  MPA에서 인셋의 길이 는 입

력임피던스 계식들을 정리하면 식 (3)과 같다[8].

  


 




   
                       (3)

여기서   은 에서 희망하는 입력임피던스

로서 본 논문에서는 50.0 이고,  은 패치의 가장자

리 입력임피던스이며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은 패치의 복사면 가장자리에서의 복사 컨

덕턴스이며,  는 상호 결합 컨덕턴스로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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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셋과 동축  MPA 설계

자유공간에서 주 수 4.6 GHz에서 공진하기 해 식 

(1)~(3)을 사용하여 설계된 안테나 체의 크기는 50.0 

mm×40.3 mm, 패치는 25.76 mm×21.96 mm, 그리고 

선로 50   인셋의 길이는 7.73 mm이다. 기 (Duroid 

5880)의 사양은 =2.2  유 손실 tan=0.0009, 두께는 
0.787 mm이고, 동 의 두께는 17.5 um이다. 

동축  MPA의  치 는 인셋 길이에 해당되

는 길이 방향(y축)의 가장자리로부터 7.73 mm이다. 50 

 동축선로에서의 유 체는 테 론(=2.1)을 사용하고, 

내심 도체의 반경은 0.75 mm, 외곽도체의 내경은 2.51 

mm이다. 

2.4. 팬텀 구조 

     

그림 2. MPA와 팬텀 모델 
Fig. 2 MPA and phantom model

제안된 MPA는 그림 2와 같이 90mm×80mm 평면 크

기의 인체 팬텀에 배치되었다. 이 팬텀은 피부와 지방, 

근육,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지 경골은 다시 외부 피질

골과 내부 해면골로 구분하여 용하 다. 이 팬텀에서 

해면골, 피질골, 근육, 지방  피부의 두께는 각각 26.5 

mm, 4.0 mm, 13.0 mm, 3.5 mm  1.0 mm이다. 

각층의 손실을 고려하기 한 주 수별 복소 유 율은 

Gabriel 등에 의한 인체의 유 특성 연구[4]에서 제시된 

4극 Cole-Cole 모델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계산하 으나, 

해면골  골다공증 해면골은 Amin 등이 용한 단극 

Debye 모델[5]을 사용하 다. 복잡한 인체 조직의 복소 

유 율은 식 (5)와 같이 다  Cole-Cole 분산으로 표 할 

수 있다[4-6]. 

   ′ ″  

 ∞









∆




      (5)

여기서 ω는 각 주 수, 는 자유공간 유 율, ′   
′′   은 Debye 분산 매체의 복소 유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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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ssu e

Pa ram .

T rabecu la r Bone

N o rm a l D em ine ra l
∞ 14 16
 0 .1 0 .12
∆ 7 3
  50 50
 0 0

의 실수부  허수부이며, σ는 기 도도를 나타낸다. 

∞는 무한 주 수에서의 유 율, k는 Debye 모드의 수, 

∆   는 각각 k번째 Debye 분산 모드의 크기  
완화 시간, 는 DC 도도이다. 그리고 분포 라미터 

는 분산 확장의 척도이다. 인체 조직의 4극 Cole-Cole 

모델 매개변수는 기존 연구를 참조하고, 단극 매개변수는 

표 1에 표시하 다[4-6].

표 1. 인체 조직의 단극 Cole-Cole 모델 매개변수    
Table 1. Single pole Cole-Cole model parameters of 

human tissue     

복소 상 유 율 과 유 손실 tan의 계는 다음 
식 (6)과 같다.

tan′
″
                                  (6)

여기서   ′ ″이다.

 

(a) 

(b)     

그림 3. 인체 하지 조직의 복소상 유 율   : 
(a) 실수부 (b) 허수부 

Fig. 3 Relative complex permittivity   of human lower 
leg tissue : (a) real part (b) imaginary part

그림 3은 5층 유 체 팬텀의 각층 복소 상 유 율을 

Gabriel과 Amin 등이 제안한 방법으로 주 수 0.1~10.0 

GHz 범 에 하여 계산하여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

여 도시하 다. Amin이 1 GHz에서 계산한 피질골과 정

상 해면골, 골다공증 해면골의 상  유 율을 원형 마크

로 표시하 고, 피질골의 상 유 율 ′=12.36이고 
Gabriel 등이 계산한 유 율은 ′=12.39이며, 오차가 0.24 
%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2.  팬텀 내 층별 유 상수  두께
Table 2. Dielectric constant and thickness of each 

layer in the phantom   

D iv is io n ′  tan th ickness

(m m )
rem ark

A ir 1 .00 0 .00 H a lf sp ace

Sk in 40 .11 0 .31 1 .0

Fa t 5 .07 0 .17 3 .5

M usc le 50 .06 0 .28 13 .0

Co rt ica l Bone 10 .23 0 .33 4 .0

T rabecu la r bone
16 .27 0 .23 26 .5

H a lf sp ace

N o rm a l

16 .97 0 .11
D em ine ra

l

주 수 4.6 GHz에서 피부, 지방, 근육 , 피질골, 정상 

해면골, 골다공증 환자의 해면골의 유  상수와 유 손실 

tan는 표 2와 같다. 조직 내 수분 함량은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이 시뮬 이션에서는 어떤 형태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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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뮬 이션 결과

제시한 동축  MPA는 그림 2와 같이 팬텀의 피부 

면에  안테나를 시키고 유한요소법(FEM) 기반 3차

원 시뮬 이터 '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ion'(HFSS)를 사용하여, 주 수 4.567 GHz에서 

공진되도록 안테나의 길이, 폭   치를 조정하

여 최 화하 다. 

그림 4는 패치의 길이 l과  치 의 변화에 

따른 공진 주 수와 최소 반사손실을 표시하 다. 그림 

4(a)에서 패치 길이 변화(l(mm) : 19.8~20.6)에 하여 공

진 주 수가 평균 기울기 19.88 MHz/0.1 mm로 선형 으

로 낮아짐을 알 수 있고, 그림 4(b)에서 범 치 변화

((mm) : 2.4~3.0)에 하여 공진 주 수가 평균 기울기 

0.63 MHz/0.1 mm로 선형 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4. 팬텀 상에서 MPA의 공진주 수  반사손실: 
(a) l의 변화 (b) 의 변화

Fig. 4 Resonant frequency and return loss of MPA on 
the phantom: (a) l change (b)   change

팬텀상 MPA의 공진주 수는 패치의 길이를 조정하여 

맞추고, 임피던스 정합은 패치의 폭과  치로 미세 

조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팬텀 상에서 최 화된 안테

나 패치의 폭과 길이는 23.2 mm×20.2 mm, 동축 의 

치 는 2.8 mm로 조정되었고, 공진주 수 4.567 GHz

에서 반사손실 =–67.26 dB이다. 팬텀에서 최 화 패

치크기는 자유공간 경우에 비해 17.16 % 감소하 다. 

 

(a) 

 (b)
그림 5. 정상과 골다공증 팬텀 상에서 MPA의 
반사손실 : (a)주 수 역 3.6~5.6 GHz (b)주 수 

역 4.52~4.62 GHz
Fig. 5 Return loss of MPA on normal and osteoporotic 
phantoms: (a) Frequency band 3.6~5.6 GHz (b) 

Frequency band 4.52~4.62 GHz

그림 5(a)는 주 수 역 3.6~5.6 GHz에 하여 정상과 

골다공증 팬텀 상에서 MPA의 반사 손실을 나타내었다. 

주 수 역 4.52~4.62 GHz로 좁 서 본 그림 5(b)는 에

서 미네랄을 제거된 즉, 골다공증 환자의 피질골의 유

율과 유  손실로 체한 경우의 반사손실을 같이 도시하

다. 골다공증 팬텀의 경우 4.567 GHz에서 반사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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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dB로서 정상팬텀 경우와의 반사손실차 

=35.88 dB이다. 골다공증 경우의 공진 주 수는 4.574 

GHz로 약 7MHz 상승하 으며, 반사손실 =-41.23 dB

이다. 

그림 6. MPA에 의한 하지 팬텀의 SAR 특성
Fig. 6 SAR characteristics of lower leg phantom by 

MPA

그림 6은 MPA 안테나로부터 자  에 지가 인체로 

흡수되는 정도를 표시한 SAR 특성을 안테나의 심에서 

XZ, YZ 평면상에 도시하 다. 표면 근처에서 에 지 흡

수가 35.25 dB(=57.89 w/Kg)로 매우 크고 로 에 지의 

일부가 흡수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체하지 팬텀에서 동작하는 동축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MPA)를 설계하여 제안하

다. 설치되는 인체는 하지 주변으로 5층 평면 유 체층

으로 모델링하여 용하 다. 이 안테나는  WIFI 망을 

사용하는 BAN과 간섭을 배제하기 해서 동작주 수 

4.6 GHz에서 공진하는 안테나를 설계하고 최 화하는 과

정을 제안하 다. 

유한요소법(FEM) 기반 3D 모의실험 소 트웨어인 

HFSS에 의한 최 화 결과는 팬텀 상의 MPA의 패치 크

기는 17.16 % 축소된 23.2 mm×20.2 mm이고, 동축 의 

치 는 2.8 mm로 조정되었으며, 공진주 수는 4.567 

GHz, 반사손실 =-67.26 dB이다. 정상 의 경우와 미

네랄이 빠진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서 공진 주 수 차는 

약 7 MHz, 반사손실 차는 35.88 dB 정도이므로 골다공증 

진행 정도를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제안된 안테나는 On-body용으로 하지 주변 지방  

근육량 그리고 골 도 등을 감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  논문은 “2021년 철학술 회 우수논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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