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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체부착형 Headset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 안테나를 제안하고, 인체의 향을

고려한 안테나 성능과 인체에 미칠 수 있는 향에 한 분석을 하 다. 제안된 MIMO 안테나는 지면 에

PIFA(planar inverted-F antenna) 형태의 두 안테나와 격리도 특성 개선을 하여 안테나 사이에 치한 isolator로

구성되어있다. 근거리장에 인체가 존재할 때안테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팬텀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과 측정을 하 다. 측정 결과, MIMO 안테나의 성능을 평가하는 라미터 하나

인 상 계수(Envelope Correlation Coefficient: ECC)는 ISM 역에서 0.1 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제안된 MIMO 

안테나의 diversity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하 다. 한, 측정된 SAR(Specific Absorption Rate) 값은 공 력 250 

mW에서안테나 1, 2 각각 0.575, 0.571 W/kg이었다. 이는 1 g 평균 자 흡수율을 1.6 W/kg으로 제한한 FCC의

지침을 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인체부착형 Headset MIMO 안테나는 실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headset multiple-input multiple-output(MIMO) antenna for on-body application is proposed and the 

antenna performance with body effect and the impact on human body are investigated. The proposed MIMO antenna 

is composed of two planar inverted-F antennas(PIFA) above ground plane and an isolator located between the two 

antennas enhance the isolation characteristic. Simulation was car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human body on antenna 

performance when a human body is located in the near field of the antenna.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result, 

the diversity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ntenna can be considered good since ECC(Envelope Correlation Coeffi-

cient), which commonly indicates the performance of a MIMO antenna, remains below 0.1 over the ISM band. The 

measured SAR values for antennas 1 and 2 are 0.575 W/kg and 0.571 W/kg, respectively when 250 mW input power 

in engaged. These values satisfy the FCC guideline which states that the 1-g average SAR should be lower than 1.6 

W/kg.

Key words : MIMO, PIFA, Isolation, WBAN, Headset

Ⅰ. 서  론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의

출 으로 차 진화되고 있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한 고속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신이 가능

한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기존의 수 백 m 내외에서 사용되는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기술
[1]
과 수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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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내외에서 사용되는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술[2]
과 함께 인체의 내부 외부 수 m 

내의 통신 기기들 간에 수 kbps에서 수 십 Mbps에

이르는 데이터를 송하는 새로운 송 방식인 WB-

AN(Wireless Body Area Network)에 한 연구가 주

목 받고 있다. WBAN은 인체 내부 는 인체 표면에

부착된 기기들 간의 통신, 는 그 기기와 외부 가

기기나 네트워크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3].  

기존에 연구된 Headset 안테나의 경우 자유 공간

에서의 안테나 성능만을 분석했을 뿐 인체 향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동작하는 환경에

서의 안테나 성능을 제 로 분석할 수 없었다
[4],[5]. 

WBAN에 용하기 한 안테나 설계 시, 인체에 근

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체의 향이 고려되어야 한

다. 인체는 주 수 역, 인체 내외부의 치 등에

따라 기 특성(유 율, 도 율)이 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테나가 설계되어야 한다
[6].

2.4 GHz ISM 역에는 Bluetooth, WLAN, ZigBee 

등 다양한 무선 통신 서비스가 집약되어 있다. 특히

인체부착형 Headset 안테나는 외부 기기로부터 음성

는 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On-body 채 에서의 통신가

능 범 의 확장과 데이터의 용량 증 속도의 향

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 사용되고 있는 Headset

은 단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어 고속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신을 구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재 이동 통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

는 다 입출력 기술(MIMO)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동일한 무선 채 에서 두 개 이상

의 데이터 신호를 송함으로써 무선 통신의 범 를

넓히고, 속도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고속 멀티미

디어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7].

본 논문에서는 2.4 GHz ISM 역에서 동작하는

Headset MIMO 안테나를 제안하 다. 제안된 MIMO 

안테나는 PIFA 구조를 이용하여 소형화하 고, 두

안테나 사이에 LC 공진기를 치시켜 격리도 특성

을 개선하 다. 한, 인체의 특성을 고려하기 하

여 SAM phantom
[8],[9]
에 안테나를 치시켜 ANSYS 

사의 HFSS[10]
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성능을 분석하

고, 이를 측정을 통해 검증하 다. 

Ⅱ. 안테나 설계 

2-1 안테나 설계 

그림 1은 제안된 인체부착형 Headset MIMO 안테

나의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된 MIMO 안테나는 서로

가깝게 치한 두 개의 PIFA 형태의 안테나가 지

면 에 치하고, isolator가 두 개의 PIFA 안테나 사

이에 치하고 있다. 각각의 PIFA 안테나의 크기는

10 mm×7 mm×4 mm이므로 headset 시스템의 안테나

(a)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a) Perspective view of the proposed MIMO antenna

(b) PIFA 요소의 구조 크기

(b) Detailed structure and dimension of the PIFA element

(c) Isolator의 구조 크기

(c) Detailed structure and dimension of the isolator

그림 1.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Fig. 1. Geometry of the propos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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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IFA 요소의 설계 변수

Table 1. The design parameters of the PIFA ele-

ment. 

Parameter L1 L2 L3 L4 L5

Unit(mm) 4.7 1 4.8 2 1

Parameter L6 L7 G1 G2 G3

Unit(mm) 4 3 0.18 0.8 0.2

로 사용되기에 합하다. 안테나 설계에 사용된 기

은 비유 율 4.4를 가지고 두께가 1 mm인 FR-4 기

을 사용하 으며, 50 Ω 동축 이블을 이용하여

하 다. 그림 1(a)은 제안된 안테나의 체 인

구조, 그림 1(b)는 PIFA 안테나의 상세한 구조, 표 1

에는 PIFA 안테나의 설계 변수 값들을 나타내었다. 

그림 1(c)는 isolator로 목표 주 수 역인 ISM 역

(2.4 ～2.48 GHz)에서 격리도 향상을 해 지면

PIFA 안테나 사이에 치시켰다.

그림 2는 SAM phantom에 안테나를 부착하고 iso-

lator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산란 라미터의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ISM 역(2.4～2.48 GHz)

에서 Isolator가 없을 때에는 S21 값이 —15 dB 이상을

나타내므로 격리도 특성이 좋지 않으나, isolator를

추가함으로써 2.45 GHz 역에서 S21 값이 —14.8 

dB에서 —42 dB로 낮아져 격리도 특성이 개선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안테나 1이 2.45 GHz에

서 동작하고, 1 W가 인가되었을 경우의 표면 류

도를 도시한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a)

그림 2. Isolator의 유무에 따른 산란 라미터 특성

Fig. 2. S-parameters characteristic according to with or 

without of isolation.  

(a) Isolator가 없는 경우

(a) Without isolator

(b) Isolator가 있는 경우

(b) With isolator

그림 3. 2.45 GHz의 MIMO 안테나의 표면 류 분포

Fig. 3. The current distributions of the MIMO antenna 

at 2.45 GHz.

 

에서 볼 수 있듯이, isolator가 없을 때에는 안테나 #1

에 인가된 력이 안테나 #2로 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지만, 그림 3(b)에서는 isolator를 PIFA 안테

나 사이에 치시킴으로써 앞의 경우에 비해 격리도

특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인체 향에 따른 안테나의 성능 분석

그림 4에는 자유 공간에서와 SAM phantom을 가

까이 하 을 경우 안테나의 산란 라미터 특성을

도시하 다. 실제 Headset의 사용 환경과 유사하도

록귀로부터 10 mm 떨어진곳에안테나를 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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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체 향에 따른 산란 라미터 특성

Fig. 4. S-paramete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ody 

effect.  

  

시뮬 이션을 통해 안테나 구성 변수를 최 화하

다. 제안된 안테나의 동작 주 수는 SAM phantom에

근시켜도 자유 공간에서의 동작주 수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으며, ISM 역에서 —20 dB 이상의 격

리도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안테나  결과  

그림 5는 최 의 안테나 설계 변수 값에 따라 제

작된 안테나의 사진이다. 안테나는 유 율 4.4이고, 

높이가 1 mm인 FR-4 기 을 사용하 고, 체 크기

는 40 mm×40 mm×5 mm 로 제작되었다. 그림 6은 실

제 Headset의 사용 환경과 유사하도록 귀로부터 10 

mm 떨어진 지 에 안테나를 치시킨 측정 환경을

나타낸다. 안테나의 시뮬 이션 결과와 함께 측정

그림 5. 제작된 안테나

Fig. 5. The fabricated antenna.

값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측정은 Agilent 사의 Vec-

tor Network Analyzer 8753ES를 이용하 으며, 측정

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가 유사한 값을 가지며, 10 

dB 반사 손실 역폭은 2.39～2.49 GHz(100 MHz)이

고, ISM(2.4～2.48 GHz) 역에서 —15 dB 이하의

격리도 특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실제 제작된 Headset MIMO 안테나를 서

로 다른 이격 거리(0 mm, 10 mm, 20 mm)를 가지고

SAM phantom에 부착시켰을 때의 방사 패턴 측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안테나 #1을 측정할 때, 안테나

#2는 50 Ω으로 종단시키고, 방사 패턴을 측정하

다. 마찬가지로 안테나 #2를 측정할 때, 안테나 #1은

50 Ω으로 종단시키고, 방사 패턴을 측정하 다.

그림 6. 측정에 사용된 SAM phantom         

Fig. 6. SAM phantom used for measurement.

 

그림 7. 측정 결과와 시뮬 이션 산란 라미터 특성

비교

Fig. 7. Comparison of the measured and the simulated 

S-paramete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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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m 10 mm  20 mm

  

(a) 안테나 #1

(a) Antenna #1

0 mm 10 mm 20 mm

(b) 안테나 #2

(b) Antenna #2

그림 8. 인체부착형 headset MIMO 안테나의 3D 방사 패턴 측정 결과

Fig. 8. Measured 3D radiation patterns of headset MIMO antenna for on-body applications.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은 인체 외부 지향성을 보이며, phantom으로부

터의 이격 거리가 멀어질수록 최 이득은 증가하

나, 그 형태는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제안된 Headset MIMO 안테나의 안테나

최 이득 효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안테나 최

이득과 효율은 (주)EMW 사의 자 무반사실에서

측정하 다. 제안된 MIMO 안테나의 경우, ISM 역

에서 측정된 안테나의 최 이득은 SAM phantom과

안테나의 거리가 0 mm일 때 —3.58～—0.2 dBi, 10 

mm일 때—0.5～3.63 dBi, 20 mm일때 0.48～4.28 dBi

의 값을 나타내며, 측정된 안테나의 효율 한 거리

0 mm일 때 6.48～13.41 %, 10 mm일 때 17.22～32.43 

%, 20 mm일 때 21.14～41.45 %의 값을 나타낸다. 

MIMO 안테나 성능 검증을 해 주로 사용되는

성능 지수인 상 계수는 방사 패턴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므로 균일한 다 경로

환경을 가정하면 측정된 산란 라미터로부터 상

계수를 근사화시켜서 식 (1)처럼 구할 수 있다[11].
 

  
 

 
 




 

 


(1)
 

일반 으로, 식 (1)의 근사식으로부터 기지국에서

는 0.7 이하, 휴 단말기에서는 0.5 이하를 만족해야

격리도 특성을 보장할 수 있다
[12].

그림 10에서는 식 (1)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 계

수 값과 Bluetest Chamber
[13]
에서 측정한 상 계수

값을 비교하 으며, 두 값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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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mm                                 10 mm                            20 mm

  

                                       (a) 안테나 최 이득

                                       (a) Peak antenna gain   

                 0 mm                                 10 mm                            20 mm

  

                                       (b) 안테나 효율

                                      (b) Antenna efficiency

  그림 9. 인체부착형 headset MIMO 안테나 최 이득 효율 특성

  Fig. 9. Measured peak gains and efficiencies of on-body headset MIMO antenna.

그림 10. 산란 라미터로부터 추출한 상 계수와

bluetest chamber에서 측정한 상 계수의

비교

Fig. 10. Comparison of the measured and the simu-

lated ECC.       

다. 측정 결과, ISM 역에서 0.1 이하의 ECC 값을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Headset MIMO 안테나

가 우수한 diversity 성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MIMO 안테나의 성능을 평가하는 하나의 라

미터에는 평균 유효 이득(Mean Effective Gain: MEG)

과 MEG 비율이 있다. 평균 유효 이득은 체 평균

입사 력과 평균 수신 력의 비이며, 아래 식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4].

 

MEG TotalMean Inciedent Power

MeanReceived Power











XPR
XPR

G P 

 

   XPR


   sin (2)

 

여기서, XPR은 교차 편 비를 나타낸다. 균일한

Rayleigh 환경(등방성 환경)에서 XPR=1,   

1/4 이고, MEG는 안테나 체 방사 효율을 2로 나

값과 같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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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작된 MIMO 안테나의 MEG 측정 결과

Table 2. Measured MEG of the fabricated MIMO an-

tenna.

Freq. 

[GHz]

Ant #1 

(MEG [dB]) 

Ant #2 

(MEG [dB])

MEG 

ratio

2.4 9.04 8.95 1.01

2.45 7.62 7.88 0.97

2.5 9.89 10.49 0.94

MEG 




(3)
  


  

 ․ 


(4)

  

                 0 mm                                 10 mm                            20 mm

  

(a) 안테나 #1

(a) Antenna #1

                 0 mm                                 10 mm                            20 mm

  

(b) 안테나 #2

(b) Antenna #2

그림 11. 인체부착형 headset MIMO 안테나 SAR 분석

Fig. 11.  SAR analysis of on-body application headset MIMO antenna.


 








(5)
 

한, 우수한 diversity 이득을 확보하기 해서는

각각의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평균 력이 거의 같아

야 한다. 즉, 수신 안테나의 MEG 비율이 일정한지가

요한 요소이고, 두 안테나의 MEG 값의 차에 한

값이 3 dB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15].
 

≈   
       ≠ (6)

 

표 2는 제작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이용해서 구

한 MEG 값으로 그 값이 값 3 dB 이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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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평균 입사 력과 평균 수신 력의 비가 일정하

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WBAN은 인체와 인체 외 근거리의 자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이므로 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와 검증이 필수 이다. 이

를 해 무선 송에서 인체에 달되는 자 를

정량화한 지표인 SAR를 기 으로 인체로 흡수되는

자 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의

SAR 분석은 시뮬 이션 주의 결과이며, 인체의

형태나 크기 등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하도록 SAM phantom을 이용

하여 측정을 진행하 다. 국립 연구원 SAR 측정

실에서 제안된 안테나의 SAR를 측정하 다. 그림

11은 제작된 Headset MIMO 안테나의 SAR 측정 결

과로서, 공 력을 250 mW로 하고 SAM phantom

과 안테나의 거리를 3가지로 나 어 측정하 다. 

측정 결과, 일반 으로 신체 부분에 흡수되는

자 흡수율은 1 g 평균 1.6 W/kg으로 제한한 FCC의

지침을 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6]. 그러나, SAR 

측정시 near field를 scan하고 그 최고값인 hot spot

을 가지고 규격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PAM이나 안테나 부분, 안테나에서 방사

가 주된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안테나 단품의

측정 결과로 이를 만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SAR 측정 결과를 통해 규격을 만족하기 해서

는 안테나 단품의 측정 결과 시작품의 동작 환경

에서의 SAR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WBAN 환경에서의 인체부착형

Headset MIMO 안테나를 제안하 다. 제안된 MIMO  

안테나는 실제 Headset의 크기와 착용 치 등을 고

려하여 설계하 고, 두 개의 방사체는 PIFA 구조로

서로 가깝게 치하고 있다. 제안된 MIMO 안테나는

ISM(2.4～2.48 GHz) 역에서의 반사 손실 10 dB 

역폭을 만족하고, 두 방사체 사이에 isolator를 치

시켜 격리도 특성을 향상시켰다. 

MIMO 안테나의 성능을 평가하는 라미터 하

나인 상 계수(ECC)는 ISM 역에서 0.1 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MIMO 안테나의 diversity 성능이 우

수함을 입증하 다. 한, 제안된 Headset MIMO 안

테나의 SAR 측정 결과, 공 력 250 mW에서 SAM 

phantom과 안테나의 거리를 3가지로 나 어 측정한

결과, 일반 으로 신체 부분에 흡수되는 자 흡

수율은 1 g 평균 1.6 W/kg으로 제한한 FCC의 지침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체부착형 Headset MIMO 안테나는 실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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