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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전자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기기 또한 집적화되고 소형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자의 몸 내부에 삽입되는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궁극적인 

형태라 볼 수 있는데, 인체 내부에 위치하면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기록하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는 측정된 신호를 외부로 보내거나 

의료기기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무선통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체 삽입형 안테나의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인체 삽입형 안테나는 다양한 유전율을 가지는 인체 조직으로 인한 안테나 동작의 

영향, 전자파인체흡수율 기준치 만족 등 설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특히 제한된 

삽입 공간으로 인해서 안테나의 소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인체 삽입형에 사용되는 안테나가 동작하는 주파수 대역은 대표적으로 MICS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s Service) (402-405 MHz) 대역과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2400-2483.5 MHz) 대역이 있다. MICS 대역은 인체에 삽입된 

의료기기가 외부로 데이터를 보낼 때 주로 사용되는 대역이고 ISM 대역은 배터리 

전원신호를 보내 의료기기의 동작 수명을 늘리는 역할로 활용된다.   

두개 내압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인체 삽입형 안테나 설계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의 용 생 체 공 학 과 

조  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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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두개 내압 (Intracranial pressure; ICP)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인체 

삽입형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안테나는 MICS, ISM 두 대역에서 동작하는 

듀얼밴드 PIFA (planar inverted-F antenna)로서 안테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Meander 형태의 안테나 패치 모양을 사용하였고 단락 핀과 접지면에 open-end slot 을 

추가하여 크기를 기존에 소개된 인체 삽입형 안테나보다 최소화하였다. 설계한 안테나는  

시뮬레이션 (단일 물질 팬텀, 인체 모델)과 측정실험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하였고 SAR 

값 분석을 통해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Wireless ICP 모니터링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인체 삽입형 안테나, PIFA, 두개 내압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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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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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배경 및 목표  

 

전자공학의 발달로 의료기기의 크기가 점차 소형화됨에 따라, 체외에 부착되는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wearable) 의료기기가 최근 다양하게 소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

어 의료기기의 최종적인 형태라 볼 수 있는 체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형태가 개발되고 

있다. 체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크게 특정 위치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자극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형태와, 체내에 위치하면서 부착된 

센서를 통해 혈당, 인슐린, 혈압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환자 모니

터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형태의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는 모두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기기의 동작 

조절이나 기기가 수집한 환자의 상태 보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기존

에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나,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집에서 모니터링

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원비용과 같이 환자의 건강유지에 필요

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체내에 삽입되는 모니터링 의료기기는 아래의 

그림1과 같은 형태로 동작한다.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의료기기는 안테나를 통해 집 안

에 설치된 기지국(Base station)으로 무선통신을 통해 감시하는 생체 신호를 전송하게 

되고 해당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외부 의료데이터 서버나 의료진에게 전달되게 된다. 

반대로 의료진이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 내부에 삽입된 의료기기의 동작을 제어할 

경우에 집 안의 기지국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기로 무선통신 신호를 보내 기기의 동작을 

제어하게 된다 [1]. 

 

 

그림 1. 체내에 삽입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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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로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가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안테나를 설계하는 것이다. 안테나는 통신을 목적으로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방사 또는 수신하는 장치로서 무선통신을 위해서는 안테나가 반드

시 사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안테나는 공기 중으로 무선통신을 하지만 해당 안테나의 

경우에는 인체 내부에 삽입되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아래와 같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1) 인체에 의한 영향 

 

인체는 다양한 유전율(Permittivity)을 가지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인

체 내부에 삽입되게 되면 이로 인한 안테나의 전파특성이 영향을 받으므로 안테나를 설

계할 단계에서부터 생체에 의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절연을 통한 조직의 손상 방지 

 

인체 내부에 삽입되기 때문에 생체 반응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파를 방사하는 안테나 자체가 피부나 조직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생체에 적합한 

(biocompatible) 물질을 통한 절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소형화된 크기 

 

의료기기가 체내에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므로 의료기기의 크기는 가능한 최소

화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안테나의 길이나 크기는 동작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전파

의 파장의 길이에 비례하는데 무선통신기술을 지원하는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크기는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위한 안테나 소형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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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삽입되는 안테나는 다양한 인체 조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파가 많은 간섭을받

게되어 효율이 떨어지는데,인체에 깊숙한 곳에 위치할수록 효율은 크게 감소한다.  하지

만 피부조직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의료기기들의 경우에는 몸 밖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안테나 효율감소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피부와 근육조직 

이런 기존에 여분의 공간이 있지 않은 얇은 두께를 가지는 부위에 이식되기 때문에 삽입

되는 의료기기의 형태는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작은 부피를 가져야만 한다. 

 

 무선통신을 하면서 피부 아래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부피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율

적인 것은 사용되는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안테나의 크기는 동작 주파수에 따

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테나 설계 방식과는 다른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부아래 근육에 이식되는 의료기기 형태의 예시로 ICP 모니터링이 있다. 

두개골 내부는 뇌조직(85%), 뇌척수액(10%), 혈액(5%)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발

생하는 압력을 두개 내압 (Intracranial pressure : ICP)라고 한다. 정상적인 인체는 다양

한 신체 기전을 통해서 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를 조절하여 7-15mmHg의 압력을 일정

하게 유지하는데 아래의 표1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ICP가 20mmHg 이상으로 상

승할 경우 이를 IICP(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라고 부른다.  

 

 

질량 변화 뇌종양, 타박상, 혈종이나 농양으로 인한 뇌 변형 

일반적 뇌 부종 산소 결핍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간부전 

정맥내압 증가 정맥동혈전증이나 심부전, 또는 경정맥 혈관 막힘 

뇌척수액 기능 장애 수두증, 수막염 등으로 인한 흐름 방해, 생성 증가 

알려지지 않은 원인 특발성 두개 내 고혈압 

 

표 1. IICP를 일으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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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ICP가 상승하게 되면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신경의 

압박을 가하여 시신경을 위축시키고 이는 시력의 장애 심한 경우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뇌척수액을 조절하거나 뇌의 혈액량을 감소시키는 등 인체의 ICP 증가로 인한 보상기전

으로도 완화할 수 없을 정도로 압력이 높을 경우 뇌탈출 (hermia)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ICP는 뇌출혈, 뇌졸증, 뇌종양, 감염,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 등 다양한 신경계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측정되는데 측정방법은 머리에 구멍을 뚫어 카테터를 뇌

실에 직접 연결시켜 뇌척수액 (CSF)를 제거하거나 ICP를 측정하는 방식인 뇌실조루술

(Ventriculostomy)과, 뇌실까지 침범하지 않고 두개골의 구멍을 뚫어 지주막 바로 아래

(subarachnoid)까지 통로를 나사형태로 삽입하여 ICP를 측정하는 방식인 지주막하 나사

(subarachnoid bolt) 방식 등이 있다. 두 방식 모두 ICP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측정 

시스템과 두개골 내부에 삽입된 프로브를 카테터로 연결해주어야 하므로 환자의 움직임

이 제한되며 측정 시스템이 갖추어진 병원 등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외

부와 연결되는 통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감염의 우려 

또한 항상 가지고 있게 된다.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ICP 모니터링 장치를 그림2와 같이 두피 아래에 

삽입하여 무선통신을 통해 외부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가 제안되고 있다. 이런 형식을 

사용할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던 ICP 모니터링 방식과 다르게 외부로부터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움직임 또한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외부로 무선통신이 가능한 ICP 모니터링 형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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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무선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안테나는 다양한 주파수에서 동작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MICS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s Service) (402-405 MHz) 대역이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삽입된 의료

기기에서 측정한 생체신호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고, 추가

적인 기능으로 삽입된 의료기기의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만 전원을 

ON/OFF 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 신호를 받기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2400-2483.5 MHz)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8-16]. 

 

앞서 언급한 무선통신이 가능한 차세대 ICP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피부

조직 아래에 삽입 가능한 인체 삽입형 안테나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8-16]. 소개

된 안테나들은 대부분 크기의 소형화를 위해 그림3과 같이 Planar 안테나의 한 종류인 

PIFA (Planar inverted-F antenna)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인체 내부 유전체에 의한 안테

나 성능 영향, 전자파인체흡수율, 안테나의 소형화라는 다양한 고려사항을 만족한 다양

한 형태의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그림 3. 피부조직 아래에 삽입하는 인체 삽입형 안테나 

 (a), (b)는 각각 참고문헌 [8],[11] 에서 소개한 안테나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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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체 삽입형 안테나들의 성능을 비교하는 지표는 크게 크기 (Dimension), 대

역폭 (Bandwidth), 안테나 이득 (Gain), 전자파인체흡수율 (SAR)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앞서 소개된 인체 삽입형 안테나들의 성능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표 2. 기존에 소개된 인체 삽입형 안테나들의 성능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기존에 소개된 안테나들은 MICS, ISM 두 주파수 대역에서 동

작하도록 하면서 크기를 줄이기 위해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

체 내부의 다양한 유전체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 중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에 비해서 최대 

안테나 이득 값 (Peak Gain)이 낮은 값을 가지고 있으나, 인체 내부에 삽입되는 안테나

들은 최대 이득 값이 -43 dBi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동작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

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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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와는 다르게 ICP 모니터링과 같이 피부 아래에 삽입되는 

형태는 삽입될 공간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영역을 차지하는 안테나의 크

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제한 없이 계속 진행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4개의 

비교 지표 중에서 안테나 동작에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가

장 중요한 평가지표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ICP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안테나의 크기를 

기존 소개된 형태들 보다 더 소형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대역폭이 줄어들거나 최대 이득 값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무선통신이 가능한 ICP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될 동작이나 인체 안정

성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크기가 더 소형화된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ICP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MICS, ISM 두 대역에서 

동작하는 듀얼 밴드(Dual-band)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좁

은 면적에 긴 길이의 안테나 패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패치 형태를 수정하였으며 패치와 

접지 면을 이어주는 단락 핀(Shorting pin)과 접지 면에 단일 슬롯(single slot)을 추가하

여 크기를 최소화시키려 하였다.  

 

설계된 안테나는 ICP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뮬

레이션 상에서 피부와 유사한 유전율, 도전율을 가지는 단일 물질 팬텀과 실제 인체와 

유사한 인체 모델 팬텀에 삽입되어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설계한 안테나의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해 실제로 안테나를 제작하여 생체와 유사한 전기적 성질을 가지는 돼지고기 

내부에 안테나를 삽입하여 성능을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값 분석을 통해 인체 안정성 또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초소형 인체 삽입형 안테나가 크기의 제약하여 극복한 차세대 ICP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피부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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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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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CP 모니터링 시스템  

2.1.1. ICP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무선통신의 필요성 

 

두개골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ICP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두개골 내부에 

측정하는 영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위치할 수 있게 된다 [17]. 측정형태

는 크게 뇌실조루술 (Ventriculostomy)과 같이 뇌실까지 직접 프로브를 연결시켜주는 

방식과, 두개골 바로 아래에 위치한 뇌막 부위까지 프로브를 삽입하는 통로를 형성하여 

ICP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시행하는 ICP 모니터링 시스템은 모두 

외부에서 카테터 등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측정된 정보를 

외부로 보내 분석하는 형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따로 무선통신을 위한 안테나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의 움직임 제한, 감염의 위험성 등 기존의 모니터링 시

스템이 가지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Wireless ICP 모니터링 시스템이 소개되면서 외

부로 측정된 생체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4. 다양한 기존의 ICP 모니터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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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Wireless ICP 모니터링 기기와 프로브가 삽입되는 위치 

 

 공기 중에 위치한 일반 안테나들과는 다르게 인체 내부에 삽입되기 때문에 안테나 주변

의 인체조직의 특성, 두께 등에 따라 안테나의 동작특성이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ICP 모니터링에 사용될 인체 삽입형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테나가 

머리에서 어디 위치에 삽입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Wireless ICP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 ICP 모니터링 시스템과는 다르게 외부와 연결

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 내부에 측정 기기와 프로브를 모두 위치시키고 

수집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외부로 보내는 형태이다. 따라서 Wireless ICP 모니터링 시스

템은 그림 5와 같이 프로브와 기기가 위치하게 된다.  

 

프로브에서 얻은 정보를 수집하고 안테나를 통해 외부로 전송시킬 기기는 두개골 아래 

뇌막부분이나 두개골 위 피부조직에 위치할 수 있고, 프로브는 측정 영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뇌막이나 뇌실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듯 프로브 위치에 상관없이 안테나가 추가될 

기기의 위치는 두개골 주변의 피부조직이나 뇌막 주변이 되므로 해당 위치에서 정상적으

로 동작하는 안테나의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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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인체 삽입형 안테나 형태 

 

ICP 모니터링 기기가 삽입될 위치는 얇은 막 형태 주변으로 삽입될 공간이 매우 협소

하므로 모니터링 기기의 소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기기의 크기를 소형화시

킴에 있어서 내부에 사용되는 안테나 부피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므로 해

당 연구에서는 안테나 설계 요소 중에서 부피를 줄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했다.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에 삽입되는 안테나는 주로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주로 평면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 그림6과 같이 단일 층(Single layer) 평면형 안테나 형태를 사용하

거나 [5] 그림 7과 같은 다층 구조의 평면형 안테나 형태를 사용한다 [11].  

 

 

그림 6.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단일 층 평만 안테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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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소형화된 다층 평만 안테나 [11]  

 

안테나의 부피는 전파를 발생시키는 안테나 패치의 넓이와 패치 형태와 안테나 패치 

아래나 위에 위치하여 안테나가 외부 생체 조직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절연역할을 

하는 유전체(Substrate와 Superstrate)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패치의 길이는 동

작하는 주파수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단일 층 안테나에 비해 다층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같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더라도 안테

나의 패치가 차지하는 넓이를 줄일 수 있지만 여러 층의 유전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전

체적인 높이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안테나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테나

패치의 넓이와 높이, 이 두 요소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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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안테나 패치 모양 변형을 통한 안테나 넓이의 소형화 

 

 안테나가 동작하는 주파수를 높임으로서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주파수에 따라서 안테나 전체의 길이는 한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에서 동작하면서도 안테나 패치가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그림 8

와 같이 안테나 패치를 Meander (구불구불한 형태)하게 모양을 변화시켜 전체적인 길이

는 동일하되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적

인 안테나의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패치 간의 간격이 가까워 지면 그 사이에 상호

작용이 발생하여 안테나의 동작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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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크기를 최소화한 ICP 모니터링 안테나  

2.2.1. 안테나 소형화 기법을 활용한 안테나 설계 

 

이번 연구에서는 ICP 모니터링에 활용될 안테나를 설계한다. 설계한 안테나가 삽입될 

위치는 두개골 주변의 얇은 두께를 가지는 피부나 뇌막이므로 부피가 작아야 할 뿐만 아

니라, 두께가 얇은 안테나를 설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층 평면형 안테나는 단일 층 

평면형 안테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ICP 모니터링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단일 층 평면형 안테나 형태로 설계하였다. 

 

Wireless ICP 모니터링은 체내에 삽입되면 외부와의 연결 없이 내부의 배터리 전원을 

통해 구동하고, 기기에서 측정한 생체신호는 안테나를 통해서 외부시스템으로 무선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배

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기기의 끄고, 킴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신호를 받는 주파수 대

역 이렇게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Wireless ICP 모니터링에 적합한 안테나로 설계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듀얼 밴드 안테나로서 ICP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측

정한 생체신호를 외부로 전달하기 위해 MICS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s 

Service) 대역 (402-405 MHz)을 사용하였고, 배터리 스위치 신호를 받기 위해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대역 (2400-2483.5 MHz)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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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한 안테나의 자세한 구성은 그림 9에 나타난 것과 같다. 안테나는 단일 층 평면 안

테나 형태 중 하나인 PIFA (Planer inverted-F antenna) 형태이며 접지 면과 안테나 패

치, 이 사이에 들어가는 substrate 유전체와 안테나 패치 위에 위치하는 superstrate 유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 설계한 ICP 모니터링 듀얼 밴드 안테나의 분해도 

 

이번 연구에서는 인체에 삽입되는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소형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설계한 안테나는 높은 유전율을 가지는 인체 조직 내부에 삽입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안테나의 소형화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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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유전율을 가지는 substrate와 superstrate를 사용함으로써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높은 유전율을 가지는 유전체는 유효파장의 길이를 짧게 하고 이를 

통해 공진 주파수를 낮게 형성시켜 작은 크기로도 파장의 길이가 긴 주파수에서 동작하

도록 안테나를 설계할 수 있다.  

 

ICP 모니터링 의료기기를 환자 내부에 삽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환자의 생체 거부반

응 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전하고 안테나 크기를 소형화하기 위해 생체에 적합하고 

높은 유전율을 가지는 Rogers 6010 ( 𝜺𝒓 = 𝟏𝟎. 𝟐 , 𝐭𝐚𝐧 𝜹 = 𝟎. 𝟎𝟎𝟑𝟓 ) 유전체를 

substrate와 superstrate로 사용하였으며 두께는 각각 0.25 mm이다.  

 

 

 

그림 10. 설계한 안테나에서의 단락 핀과 급전 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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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연장시키거나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안테나의 공진주파수 (동작주파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구불구불한 형태

(meander)나 나선형 (spiral), 갈고리 모양의 슬롯 (hook-slotted) 모양을 가지는 패치

는 전류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최소화된 크기를 요구하는 인체 삽입

형 안테나의 형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접지 면과 안테나 패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단락 핀(Shorting pin)을 사용하는 것 또

한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데, 핀을 삽입하게 되면 안테나의 실질적은 유효 크기

가 증가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안테나 크기가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패치에 흐르는 전

류를 변형시켜 특정 주파수에서 안테나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에서 소개된 소형화 기법들을 적용시켜 그림 10과 같은 모양을 가

지는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구불구불한 (meander) 형태의 패치 모양에 유전율이 높은 

유전체를 substrate와 superstrate로 사용하였고 접지 면에 갈고리 모양의 open-end 

slot을 추가하여 안테나 패치에 흐르는 전류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접지 면과 안

테나 패치를 단락 핀으로 연결하여 안테나가 작은 크기에서 MICS, ISM 두 대역에서 동

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설계한 안테나는 가로 8.75 mm, 세로 7.2 mm에 높이 0.5 mm를 가지고 있으며 부위 

별 자세한 치수는 그림 11과 표 3과 같고 모든 값은 mm 단위로 표기되었다. 동축 급전

선 (coaxial feed) 의 지름은 0.6mm 이고 단락 핀의 지름은 0.4 mm으로 각각 그림 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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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설계한 안테나의 패치 면과 접지 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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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계한 안테나의 구체적인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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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한 안테나의 동작특성 분석 

2.3.1. 안테나 동작 분석을 위한 Simulation 과 Measurement 설정 

 

설계한 안테나의 성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실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안테나가 인체 내부에 삽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체 안전성 등을 검증해야 하므로 

우선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 MICS, ISM 두 대역에서 동작하는 소형화된 안테

나 형태를 찾고, 해당 안테나를 실제로 제작하여 측정 실험을 통해 설계한 안테나의 성

능을 검증하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할 안테나 성능 지표는 반사 계수 (reflection coefficient), 안테나 

이득 값 (gain), 방사 패턴 (radiation pattern), 전자파 인체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 이렇게 4가지이다.  

 

반사 계수는 주파수에 따라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얼마나 방사되지 못하고 반사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낮은 반사 계수 값을 통해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안테나가 

신호를 방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테나 이득 값과 방사 패턴은 안테나에서 발생하

는 신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세기를 가지고 방사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전자파 인체 흡수율 값은 인체의 단위 질량당 노출되는 전자파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인체에 삽입될 안테나의 입력 전력세기를 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인체 조직은 특정 세

기 이상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조직의 발열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이 심각

해지면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동작하는 안테나의 입력전력 값을 조절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표준 IEEE C95.1-1999와 IEEE C95.1-2005에

서는 1g 당 1.6W/Kg, 10g 당 2W/Kg 미만의 SAR 값을 가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19-

21]. 이 값을 기준으로 설계한 안테나의 적정 입력 전압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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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분석은 Sim4Life 전자기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되었

으며 그림 12와 같이 피부로만 이루어진 팬텀과, 실제 인체와 유사한 조직 구성을 가진 

인체모델 이렇게 두 가지에 안테나를 삽입하는 두 경우를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22].    

 

 

 

그림 12. 안테나 성능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설정 

 

단일 물질 팬텀은 사람의 머리크기와 유사한 200 mm × 200 mm × 200 mm 크기의 

정육면체 형태로 피부 조직의 전기적 특징을 가지도록 모델링하였다 [18]. 해당 안테나

가 Wireless ICP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설계한 안테나를 실제 ICP 모

니터링 시스템이 삽입될 부분인 팬텀의 3 mm 깊이에 삽입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체와 유사한 인체모델은 실제 인체 표본을 통해 디자인된 DUKE 모델 (남성, 32세)

을 사용하였으며 설계한 안테나는 두피 아래에 삽입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체 내부

에 안테나가 삽입될 경우에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노출되어 생기는 안정

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SAR 값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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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된 안테나의 성능을 분석한 뒤에는 실제로 안테나를 제작하여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안테나는 50 Ω으로 임피던스 매칭이 되었으며 PCB 기판 에칭 

(etching)을 통해 제작하였다. 성능은 그림 13과 같이 제작한 안테나를 인체와 유사한 

전기적 성질을 가지는 200 mm × 150 mm × 100 mm 크기의 지방이 적은 돼지고기 

(Low-fat pork)에 삽입하여 VNA (Vector Network Analyzer)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림 13. 실제 제작한 안테나 및 측정실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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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반사 계수 (Reflection coefficients) 분석 

 

 

  

그림 14.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얻은 반사 계수 값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안테나 형태의 반사 계수 값 (|S11|)을 시뮬레이션 (단일 물질 

팬텀, 인체 모델)과 측정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가 그림 14와 같다.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 대역은 반사 계수 값이 -10 dB 이하로 떨어진 부분으로 볼 수 있

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설계된 안테나는 MICS, ISM 대역에서 정상적으로 동

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측정된 주파수 대역은 시뮬레이션 (단일 팬텀, 인체 모델) 분석 결과와, 돼지고

기 팬텀을 이용한 실험 결과 순서대로 MICS 대역에서는 67 MHz (386-453 MHz), 28 

MHz (379-407 MHz), 91 MHz (371-462 MHz)의 주파수 대역폭을 가졌고, ISM 대역에

서는 246 MHz (2330-2577 MHz), 88 MHz (2377-2465 MHz), 214 MHz (2376-2590 

MHz)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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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방사 패턴 (Radiation pattern)과 이득 (Gain) 분석 

 

 

 설계한 안테나의 이득과 방사 패턴을 시뮬레이션과 측정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

과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방사 패턴과 실제 안테나

를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얻은 방사 패턴 형태가 유사한 사실을 통해 설계한 안테나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과 측정 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높은 최대 이득 (peak gain) 값은 MICS 대

역 (402MHz)에서 -39.1 dBi로 인체 모델에 안테나를 삽입한 경우에서 나타났고, ISM 

대역 (2450MHz)에서는 -21.2 dBi로 피부로 이루어진 단일 물질 팬텀에 안테나를 삽입

한 경우에 나타났다.  

 

 그림16은 설계한 안테나가 MICS, ISM 두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시키는 신호의 방사 패

턴을 나타내고 있다. 방사 패턴을 XY plane과 XZ plane으로 나누어 2차원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XY plane은 인체의 transverse plane과 동일하고 XZ plane은 coronal plane

과 동일하다. 결과에 따르면, MICS, ISM 두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Z 방향으로 가장 큰 

방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설계한 안테나에서 인체 외부 

방향으로 신호를 효율적으로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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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얻은 방사 패턴 및 이득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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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전자파 인체 흡수율 (SAR) 분석 

 

설계한 안테나가 인체 내부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전자파 인체 흡수율 (SAR) 

값을 분석하였다. SAR 값은 실제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인체와 유사한 

인체 모델에 설계한 안테나를 삽입하고 진행한 시뮬레이션에서 SAR 값을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설계한 안테나가 인체 모델에 삽입되었을 때 MICS 대역 

(402 MHz)와 ISM 대역 (2450 MHz)에서 가지는 SAR 값은 표 4와 같다. 표에서 얻은 

최대 SAR 값은 1 W 세기의 입력을 넣었을 때 얻은 값이다. IEEE C95.1-1999, IEEE 

C95.1-2005 표준과 ICNIRP 권고 기준에 따르면 1 g 당 1.6 W/Kg, 10 g 당 2 W/Kg 

미만의 SAR 값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 기준을 토대로 설계한 안테나의 

적당한 입력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계산한 결과 값에 따르면 유효한 최대 입

력값은 1 g SAR 기준으로 2.1 mW 에서 3.3 mW 사이이고 10 g SAR 기준으로 22.9 

mW 에서 33.9 mW 사이로 계산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체 내부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안테나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은 100 μW 이하의 낮은 값으로 설계한 

안테나가 SAR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설계한 안테나의 인체 모델에서 SAR 값과 최대 입력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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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기존 소개된 안테나와의 성능 비교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인체 삽입형 안테나와 기존에 소개된 안테나들의 성능을 표

5에서 비교하였다. 표5에 따르면 이번에 소개된 안테나 형태가 기존에 소개된 어떤 인체 

삽입형 안테나보다 작은 크기와 부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테나 패치에 흐르는 전류의 효율을 증가시키며 크기를 소형화시키는 과정에서 SAR 

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안테나 동작에 필요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

아진 SAR 값도 제한 기준치 미만의 값을 가져 인체 삽입형 안테나로 사용하기에 무리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5. 기존에 소개된 인체 삽입형 안테나와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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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의 및 결론 

  



30 

 

 

3.1.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Wireless ICP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초소형 안테나를 개발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인체 내부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안테나는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소개된 안테나들 보다 더 소형

화된 안테나를 개발하였다.  

단락 핀과 open-end slot을 접지 면에 추가하는 것으로 안테나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

을 변화시켜 작은 안테나 크기에서 긴 파장을 가지는 주파수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만

들었다. 안테나는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 MICS 대역 (402-

405 MHz)과 ISM 대역 (2400-2483.5 MHz)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생체에 적합

하고 높은 유전율을 가져 초소형 인체 삽입형 안테나에 적합한 물질인 Rogers 6010 유

전체를 substrate와 superstrate로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인체에 안테나를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 상황과 유

사한 시뮬레이션과 측정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단일 피부 

팬텀, 인체 모델)과 돼지고기를 사용한 측정 실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반사 계수

를 통한 주파수 동작특성과 방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실험 결

과가 유사하였고 이를 통해 설계한 안테나가 기존 소개된 안테나들보다 작은 크기를 가

지면서도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테

나의 크기가 작아지는 과정에서 SAR 값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으나 SAR 기준치 미만

의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안테나가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소개된 안

테나가 초소형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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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antable medical devices are usually used for obtaining real-time and stored 

physiological data. An implantable antenna is the important part for communicating 

wirelessly with equipment external to the human body. These antennas have many 

challenges to consider for designing, such as various dielectric properties in human 

body, which affects antenna performance, and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for 

patient safety. Especially, miniaturization of the antenna should be achieved since 

available space to implant the devices is confined. Therefore, some specific 

techniques and designs for a compact size in an antenna have been proposed.  

 Various frequency bands have been used for the medical implantable devices. For 

example, the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s Service (MICS) (402-405 MHz) band 

is usually used for biotelemetry of medical applications. Furthermore, the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ISM) (2400-2483.5 MHz) band is used to switch between 

sleep and wake modes to conserve the battery and extend the lifetime of the 

implanted medical device. 

 In this letter, a dual-band planar inverted-F antenna (PIFA) is proposed for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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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sue implantation, especially for intracranial pressure (ICP) monitoring. To increase 

bandwidth and enhance miniaturization, an open-end slot is adopted on the ground 

plane. By using a serpentine radiating patch configuration as well as an open end slot 

on the ground plane, significant size reduction can be accomplished. With a compact 

size of only 31.5 mm3 (8.75 mm × 7.2 mm × 0.5 mm), this is the smallest antenna, 

compared to other implantable dual-band antennas introduced before. The antenna 

was simulated at a 3 mm depth in homogeneous skin phantom and inside the scalp of 

a realistic human phantom because the intent is skin implantation for medical 

applications such as intracranial pressure (ICP) monitoring. To consider safety,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values in the human phantom, and allowable input 

power were calculated. 

 

Keyword:  Implantable antenna, PIFA, Biotelemetry, Intracranial pressur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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