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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CIC 필터뱅크를 이용한 저전력 
심장박동수 측정 알고리즘 및 구조 

Low-power Heartbeat Detection Algorithm 
and Structure Using Modified CIC Filter Banks

오 승 리*․장  범†  

(Seung-Lee Oh․Young-Beom Jang)

Abstract  -  In this paper, low-power heart beat detection algorithm and structure is proposed. The proposed detection 

algorithm utilizes filter banks to display a specific beat per minute(BPM) from the heart beat signals. Since general filter 

banks need a lot of computation to calculate a BPM, we propose the filter banks structure using modified CIC(Cascaded 

Integrator Comb) filter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modified CIC filter banks algorithm can display the BPM from the 

heart beat signals precise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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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박을 측정하기 해서는 신체에 직  극을 부착하는 

식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식 방식은 외

상 환자의 경우에는 측정이 어려운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비  방식으로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

하다. 이와 같은 비  방식으로 심장박동을 측정하기 

하여 도 러 이더를 이용하여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1]-[3]. 이를 바탕으로 이더 도 러 진동계

(laser doppler vibrometer)를 이용하여 흉부에 이더를 조

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로부터 흉부 표면의 진동을 감지하여 

심폐활동을 측정하는 실제 인 연구가 발표되었다[4]. 도

러 이더를 이용한 방식은 일반 으로 아날로그 생체 신호

를 획득한 후에 A/D 변환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

환된다. 이 게 얻어진 디지털 신호로부터 Post processing

을 통하여 심박수와 호흡수가 계산된다.

Post processing 알고리즘으로는 역통과필터 방식, 

ANC(Adaptive Noise Canceller) 방식, FFT 방식 등이 있

다. 역통과필터 방식은 심박 주 수와 호흡 주 수의 고

조 가 겹치는 경우 알고리즘 성능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심

박 신호와 호흡 신호를 분리하여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용한다[5][6]. 이 역통과필터 방식은 실시간으로 많은 연

산을 필요로 하는 필터가 사용되어 구  비용이 커진다. 

ANC 방식은 호흡의 고조 와 심박의 고조 가 겹치는 경

우 유리하지만 이 방식도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7]. 

FFT 방식은 역통과필터 방식과 유사하나 주 수 도메인

에서 필터링을 수행한다[8]. 즉 주 수 도메인에서 필터링 

후 IFFT를 통해 시간 역의 신호로 변환하며 이 신호는 

다시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심박수와 호흡수가 

계산된다. 특징  추출 알고리즘은 특징 을 검출하여 특징

과 특징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여 심박수를 검출하는 방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잡음이 인가된 경우 측정값의 

에러가 커진다. 한 FFT 방식은 FFT와 IFFT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므로 구 면 이 커지는 단 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연산량을 감소시킨 역통과필터방식의 새

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I장에서는 제안된 역통과필터 

방식의 심박수 측정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측정

된 심박 신호를 사용하여 심박수를 계산하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 구조의 효과를 보인다.

2. 제안된 심박수 측정 알고리즘  구조

2.1 제안된 필터뱅크 구조

제안된 필터뱅크를 이용한 심박수 측정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으며 데시메이션 회로부, 필터뱅크부, MS(Mean 

Square)부, 최 값 선택기로 구성된다.

그림 1 제안된 심박수 측정 알고리즘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heartbeat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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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N) 심주 수
심박수 

(BPM)
필터

36 0.833333 50 H50(z)　

35.29412 0.85 51 H51(z)　

34.61538 0.866667 52 H52(z)　

33.96226 0.883333 53 H53(z)

33.33333 0.9 54 H54(z)

32.72727 0.916667 55 H55(z)

32.14286 0.933333 56 H56(z)

31.57895 0.95 57 H57(z)

31.03448 0.966667 58 H58(z)　

30.50847 0.983333 59 H59(z)

30 1 60 H60(z)

29.5082 1.016667 61 H61(z)

29.03226 1.033333 62 H62(z)

28.57143 1.05 63 H63(z)

28.125 1.066667 64 H64(z)

27.69231 1.083333 65 H65(z)

27.27273 1.1 66 H66(z)

26.86567 1.116667 67 H67(z)

26.47059 1.133333 68 H68(z)

26.08696 1.15 69 H69(z)

25.71429 1.166667 70 H70(z)

25.35211 1.183333 71 H71(z)

25 1.2 72 H72(z)

24.65753 1.216667 73 H73(z)

표   1  심박수의 주기와 심주 수

Table 1 Period and center frequency of heartbeat

그림 1의 제안 구조에서 데시메이션 회로부는 데이터 처

리량을 이기 해 샘 링 주 수를 낮추는 용도로 사용되

며 16의 데시메이션을 사용하기로 한다. 즉 480 Hz로 샘

링된 심박 신호가 30 Hz의 심박 신호로 샘 링 주 수가 

낮아지게 된다. 30 Hz의 샘 링 주 수는 최  15 Hz의 주

기신호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심박수 측정 알고리즘에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 

필터뱅크부는 역통과필터로 이 져 있으며, 성인의 심

박수 범 가 50~100 BPM(Beat per Minute)이기 때문에 각

각의 심박수를 골라내기 하여 51개의 필터를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격한 운동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빠른 심

박수 측정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 알고리즘은 200 BPM 

등의 빠른 심박수 측정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림 1의 필터뱅크부의 각각의 역통과 필터는 특정 

BPM의 심박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MS부는 1분 동안의 심박신호 데이터에 해당되는 1800 

샘 을 제곱하여 더하는 계산을 수행한다. 이 MS부에서는 

특정 주 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다. 피실험자의 

심박수가 재 70 BPM이라면 70 BPM 감지용 역통과 필

터의 MS 값이 가장 크게 측정되도록 설계하 다.

최 값 선택기는 MS부의 결과값  최 값을 선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최 값 선택기에서 76 BPM 감지용 

역통과 필터의 MS 값이 최 값으로 선택되면 자동 으로 

76 BPM을 디스 이하도록 설계하 다. 즉 가장 큰 MS 

값이 선택되면 그 필터가 지정하는 심박수를 알 수 있다. 

를 들어    필터의 MS 결과 값이 가장 크면 76 

BPM으로 디스 이한다.

2.2 필터뱅크 역통과 필터 사양 설계

제안된 알고리즘의 구 을 하여  부터  의 

51개 역통과필터에 한 면  구 이 가장 요하다. 

이제부터 제안 구조의 역통과필터 심주 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1에서 사용된 51개의 역통

과 필터의 주 수 특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부터  의 통과 역

Fig. 2 passband of    to  

그림 2의 각각의 역통과 필터의 심주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데시메이션 회로부를 통과

한 샘 링 주 수는 30 Hz이다. 샘 링 주 수가 30 Hz인 

시스템에서, 주기가 N=2인 신호가 π의 주 수 는 15 Hz

의 주 수를 나타내는 가장 빠른 신호이며, 주기가 N=4인 

신호는 7.5 Hz의 주 수를 나타낸다. 즉 주기 N은 주 수와 

반비례 계이므로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식

에서 N=2일 때 f=15를 입하면 비례상수 는 30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기 N과 주 수 f의 계

식을 얻을 수 있다.

 


                                         (1)

이 식을 사용하여 심박수 75 BPM을 감지하는    필

터의 심주 수를 계산해 보자. 75 BPM의 실제 주 수와 

주기는 다음과 같다.

 


 ⇒  


        (2)

이번에는 심박수 76 BPM을 감지하는    필터의 

심주 수를 계산해 보자. 76 BPM의 실제 주 수와 주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터  의 51개 필터에 

한 심주 수와 주기를 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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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432 1.233333 74 H74(z)

24 1.25 75 H75(z)

23.68421 1.266667 76 H76(z)

23.37662 1.283333 77 H77(z)

23.07692 1.3 78 H78(z)

22.78481 1.316667 79 H79(z)

22.5 1.333333 80 H80(z)

22.22222 1.35 81 H81(z)

21.95122 1.3666667 82 H82(z)

21.68675 1.3833333 83 H83(z)

21.42857 1.4 84 H84(z)

21.17647 1.4166667 85 H85(z)

20.93023 1.4333333 86 H86(z)

20.68966 1.45 87 H87(z)

20.45455 1.4666667 88 H88(z)

20.22472 1.4833333 89 H89(z)

20 1.5 90 H90(z)

19.78022 1.5166667 91 H91(z)

19.56522 1.5333333 92 H92(z)

19.35484 1.55 93 H93(z)

19.14894 1.5666667 94 H94(z)

18.94737 1.5833333 95 H95(z)

18.75 1.6 96 H96(z)

18.5567 1.6166667 97 H97(z)

18.36735 1.6333333 98 H98(z)

18.18182 1.65 99 H99(z)

18 1.6666667 100 H100(z)

51개의 각각의 필터에 한 통과 역은 다음과 같이 구한

다. 를 들어, 서로 인 하는  와  의 심주 수 

거리는  1.266667-1.25 = 0.0166667 Hz 이므로 모든 필터의 

통과 역 사양은 심주 수 ±0.00833335 Hz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이제 51개의 역통과 필터의 사양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음 에서 이를 면 으로 설계하는 방

식을 제안하기로 한다.

2.3 CIC 필터를 이용한 필터뱅크 고속/ 면  구

제안된 알고리즘의 구 을 하여  부터  의 

51개 역통과필터에 한 면  고속 구 이 가장 요하

다. 이와 같이 통과 역이 좁은 역통과 필터를 구 하려

면 필터의 차수가 무 높아져 구 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역통과필터를 면 으로 구 할 수 있는 

CIC 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뱅크를 구 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통과 역이 매우 좁은 역통과 필터는 일반 인 필터

설계 방법을 사용하면 필터의 차수가 높아지므로 구 할 때

에 곱셈기가 많아진다. 역통과 필터의 효과  구 을 

해 CIC(Cascaded Integrator Comb) 필터를 고려해 보자. 

CIC 필터는 곱셈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면 으로 필터를 

구 할 수 있다[9]. 이와 같은 CIC 필터의 시스템 함수는 다

음과 같다.

 

 


                               (4)

의 식에서 M은 데시메이션인수이다. 식 (4)에서 분자 

다항식은 Comb 필터로서 M개의 을 갖는다. 이와 같은 

M개의  에서 분모 다항식을 사용하여 1개의 을 

제거시켜 역통과 필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CIC 역통

과 필터를 역통과 필터로 변형시키기 해 다음의 역통

과 필터를 제안한다.

  




   


                      (5)

제안 식에서 보듯이 원하는 만큼의 을 만들고 통과

역에 해당하는 을 분모의 2차필터 극 을 사용하여 제

거시키는 방법이다. 식 (4)에서 M  값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결정한다. 샘 링주 수가 30 Hz이므로 이 주 수를 주

수 resolution 값인 0.0166667로 나 면 의 수인 

M=1800을 구할 수 있다. 식 (5)에서 은 이득의 최 값을 

1로 만들기 한 스 일링 상수이다. 분모의 2차필터계수 

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안 알고리즘의 필요한 

필터 뱅크는  부터  까지 51개의 필터 뱅크로 구

성하 으며 이는 성인의 정상상태에서의 심박수가 50~100 

BPM이기 때문이다. 이는 편의상 설정한 값이며 운동 등과 

같은 높은 심박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필터뱅크의 필터 갯

수를 확장시키면 된다. 식 (5)에서 분모 다항식은 1800개의 

제로들 에서 제거하고 싶은 을 없애는 데에 사용한

다. 를 들어 심박수 75 BPM을 감지하는  의 를 

구해보기로 한다. 식 (5)의 분자 다항식은 1800개의 을 

갖는다. 이 에서 그림 3(a)와 같이 0부터 7.5 Hz까지에는 

450개의 이 존재한다.

이 에서 제거하고 싶은 을 분모 다항식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를 들면    필터의 극  좌표는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M이 1800을 만족하는 달

함수에서 은 1800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각 360도를 

1800으로 나 면 각  사이의 각도인 0.2°를 구할 수 있

다.  의 극  각도는 0.2°×75=15°이며 직각좌표로는 

(cos15, sin15)=(0.966, 0.259)이다. 따라서 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sin  cossin
  cos

     (6)

식 (6)으로부터 필터 계수를 구하는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cos                                   (7)

식 (7)에서 구한 의 값은 -1.93185이다. 이 값을 사용

한    역통과 필터의 주 수 응답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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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부터 7.5 Hz까지의 450개   

(b)  필터의 극 을 사용한 제거

그림 3    역통과필터의  제거

Fig. 3 zero cancellation of    bandpass filter

(a) 체 주 수응답

(b) 확 한 주 수응답

그림 4 제안된  의 주 수응답

Fig. 4 frequency response of the proposed  

이와 같이 제안된 식 (5)의 역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구

 면 을 히 일 수 있다. 제안된 역통과필터 사양

을 일반 인 FIR 필터를 사용하여 구 하면 필터 탭수가 

186 정도이므로 186개의 곱셈연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51개의 필터로 구성된 체 필터뱅크 연산에는 표 2와 같이 

9486개의 곱셈이 필요하다. 반면에 제안 구조에서는 각각의 

역통과 필터가 2개의 곱셈연산을 필요로 하므로 총 102개

의 곱셈연산이면 구  가능하다.

표  2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의 곱셈기수 비교 

Table 2 number of the multiplications of the proposed and 

conventional algorithm

필터 수
각 필터의 

곱셈기 수
총 곱셈기 수

제안된 

알고리즘
51 2 102

기존 

알고리즘
51 186 9486

3. 구   고찰

3.1 Function Simulation

제안된 심박측정기 구조의 정확한 동작 여부를 실험하기 

해 MatLab을 사용하여 function을 검증하 다. 실험에 사

용된 디지털 샘 을 얻기 해 피실험자의 흉부 정면으로부

터 50cm 거리에 바이오 이더 시스템을 치시킨 후 심박 

데이터를 측정하 다. 비  심박 측정기를 사용하여 실험

자 1과 실험자 2로부터 4분 동안의 심박 신호 데이터를 획

득하 다. 즉, A/D 변환기의 샘 링 주 수가 480 Hz이므로 

4분간 각각 115,200개의 샘 을 얻었다. 이와 같이 얻은 

115,200개의 샘 을 사용하여 제안된 구조의 성능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심박수 검출 결과

Fig. 5 Heartbeat detection results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3.2 HDL Simulation

제안된 구조에 하여 Verilog-HDL로 Simulation을 수행

하 다. Xilinx사의 ISE7.1i를 이용하여 Verilog-HDL로 코딩

하 으며 Function 시뮬 이션을 해 Modelsim을 사용하

다. 입력 데이터는 Matlab Simulation에서 사용된 실험자2

의 심박 데이터 115,200개를 사용하 다. 입력 데이터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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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z) Matlab Verilog

50 0.739342 0.739502

51 0.694325 0.694458

52 0.77993 0.779907

53 0.66604 0.666138

54 0.714538 0.714478

55 1.010068 1.010132

56 0.672376 0.672485

57 0.622488 0.622437

58 2.006725 2.006714

59 1.126524 1.126465

60 1.201148 1.201294

61 1.758306 1.758423

62 1.117648 1.117798

63 1.501037 1.501099

64 0.896604 0.896606

65 1.318377 1.318481

66 0.433927 0.43396

67 0.483315 0.483276

68 0.981857 0.981812

69 0.885553 0.88562

70 0.50942 0.509399

71 0.77312 0.773071

72 0.596422 0.596436

73 1.656463 1.656616

74 0.805739 0.805786

75 1.077642 1.077759

76 0.285615 0.285645

77 0.370593 0.370605

78 0.309878 0.309937

79 0.385571 0.38562

80 0.897397 0.897339

81 0.487308 0.487427

82 0.633217 0.633179

83 0.689614 0.689697

84 0.336003 0.336182

85 0.352485 0.352661

86 0.438279 0.438354

87 0.212097 0.212036

88 0.520379 0.520386

89 0.769165 0.769165

90 0.355307 0.355347

91 0.190221 0.190308

92 0.245926 0.245972

93 0.245134 0.245239

94 0.341804 0.342041

95 0.223868 0.223999

96 0.204137 0.204102

97 0.751157 0.751099

98 0.185367 0.185425

99 0.170904 0.171021

100 0.198749 0.19873

비트 2진수를 사용하 으며, 부호 1비트, 정수 2비트, 실수 

13비트로 구성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데시메이션 회로

부, 필터뱅크부, MS부, 최 값 선택기로 구성되어 있다. 데

시메이션 회로부에서 16으로 다운 샘 링하므로 115,200개의 

샘 은 7,200개로 어든다. 이 7,200개의 샘 을 필터뱅크로 

입력시켜서 어느 필터의 출력이 가장 커지는지 1 마다 

찰하 다. 표 3는 Verilog-HDL 결과의 일부로 최 값 선택

기 이 의 MS부에서 얻은 데이터 값이며, Matlab을 사용해 

얻은 testvector의 결과와 비교한 표이다.

표 3 제안된 알고리즘의 Verilog-HDL simulation 결과값 

비교

Table 3 Verilog-HDL simul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algorithm

 

표 3에서 보듯이 Matlab을 사용해 얻은 testvector의 결

과값은    필터의 출력이 2.006725로서 가장 큰 값이다. 

Verilog-HDL simulation에서는 역시    필터의 출력이 

2.006714의 최 값으로서 MatLab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Verilog-HDL 코딩을 사용하여 얻은  부터 

 까지의 필터의 출력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부터  까지 Verilog-HDL Simulation 결과

Fig. 6 Verilog-HDL Simulation results from    to  

그림 6의 필터 출력 데이터는 16비트 2진수를 사용하 으

며, 부호 1비트, 정수 2비트, 소수 15비트로 구성하 다. 

   필터의 출력은 그림 6에서 보듯이 0100000000110111 

(2.006714)이며 이 값은 표 3의 MatLab 실험 결과와 같다. 

그림 6의 출력 데이터는 첫 번째 검출된 심박수로 filter_58

의 값이 가장 큰 값임을 알 수 있으며 표 3의 결과와 같음

을 볼 수 있다.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측정된 심박 신호 디지털 샘 에서 심박수

를 측정하고 디스 이하는 력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역통과 필터를 사용하는 필터뱅크 구조는 정확도는 

높으나 필터의 차수가 높아져 구 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CIC 역통과 필터를 변형한 역통과 필

터를 제안하 다. 제안된 역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필터 

뱅크를 구성함으로써 연산량을 감소시킨 심박수 측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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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할 수 있었다. 실제 피실험자로부터 얻은 심박 샘 을 

사용하여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 정확하게 심

박수를 측정하고 디스 이 할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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