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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BT 융합 기술로 건강 리  응 의료 등을 하여 U-헬스 어 단말 장치가 개발되고 상품화가 되고 있

다. 이 단말기에서 측정하는 생체 신호들은 심 도, 체온,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 등이며, 특히 이들 신호 에 

용 맥 (PPG) 신호는 산소포화도와 심박수, 말  탄성도 등을 측정함에 있어 매우 요한 신호이다. 그러나 

이 PPG 신호는 환자 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동잡음의 향에 의해 그 정 도가 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잡음을 제거하기 한 변조 기법과 ICA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

기 해 다양한 잡음을 인 으로 가하여 실험하 으며,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응

필터법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다.

ABSTRACT

Recently, u-healthcare device is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for healthcare management and emergency medical. The kinds of the 

measurable biomedical signals on the device are electrocardiogram, skin temperature, pulse oxygen, heart rate, respiration, etc. Specially, the 

photoplethysmograph(PPG) signal of these signals is the important signal in measuring oxygen, heart rate and peripheral vascular compliance. 

The accuracy of PPG signal reduce from influence of the motion artifacts that generated from the movements of user or pati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new method to remove the motion artifact that is using optical power modulation and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or analyzing the proposed method, we used variety of noises made by artificially. In the results of experiments, the proposed 

method showed good performances than an adaptiv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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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인의 건강 리  응 의료의 긴 한 상황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u-헬스 어 단말 장치가 개발되

고 상품화가 되고 있다[1].  이 헬스 어 단말기에서 측

정할 수 있는 생체신호는 표 으로 심 도, 심박수, 

용  맥 (PPG: Pothople -thysmo graphy), 압, 체온, 

산소포화도, 호흡 등이 있으며, 이들 신호 에 용  

맥 인 PPG 신호는 심  질환   탄성도, 산소

포화도 등에 련된 질병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들 신호 에 PPG 신호는 말

 류량의 변화에 따른 조직에서의 흡수도 변화

를 측정하는 것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압, 동

맥 탄성도 등의 요한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

다. 그러나  PPG 신호 측정에 있어 환자의 움직임에 따

라 그 성능이 하되어 부정확한 심박수  산소포화도

를 제공하는 문제 을 갖고 있다. 이 문제 은 PPG 신

호의 주 수 역이 환자의 움직임으로부터 발생되는 

동잡음 주 수 역과 겹쳐 있어 일반 인 신호 필터로  

잡음을 제거가 어렵다[2]-[7].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해 최근에는 PPG 신호를 주기 신호로 가정한 앙

상블 필터 법[3]과 가속도 센서를 기반한 응 필터 법

[4][5]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의 동잡음 제거 

성능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그 성능이 만족스

럽지 못하고, 가속도 센서 추가로 제품 단가가 높아지

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력 

진폭 변조기법과 독립 성분 분석법을 이용한  PPG 신

호 추출 기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석하기 해 동

잡음을 인 으로 센서에 가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 하 다.

Ⅱ. AM변조와 ICA를 이용한 

PPG 신호처리

일반 으로 PPG 신호는 그림 1과 같이 960[nm] 장 

역의 외선 는 640[nm] 장 역의 색  



를 인체에 조사한 후, 반사 는 투과된  을 수  

센서(photosensor)로 측정할 있으며, 이 수  신호는 식

(1)과 같이 Beer-Lambert 법칙[7]을 따른다.

 
 


 


 (1)

그림 1. PPG 신호의 측정 원리
Fig. 1 Measuring principle of the PPG signal

식(1)에서 는  속에 흐르는 류에 의한 원 

흡수의 변화 

와 피부 표면과 원사이의 거리 변화 


  그리고 피부 내부와 원사이의 거리 변화, 외부 

원 변화 


 등이 모두 포함된 변화분이다.  따라서 심

박수 측정 는  탄성도 측정에 필요한 PPG 신호 

는 식(2)와 같으며, 식 (1)의 나머지 변화 성분인 


 , 


은 모두 잡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수  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 에는 환

자의 움직임에 따른 잡음과 외부 잡음 등이 혼입되어 

PPG 신호 를 추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재의 의료기기는 높은 주 수로 LED

를 구동시켜 주변 원의 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

나 환자의 움직임으로 발생되는 동잡음(motion artifacts)

은 동잡음 주 수 역(0.01-10[Hz])이 PPG 신호의 주

수 역(0.05-8[Hz])과 겹쳐 있어 일반 인 필터로는 동

잡음을 제거하기가 어렵다[3]-[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식(1)의 특징으로부터 식(3)과 같이 원 력 세기에 

따라  도달 거리와 수 량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그림 

2와 같이 잡음이 없는 PPG 신호를 추출하기 해 LED 

 세기를 진폭변조(Amplitude Modulation)하여 손가락

에 투 시킨 다음, 반사되어 오는 수  신호를 N개 채

로 분리하여 측정하도록 하 다.

log lo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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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잡음 제거를 한 제안된 PPG 신호처리
Fig. 2 PPG signal processing to reject motion artifacts

그리고 측정된 N개 의 채  신호는 PPG 신호만을 추

출하기 해 역통과 필터를 거쳐 신호분리 성능이 우

수한 독립성분분석(ICA)에 입력하고 ICA는 각각의 PPG 

신호와 잡음신호를 분리하도록 처리하 다. 즉, 제안된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원의 력이 세기에 따라 외부 

에 의한 잡음, 피부에 의한 반사 , 피부 내부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반사 , 류의 흐름에 의한 PPG 신호 등

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AM변조는 식(4)와 

같이 PPG 신호의 샘 링 주 수 와 동일한 톱니  신

호 

(식(5))와 력에 따라 분리하고자하는 채  

수 과 동일한 주 수  를 가진 펄스 신호



(식(6))와 곱하여 AM 변조된 신호 

를 LED 구동 

압으로 사용하 다.



 



 (4)


  순방향최대전압



   ≤≤



 
,   





          (5)



   ≤≤




 
,  


 


       (6)

식(4)의 AM 변조기의 출력 순서에 따라 다 채 로 수

 신호를 분리하기 해서 AM 변조의 주기 신호의 상

승 에지(edge)와 동기화로 각각의 채 로 분리하 다. 

이때 출력된 신호는 
, 

, …, 

이고, 각 

 는   만큼 상지연이 발생한다. 이 상지

연은 ICA 신호처리과정에서 부정확한 신호 분리를 야기

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의 샘 링 값을 가져야 한다. 따

라서 상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10[Hz] 차단주

수를 가진 4차 FIR 구조의 역통과 필터를 통과 시킨

후, 

=100[Hz]의 주 수로 샘 링 과정을 거쳐 상지

연을 제거하도록 하 다.  샘 링과 필터링된 각 채 의 

신호인 




는 ICA의 입력 벡터 로 

사용되며, 미지의 혼합 행렬 , 원 신호 벡터를 이라 

가정하여, 식(7)～(9)로부터 PPG신호와 잡음신호, 외부

 신호를 분리하도록 하 다.

  
 

  

        (7)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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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8)에서 신호의 분리 행렬는

≈
     (10)

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신호 분리를 

해 반복 인 학습을 통하여 최 의 를 구해야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11)과 같이 일반 으로 사용되

는 Infomax 학습법[10]을 사용하 으며, 이 학습법은 가

장 빠른 학습 속도의 무감독 학습법으로 신호 내에 포함

된 상호정보의 엔트로피를 최 화하여 를 구하는 기

법이다.

   tanh     (11)

 : 학습 상수

이와 같이 이 학습법을 통하여 최 의 를 구한 다

음, 동잡음의 향이 최소화된 PPG 신호 를 식(9)로

부터 구할 수 있다.

Ⅲ.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다

양한 잡음(동잡음이 없을때, 두드림, 손가락 구부림, 자

유 움직임)들을 인 으로 가하여 표 인 응필터

와 성능을 비교하 다. 성능평가 실험을 하여 Atmel사

의 마이크로 로세서인 Atmega32-16MHz, 4비트 D/A 

변환기, 920[nm] 장의 외선 LED, 포토트랜지스터 

등을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변조회로 설계 하 다. 

설계된  변조회로를 그림 4와 같이 구 하 다. 구

된 회로에서는  력변조 기능을 Codevison 컴 일러

를 통해 C언어로 성하여 DA변환기로 출력(그림 5)하

게 하고 CPU 내부의 10bit AD변환기를 통하여 각 채

별 신호를 샘 링하고 직류성분(0.5Hz이하)을 제거한 

다음, RS232의 19200[bps] 속도로 PC에 측정 데이터를 

송하 다. 

그림 3. 력 AM변조 PPG 신호처리 회로
Fig. 3 PPG signal processing circuit Using Amplitude 

Modulation of Optical Power

그림 4. 구 된 PPG 신호처리부
Fig. 4 Implemented PPG signal processing unit

그림 5. 측된  AM신호와 수  신호
Fig. 5 Observed Optical AM signal and  received 

signal from photo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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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C에서는 데이터를 Matlab에서 작성된 ICA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필터링 성능을 분석하 다. 이때 

설정된 학습 상수  학습 횟수는 0.001과 100회이다. 실

험에서 사용된 채 수와 변조 주 수는 4개와 

400[Hz]로 설정하 고, 수 부의 각 채 에 사용된 LPF 

필터는 FIR구조의 10[Hz] 차단주 수를 가진 4-차 버터

워스 필터를 사용하 다.  특히, 변조에서의  력의 

세기는 5[V] 참조 압을 가진 4비트 DA변환기의 출력 

압을 0.3[V], 0.67[V], 1.32{V}, 2.64[V]로 설정하여 실

험하 다. 실험 결과에서 동잡음이 없을 때, 각 채 에 

따른 출력 압을 그림 6에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로부

터 식(3)처럼  력에 따라 수  신호의 크기가 다르고 

피부의 깊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채  2의 신호에서는 피부 표면반사에 의한 동잡음 신호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잡음의 유무에 따른 기법

의 출력을 그림 7과 8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그림 7

은 동잡음이 없을 때 ICA 출력을 나타낸 결과로서 채  

1의 신호가  원 신호(Original signal)와 유사함을 육안으

로 알 수 있었다.  

그림 6. 변조 력에 따른 동잡음이 포함된 수  신호
Fig. 6 Received signals with motion artifact based on 

optical modulation power

그리고 동잡음하에 제안된 기법의 성능 분석하기

해 센서를 착용하고 있는 손가락에 다양한 동잡음(두드

림, 손가락 구부리기, 손가락 상하좌우로 움직임)을 1～

2회 정도로 인 으로 가하여 응필터(학습 상수 = 

0.001, 필터 차수 = 32차)와 ICA의 출력 신호를 그림 8에 

나타내었으며, ICA 출력 의 3번 신호와 응필터의 

신호에 하여 주 수 분석한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

었다. 

그림 7. 동잡음이 없을 때 ICA 필터의 출력
Fig. 7 Outputs of ICA filter without motion artifacts.

그림 8. 다양한 동잡음에 따른 제안된 
기법(ICA)의 출력

Fig. 8 Outputs of proposed method from variety 
of motion source.

그림 8의 결과에서 제안된 기법의 출력이 응필터 

보다 맥 의 신호 추출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

에서는 동잡음이 없는 구간의 PPG 신호와 비교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에서  제안된 기법이 응필터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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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 수 분석
Fig. 9 Frequency analysis.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헬스 어 단말기의 측정 신호 에 

하나인 PPG 신호 처리에 한 연구로서 PPG 신호 처

리의 문제 인 동잡음 제거하기 해  변조와 ICA 기

법을 이용한 신호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

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해 인 으로 다양한 움직

임을 주어 응필터링법과 성능을 비교 실험하고 평

가하 다. 이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잡음 제거 알

고리즘이 응필터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육안으로 최 의 ICA 

출력 채 을 선택하는 방법 신 최 의 신호 채 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에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 의 채  선택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헬스 어 단말기에 용한다면 환자의 움

직임에서도 보다 정확한 신호 측정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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