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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펄스옥시미터 시스템의 측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Perfusion Index값을 이용한 광량조절의 방법을 제시한다. 본 

방법은 펄스옥시미터의 광출력 값의 조정을 미약한 신호 상황에 대한 적응 가능한 광출력을 줄 수 있으며, 산소포화도 측정값의 

변화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광량을 보다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미약한 신호의 측정을 일괄

적으로 조절 가능한 기능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펄스옥시미터의 특성상 보다 정확한 값을 제공할 수 있다. 

키워드: 펄스옥시미터(Pulse Oximeter), 광조절(Light control), Perfusion Index, Low Perfusion

I. 서론

펄스옥시미터는 비침습적 생체 신호 측정 방법으로 병원 및 헬

스케어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심혈관상태를 모니터링 하기위하여 

이용되는 기기이다. 특히 펄스옥시미터는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

보로서 그 가치가 증가 되고 있다. 펄스옥시미터는 생체의 광흡수

도의 비를 측정하여 비관혈적으로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 하는 

방법이다[1]. 
기존 펄스옥시미터의 경우 광량의 판단을 측정신호의 DC의 고

정된 값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사용자를 측정하는 

경우 신뢰성에 문제점이 발생한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펄스 옥시미터에서 광출력량을 조절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II. 시스템 구성

2.1 시스템 구성

펄스옥시미터 구성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발광소자  LED, 수광

소자 포토다이오드, 광조절 드라이버, 측정신호의 신호처리 부분, 
증폭부분, 신호 분리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펄스옥시미터는 식(1)(2)와 같은 적색광과 적외선광의 입력신호

의 AC, DC 성분비인 R-ratio에 의해 산소포화도 측정상관 값

(SpO2)을 측정한다[3].

  × (1)

 






         (2)

PI(Perfusion Index)는 SpO2 산출에 앞서 신호의 맥동 성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보로 미국의 펄스옥시미터 업체인 MASIM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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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PI를 적외선의 AC성분과 DC성분의 비로 나타내고 있다[4].

2.2 광조절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펄스옥시미터의 산소포화도 측정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광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2. 광조절 알고리즘

본 알고리즘은 기본광량에서 시작하여 PI를 계산, IR PI값이 1
보다 작으면 증폭기를 활용하여 미세한 신호를 증폭하고 이때 광

량산출을 위한 측정식을 식(3)(4)와 같이 구성하였다.

 ××            (3)
 ××     (4)

IR_A값, RED_A값은 증폭된 적외선광, 적색광의 광포화 상태

값, IR_DC, RED_DC는 적외선, 적색신호의 DC성분, IR_PI, 
RED_PI는 적외선, 적색신호의 PI를 의미한다. 광포화상태의 판

정은 RED_DC와 IR_DC값과 증폭된 RED_A와 IR_A를 근거로 

광량을 근거로 광량 설정치를 조절인자로 설정 증가판단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III. 실험 결과

3.1 실험조건

제안한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표1과 같은 실

험환경을 설정하였으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측정신호를 PR 
75, SpO2 96%를 설정한 후,  PI를 1~20%, 광량을 변경하여 실

험하였다.

표 1. 실험 환경

항목 값

Signal Source Index2 Simulator(Fluke)

PI변화범위 1% ~ 20%

측정신호 특성 PR 75, SpO2 96%

광량변화
RED, IR 0 ~ 4000

(광출력 최대치 4095=4.095V)

3.2 실험 결과

실험결과 PI 20, 10, 5, 3%에서 광량에 따른  R-ratio 오차는 

표2 과 같은 특성을 갖으며 최적의 값은 IR광량 4000, RED 
3500으로 최적구간으로 나타났다.

표 2. R-ratio 오차분포(PI 20, 10, 5, 3%)

PI
IR광량 4000 

RED광량 3500

IR광량 3500 

RED광량 3500

IR광량 3000 

RED광량 3500

20% 9 13 16

10% 23 20 34

5% 21 47 57

3% 50 95 71

표3과 같이 PI 1%의 미약한 신호의 실험에서는 GAIN의 작동

과 미작동의 차가 크게 나타 났으며 PI 1%에서도 동일한 IR광량 

4000, RED 3500으로 최적구간이 나타났다.

표 3. R-ratio 오차분포(PI 1%)

GAIN
IR광량 4000 

RED광량 3500

IR광량 3500 

RED광량 3500

IR광량 3000 

RED광량 3500

ON 70 85 80

OFF 200 180 230

IV. 결론

PI 1%이하의 신호에 대해서는 증폭이 필요하며, 광량조절 실험

을 통하여 광량의 최적구간을 찾을 수 있었다. 실험결과와 같이 최

적광량이 최대 광량에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광입력의 포화상태

(saturation)가 발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포화상태 방지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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