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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광전용적맥파(photoplethysmography:PPG)를 이용한 맥파 측정에 있어서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파장에 따른 노

이즈의 영향을 비교 연구하였다. 광전용적맥파는 광을 이용한 맥파 측정방식으로 움직임에 의한 잡음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노이즈로 인하여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상시 측정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노이즈의 발생이 

큰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움직이는 상태에서적외선광과 녹색광원의 노이즈영향을 측정하여 파장에 따른 

움직임노이즈를 비교검토 하였다. 결과적으로 녹색광이 적외선광에 비해 움직임의 영향을 덜 받으며 이동 중에서의 측정이 용이

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키워드: 광전용적맥파(photoplethysmography), 움직임(motion), 잡음(noise)

I. 서론

현대사회에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과거의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관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존의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서 집에서 또는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는 

u-health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나 휴대용 생체정보 측정 

장치의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시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맥박의 경우 심장의 움직임

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하

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운동 등 과도한 활동 시 특히

나 그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및 운동 또는 다

양한 활동 시에 맥박을 수시로 측정함 으로써 일상의 건강관리뿐

만 아니라 유사시 사고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주로 정지된 상태에서의 측정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측정에는 신뢰

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상태에 대한 고려

를 위하여 적외선과 녹색광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국내·외 동향

국내·외에서 이미 맥파의 측정 방법 및 다양한 활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광전용적맥파(photoplethysmography)이다.[1] 광전용적

맥파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에는 산소포화도 측정, 혈류속도 측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연속혈압측정, 맥진, 수면무

호흡 등 다양한 연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에는 이러

한 신호의 무선전송을 통하여 이동 중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III. 본론

1. PPG(photoplethysmography) 측정

PPG라고 불리는 광전용적맥파는 광(光.)을 이용한 측정 방법이

다. 즉,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하여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따

른 빛의 흡수, 반사, 분산의 변화를 통하여 맥파를 검출해 낸다. 
이 맥파의 주기를 통하여 맥박을 검출해 낼 수 있다. 맥파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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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주는 0.05~5Hz로 Amplifier & Filter처리가 필요하다[1].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상태에서 동일한 Amplifier & Filter처리로 녹

색광과 적외선센서를 각각 측정하여 움직임상태에서 노이즈의 정

도를 비교 하였다. 녹색광은 540nm파장의 LED를 사용하였으며 

적외선은 940nm의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였다. 수광센서로는 동

일하게 430~1100nm의 검출 파장을 갖는 bpw34를 사용하였다.

2. 측정 실험

그림1. 측정 위치

Fig. 1. Measurement position

측정 실험은 피 실험자의 손가락 끝에 1차로 적외선 센서를 부

착 한 후 약 1분간 제자리에서 팔을 저으며 움직이는 동안의 PPG 
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약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녹색광

의 센서를 부착한 후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1분간 제자리에 팔

을 저으며 움직이는 동안의 PPG 신호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호

는 컴퓨터로 전송돼 Labview signal express를 통한 데이터 처리

로 비교 하였다.

3. 측정결과

그림2. 측정 결과

Fig. 2. Measurement result

그림2는 실험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의 그림이 

녹색 LED을 이용한 측정결과이고 아래의 그림이 적외선을 이용

한 측정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남과 같이 움직임 상태에서 녹색 

LED가 노이즈가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상태에서 PPG측정에 있어서 적외선과 

녹색 LED를 이용한 측정의 노이즈 비교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녹색 LED를 사용하였을 때 노이즈가 훨씬 적고 파형 

역시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움직임 또는 

활동 중의 PPG 측정에는 녹색파장의 광(光)을 쓰는 것이 더 적합

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활동 중의 운동량에 따

른 맥박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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