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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녹색광을 이용한 반사형 광용적맥파측정기의

주변광 간섭에 대한 효용성 검증

본 논문은 녹색광을 이용한 반사형 광용적맥파측정기(reflected -

photoplethysmography)의 주변광(ambient light) 간섭 시 신호 측정에 대한 효

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용적맥파의 측정을 위한 센서는 투과형과 반사형이 있으며, 최근

u-Health관련 기술을 발달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휴대성이 높은 반

사형 센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사형 광용적맥파측정기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적색광(610nm～660nm)과 적외광(660nm～1300nm)보다

온도특성이 좋고 동잡음에 강한 녹색광(520nm～535nm)이 적합하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 하지만 녹색광의 경우 단파장 광원으로 장파장 광원보다 주변광에

의한 간섭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반사형 광용적맥파신호의 측정을 위한 녹색광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주변광 간섭에 의한 광용적맥파신호의 변화를 계측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측정 시스템구현과 실험환경

설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요골동맥(Radial artery)에서 맥파를 계측하기 위한

반사형 측정센서와 측정시스템을 제작했다. 반사형 측정센서는 PE-form과

non woven fabric으로 구성된 flexiable 재질로 제작하였다. 센서 구조는

photodiode를 중심으로 좌우에 LED를 배치한 형태로 각각의 LED는 개별제어

가 가능하다. 맥파신호는 계측 보드를 통해 0.78Hz의 high-pass filter와

7.25Hz의 low-pass filter를 거친 뒤 증폭단계를 거쳐 관측했다. 실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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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광원은 가시광(400nm～660nm) 영역에 해당하는 백열등과 백색 LED로

구성된다. 암실, 백열등, 백색 LED 3가지 조건에서 맥파신호를 측정하였으며,

백열등과 백색 LED는 각각 3단계의 밝기 조절을 통해 총 7가지의 주변광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신호측정은 제작된 센서를 이용한 PPG신호, 투과형 센

서를 이용한 손끝에서의 PPG신호, 그리고 ECG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손

목에서 측정된 PPG신호와 EGC신호의 R wave를 이용한 PTT를 통해 각 변

수에 따른 심박수를 비교하였다. 투과형 PPG센서를 이용해 측정된 신호는

PPG신호의 waveform 기준신호로 사용 되었으며, 제작된 센서를 이용해 측정

된 PPG신호의 waveform과 비교하였다. 각 신호는 샘플링 주파수 1000Hz로 1

분간 측정하였다. 적색 LED(1개)를 광원으로 사용한 경우와 녹색 LED(1개),

녹색 LED(2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작 센서를

통해 측정된 신호는 ECG신호의 R wave와 비교하여 심박수 일치를 검사하였

으며, 기준 맥파신호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정확도를 비교 평가하고 효용

성을 검증했다.

실험 결과, 녹색 LED(2개)를 사용한 센서는 적색 LED(1개), 녹색 LED(1개)

를 사용한 센서보다 높은 효용성을 보였다.


핵심되는 말 : 광용적맥파측정기, 주변광(Ambient light), 녹색광(Green LED), 적색광(Red

LED), 요골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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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논문은 반사형 광용적맥파측정기에 적용된 녹색광의 효용성 검증을 목표

로 주변광(ambient light)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반사형 광용적맥파측정센서를

제작하였으며, 측정시스템을 통해 얻은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녹색광의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organization; WTO)가 2011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1],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인구수는 약 17억 1천명으로 전체 사망률

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 약 23억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의학적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Health의 발달과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증가로 휴대용 생체신호계측장

비가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 생체신호 중 하나인 광용적맥파신호

(photoplethysmography)는 수광부와 발광부로 이루어진 간단한 회로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양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간단한 회로로 얻을 수 있는 생체신호이지만 혈중 산소농도 측정, 심박수 측

정, 혈압 측정, 심박출량 측정, 동맥질환 진단 등 의학적으로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심혈관계 시스템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생체신호이다

[2].

휴대용 생체신호계측장비의 발달로 인해 광용적맥파측정기 또한 형태와 측

정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광용적맥파측정기는 610nm～

660nm의 파장대를 갖는 적색 LED와 적외 LED를 이용한 투과형 센서로 손가

락 끝, 발가락 끝, 귀에서 신호를 측정했다. 최근의 광용적맥파측정기는 반사

형 측정센서를 이용해 반지형, 시계형, 부착형으로 제작 되어 휴대성을 높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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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반사형 광용적맥파측정기의 경우 기존의 적색 LED와 적외 LED보다

525nm～555nm의 파장대를 갖는 녹색 LED가 더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

인바 있다. Yuka Meada는 녹색 LED와 적외 LED를 이용한 반사형 광용적맥

파측정기를 여러 온도상태에 노출시키며 신호를 검출했다[3]. 연구결과를 통해

녹색 LED가 적외 LED보다 온도 특성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단파장인

녹색광은 신호검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20°이하의 온도와 38°

이상의 온도에서 적외 LED보다 좋은 신호 검출률을 보이며 반사형 광용적맥

파측정기의 에서 녹색 LED의 효용성을 보였다. 적색 LED, 녹색 LED, 청색

LED를 비교한 실험에서는 녹색 LED가 동잡음에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였

다[4]. 반사형 센서로 제작된 광용적맥파측정기는 645nm의 적색광, 530nm의

녹색광, 470nm의 청색광을 이용해 제작되었다. 신호는 세로 방향(vertical

motion)과 가로 방향(horizontal motion)의 움직임 그리고 안정 상태에서 측정

되었다. 기준신호로 ECG를 동시에 측정해 비교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

는 동잡음에 대해 녹색 LED는 적색 LED와 청색 LED에 비해 심박수 측정에

더 적합함을 보였다. 녹색 LED가 동잡음과 온도 변화에 강하지만 단점도 있

다. Cui et al은 연구결과를 통해 적색 LED와 적외 LED가 광용적맥파측정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보였다[5]. 세포구성요소인 물은 자외선과 적외선 이상

의 파장영역의 빛을 대부분 흡수하며, Melanin은 단파장 영역의 빛을 강하게

흡수한다. 하지만 적색 LED와 적외선 중 적색 주변의 파장대를 갖는 광의 경

우 쉽게 흡수되지 않아 혈류와 혈액량을 측정하기 적합하다. Murray와

Marjanovic은 연구결과를 통해 빛의 파장대에 따라 tissue penetration depth

가 다르며, 장파장 빛이 penetration depth가 더 깊어 투과형 광용적맥파측정

기에 적합함을 보였다[6][7]. 또한, 단파장 광원은 장파장 광원보다 주변광

(ambient light)에 의한 간섭 및 회절변화가 큰 단점이 있지만, 녹색 LED를

이용한 광용적맥박 측정시 주변광에 의한 맥파신호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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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손목에서의 반사형 광용적맥파측정을 위한 녹색 LED의 효용

성을 검증하고자 주병광 간섭에 의한 신호를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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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2.1 광용적맥파

광용적맥파(Photoplethysmography, PPG)는 microvascular bed of tissue에

서의 혈액량(blood volume)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이다[8]. PPG측정방식에는

침습적인 방식도 있으나 피검자에게 고통이 없고 측정이 용이한 비침습적인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침습적인 방식의 PPG 측정방법으로는 광학적

검출, 기계적검출, 전기적 검출방법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은 광학적 검출방법으로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방법이다.

Hertzman(1938)에 의해 고안된 광학적 PPG 검출방식은 빛의 흡수율의 원리

를 이용한 것으로, 인체의 특정부위에 적색광 또는 적외선을 조사하여 투과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이다[9]. 인체에 조사된 빛은 조직, 세포, 뼈, 혈관,

혈액에서 투과, 반사, 분산, 흡수 등의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Photodetector에

도달한 빛은 Lambert-Beer의 법칙에 의해 검출된다[10]. 검출된 신호는 심장

박동을 반영하여 맥동형태(pulsatile morphology)를 보이는 AC성분과, 동맥혈,

정맥혈, 세포층 및 기타조직 등에서 반사 또는 투과되어 나타나는 DC성분으

로 나뉜다. 따라서 반사형 PPG신호는 반사 또는 투과에 의해 나타나는 DC성

분보다 심장의 맥동형태를 나타내는 AC성분이 크게 나타난다. 심장은 수축기

에 좌심실을 통해 박출되는 혈액이 말초 조직으로 이동하며, 이때 동맥혈

Blood volume이 증가하게 된다. PPG신호의 AC성분은 이런 심장박동의 맥동

형태를 반영하는 반기저선, 기저선, 진폭, 주기와 같은 요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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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Lambert-Beer 법칙

Lambert-Beer의 법칙은 빛이 주어진 파장에서 투사되어 균질한 매질을 통

과할 때 투사된 빛과 통과된 빛의 강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11].

(그림 2.1)과 같은 Lambert-Beer의 법칙은 균일한 매질에 입사된 빛은 매질에

의해 흡수된 빛과 매질을 통과한 빛의 합과 같음을 나타내며,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식 1)

( : 매질을 통과한 빛의 강도,  :　입력되는 빛의 강도,  : 감쇄 계

수,　 :　매질의 농도,  :　매질을 통과한 빛의 투과 거리)

매질의 농도 와 빛의 투과거리 를 중심으로, 흡광도가 흡수층의 두께 에

비례한다고 정의한 것이 Lambert의 법칙이고, 흡수하는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

다는 것이 Beer의 법칙이다.

그림 2.1 Labmert-Beer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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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광용적맥파신호의 구성 다이어그램

2.1.2 광용적맥파의 분석

PPG신호는 (그림 2.2)와 같이 심장박동을 반영하여 맥동형태(pulsatile

morphology)를 보이는 AC성분과, 동맥혈, 정맥혈, 세포층 및 기타조직 등에서

반사 또는 투과되어 나타나는 DC성분으로 이루어진다. DC성분 중, 동맥혈관

에 의해 생성되는 신호는 심장의 이완기 동안 혈관 내에 잔류하는 혈액을 의

미한다[12].

PPG신호의 AC성분에 반영되는 심장박동의 맥동형태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

작용의 영향을 받는다. 심장의 수축기에는 심장의 좌심실에서 박출되는 혈액

이 말초로 이동하며 동맥혈의 혈액부피가 증가해 파형의 최대값을 갖게 된다.

이완기에는 말초 조직에서부터 심장으로 혈액이 이동하며 최소값을 반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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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3][14]. AC성분 중 심장의 수축기과 이완기의 맥동을 반영하는 파형을

anacrotic phase라고 하며 신호의 rising edge에서 나타난다. 신호의 falling

edge에서 나타나는 catacrotic phase는 말초에서의 반사파를 나타내는 신호이

며, 이 두 phase가 PPG pulse wave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15].

<그림 2.3>은 PPG 신호의 AC성분과 electrocardiogram(ECG)를 비교한 그

래프로 이 그래프를 통해 PPG 신호에서의 pulse timing, amplitude 그리고 특

징적인 형태 등을 알 수 있다. PPG 파형은 시간의 함수형태로 나타나며 조직

을 투과한 빛의 세기를 amplitude로 나타낸다. PPG 파형에서 pulse peak와

pulse foot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박수를 유추할 수 있다. ECG

신호의 R wave에서의 peak에서부터 PPG 신호의 pulse peak와 pulse foot 까

지 걸리는 시간을 PPTp, PPTf 라고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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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C component of the PPG and corresponding electrocardiogram 

PPG 검출신호의 1차 또는 2차 미분한 신호 또한 의미를 갖는다. 동맥 혈관

의 탄성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맥파를 통해 얻은 PPG 파형의 2차 미분

파(second derivative of photoplethysmogram, SDPTG)를 이용한 방법은 상행

대동맥의 수축기 압력파를 반영하며 동맥경화의 위험요소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17]. (그림 2.4)의 A 파형은 손끝에서 측정한 PPG 파형

이며, PPG 파형의 1차 미분파형은 B, 2차 미분파형은 C에 나타나 있다. PPG

파형의 2차 미분파형인 C는 5개의 다른 파형의 조합으로 그려진다. ‘a’와‘b’는

early systolic phase에 해당되며, ‘c’와‘d’는 late systolic phase에 해당된다. ‘e’

는 early diastolic phase에 해당되며 이렇게 총 5개의 서로 다른 파형의 합으

로 PPG의 2차 미분파형인 SDPTG가 그려진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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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PG 파형과 1차, 2차 PPG 미분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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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용적맥파 검출회로

PPG신호 검출을 위한 회로는 간단한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피부에 빛을

조사할 광원과 투과 또는 반사된 빛을 받는 수광부, 그리고 신호처리부로 구

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회로는 4가지 기본 기능을 가진다[19].

1) Biasing of the LED

2) Biasing of the photo-transistor

3) 로우패스 필터와 하이패스필터를 이용한 신호처리

4) 심박측정

그림 2.5 Basic circuit topology 

PPG circuit의 첫 번째 기능은 LED 구동이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빛을 조

사하는 광원으로는 적색LED와 적외LED가 사용된다. 구동전압과 LED 구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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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맞게 저항값을 선택하여 설계한다. 두 번째 기능은 Photo transistor

biasing이다. 반사 또는 투과된 빛을 받는 수광부로, Phototransistor나

Photodiode를 이용해 설계한다. 다음은 회로의 필터부로 1차 하이패스 필터와

1차 로우패스 필터로 구성된다. 1차 하이패스 필터의 cut-off frequency는 (식

2)와 같고, 1차 로우패스 필터의 cut-off frequency는 (식 3)과 같다. PPG 신

호의 경우 1Hz 주변신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cut-off frequency는 약 0.8Hz～

3.39Hz 주변으로 설계한다.

 


(식 2)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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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원의 파장대

PPG신호는 광원과 광검출기를 피부에 직접 접촉시켜 측정한다. 광원에서는

일정한 빛을 내보내며, 광검출기에서는 투과 또는 반사된 빛의 양을 검출해

전기적 신호로 변화시킴으로서 PPG 신호를 검출하게 된다[20]. 이처럼 PPG신

호는 빛을 이용해 측정되기 때문에, 광원과 광검출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2.6)을 통해 광원의 파장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투과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세포의 구성요소인 물은 ultraviolet과 infrared 이상의 파장대를

갖는 빛을 강하게 흡수하며, melanin은 짧은 wavelength를 갖는 빛을 매우 잘

흡수한다. 반면, 적색광과 infrared의 경우 다른 파장대의 빛보다 쉽게 체내를

통과하며, blood flow와 volume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연구 결과를 보여 PPG

신호 검출의 light source로 사용된다[21].

그림 2.6 광원의 wavelength에 따른 투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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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신호 검출에 주로 사용되는 적색LED는 620nm～660nm 사이의 파장대

를 갖으며 적외LED는 800nm～880nm의 파장대가 주로 사용된다. 광검출기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22][23]. 광검출기는 선택된 광원의 파장대에서 민감도

가 우수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2.7 Wavelength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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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3.1 연구 방향

PPG 신호의 측정은 빛을 이용한 측정방법으로 광원은 단일파장으로 이루어

진 LED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PPG 신호 측정기는 적색 LED 또는 적외

LED를 광원으로 사용한다. 이 두 광원은 주변광(ambient light)에 의한 회절

및 간섭이 적으며 인체 내에서의 투과율이 좋아 PPG 신호 측정에 용이하다.

하지만 장파장 광원은 동잡음에 약하고, 온도특성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u-Health의 발달과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휴대용 생체계

측장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PPG 신호 측정기 또

한 배터리로 동작이 가능한 휴대형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반지, 시계형태

의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휴대용 PPG 신호 측정기의 경우 동잡음과 주변

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녹색

LED의 경우 적색 LED와 적외 LED보다 동잡음에 대해 강하고, 온도특성 또

한 좋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주변광에 의한 회절 및 간섭은 녹색 LED가 더

크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LED와 적색 LED을 이용한 반사형 PPG 신호 측정시

스템을 각각 구성하여, 각각의 시스템에서 주변광에 의한 PPG 신호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녹색 LED에서의 회절 및 간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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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광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다. 적색 LED, 녹색 LED를 이용한 PPG 신호 측정센서를 제작하고, 녹색

LED를 이용한 센서는 2개의 광원을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제작된 센서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센서

를 이용해 피시험자의 오른팔 요골동맥에서 PPG신호를 측정하였으며, PPG신

호의 파형 기준신호는 (주)휴레브에서 제작된 투과형 PPG신호 측정센서를 이

용해 검지에서 동시에 측정하였다. 기준신호 측정센서는 주변광에 대한 차폐

가 이루어졌으며 적색광을 이용한 센서로 제작되었다. 또한, PPG 신호의 심박

기준신호로 ECG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ECG 신호는 LeadⅡ ECG신호를

이용하였으며, ECG100(Biopac Co, USA)모듈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실험은 생체신호측정을 위해 설치된 Test bed에서 진행 되었으며, 18명의

피시험자에 대해 각각 총 21번(적색LED센서 7번, 1개의 녹색LED센서 7번, 2

개의 녹색LED센서 7번)의 PPG신호측정이 진행되었다. 각각의 PPG신호측정

은 1분간 진행 되었으며. 샘플링 주파수 1000Hz로 Biopac MP-150(Biopac Co,

USA)을 이용해 실시간 display 및 저장 되었다. 각 측정 간 1분간의 휴식시간

을 가졌으며. 센서교체 시 10분간의 휴식시간 후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시험자

는 실험 전 24시간이내 흡연과 음주를 제한하였으며, 실험 전 과도한 운동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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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N=18)

Age 26.57

Hight 172.71

Weight 72

표 1 피시험자 신체특성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심혈관계 및 신경학적 질환이 없고 실험

진행에 있어 무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은 자발적으로 실험참

여를 희망한 성인 남녀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피시험자의 평균연령

(Mean± SD)은 26.57세 이며, 연구대상자의 신체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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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장비 및 환경

3.3.1 신호 측정 장비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PPG 신호 측정센서가 제작 및 사용되었다. 실험의

기준신호 측정에 사용 될 투과형 PPG 신호 측정센서 1개와, 요골동맥에서의

신호측정을 위한 반사형 PPG 신호 측정센서 2개가 제작되었다. 투과형 PPG

신호 측정센서는 주변광에 대한 차폐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소재를 사용하였

다. 반사형 PPG 신호 측정센서의 경우 적색광을 이용한 센서와 녹색광을 이

용한 센서를 각각 제작하였다. 센서는 PE-foram과 non woven Fabric으로 구

성된 flexible소재로 구성되어있으며, 주변광에 대한 차폐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1 투과형 광용적맥파 측정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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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센서는 투과형 PPG 신호 측정센서로 의료용 센서 제작업체인 ㈜

휴레브를 통해 제작되었다. 적색 LED를 사용하였으며, 반사형 PPG 신호 측정

센서와 동일한 photodiode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3.2 반사형 광용적맥파센서 설계도

<그림 3.2>는 반사형 PPG신호 측정센서의 설계도이다. 센서의 크기는 가로

81mm, 세로 35mm이며, PE-foam과 Non wov fabric으로 구성된 Flexible한

재질로 구성되었다. 센서 중앙의 Phorodiode를 중심으로 좌, 우에 LED를 배치

하였으며, Photodiode와 LED간의 간격은 5mm로 설계되었다. Photodiode에

LED의 반사광이 아닌 직광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hotodiode와

LED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센서에 부착되어있는 2개의 LED는 각

각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배선되어 있으며, 9Pin connector를 통해 측정보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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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적색LED를 이용한 광용적맥파 측정 센서

(그림 3.3)은 적색LED를 이용한 광용적맥파 측정 센서이다. 사용된 적색

LED는 660nm의 Peak wavelength를 갖으며, 1.8V의 Forward Voltage값을 갖

는다.

그림 3.4 녹색LED를 이용한 광용적맥파 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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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녹색LED를 이용한 광용적맥파 측정 센서이다. 사용된 녹색

LED는 520nm에서 Peak wavelength를 갖으며, 2.8V의 Forward Voltage값

을 갖는다.

(그림 3.5)는 심박수 비교를 위한 기준신호 측정을 위해 사용된 MP-150과

LeadⅡ ECG신호측정이 가능한 ECG100모듈이다. ECG신호 측정을 위해

사용된 전극은 일회용 체외형의료전극으로 KE-L24(Ag/AgCl )전극을 사용

하였다.

그림 3.5 MP-150과 ECG측정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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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측정회로 및 보드

본 연구에서는 PPG신호 측정을 위해 2채널 PPG측정 보드를 제작하였다.

보드는 투과형 PPG신호 측정 센서를 이용한 기준신호와, 반사형 PPG신호 측

정 센서를 이용한 요골동맥에서의 측정신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2채널로

제작되었으며, MSP430F168을 통해 LED의 밝기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다. 측정된 analog 신호는 output connector를 통해 외부 측정 장비와 연결이

가능하며, MSP430F168을 통한 bluetooth로 통신으로 PC와의 연결도 가능하

다. PPG 신호 측정회로는 IVC회로, low-pass filter(0.78Hz), high-pass

filter(7.34Hz) 그리고 증폭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채널은 동일하게 설

계되었다.

그림 3.5 2채널 PPG 측정회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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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PPG 신호 측정보드는 연구자가 직접 설계 및

arework 작업(그림 3.6) 통해 제작하였다. 2채널의 PPG 신호 측정부는 각 소

자간의 동일한 간격과 동일한 배치로 설계되었으며, 전원부 GND와 신호부

GND는 분리하였다.

그림 3.6.2 PPG신호 측정보드 artwork(앞면)

그림 3.6.1 PPG신호 측정 보드 artwork(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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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신호 측정보드는 (그림 3.7)과 같으며 기능은 (표 2)와 같다.

그림 3.7 PPG신호 측정보드 

2채널 PPG신호 측정보드

1. 3.3 V POWER 입력 5. MSP430F168
2. 1.25V Reference 전압 6. Bluetooth module
3. 1CH　PPG신호 측정 7. Analog signal output
4. 2CH PPG신호 측정

표 2 PPG신호 측정보드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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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신호획득 및 처리

신호획득은 Biopac사의 MP150을 이용했으며. 신호처리는 전용프로그램인

Acqknowledge v4.1을 사용하였다. 측정보드를 통해 측정된 신호는 유선을 이

용해 MP150의 analog입력으로 입력된다. 입력된 신호는 Acqknowledge v4.1

을 통해 PC에서 실시간 디스플레이 및 저장이 된다. PPG신호는 샘플링 주파

수 1000Hz로 측정되었으며 60Hz 전원노이즈를 제거 한 뒤, 측정회로와 동일

한 cut off frequency로 filtering을 실시하였다. ECG신호는 샘플링 주파수

1000Hz로 측정되었으며 60Hz 전원노이즈를 제거 한 뒤, 0.78Hz～50Hz의 cut

off frequency로 filtering을 실시하였다.

각 실험을 통해 획득된 요골동맥에서의 PPG신호와 기준신호간의 상관관계

및 심박수 일치 분석은 MATLAB을 통해 실시하였다. 기준신호와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심박수 일치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광용적맥파신호와의 유사도분석

및 신호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요골동맥에서의 PPG신호와 손끝에서 측정된 PPG신호의 상관관계 분석은 다

음 (식 3.1)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두 신호간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방법

으로 상관계수를 구함으로서 상관관계의 정도를 수량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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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 방법

본 연구는 실험에 앞서 피시험자에게 PPG신호 및 ECG신호 측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동의를 얻은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연

구자의 관찰아래 진행되었다.

실험진행은 연세대학교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내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으

며, 생체신호측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된 Test bed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실은

실험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피시험자가 신호 측정에 불편함이 없도

록 실험실 환경을 유지하였다.

실험은 각 피시험자에 대해 3개의 센서를 사용, 주변광(암실, 백열등, 백색

LED)에 대해 총 21번의 측정 실험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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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실험 환경

실험은 연세대학교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의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은 생체신호 측정에 적합한 환경으로 꾸며진 test bed에서 진행되었으며 피시

험자가 신호측정 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럼 3.8)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였다.

피시험자는 모두 오른손잡이로, PPG 신호 측정은 모두 오른손 요골동맥과

오른손 검지에서 실시되었다(그림 3.9). 피시험자는 (그림 3.9)와 같이 오른손

에 두 개의 센서를 착용한 뒤, 제작된 암실에 손을 넣고 PPG 신호 측정을 시

작한다. 제작된 암실은 외부 빛을 모두 차단했으며, 내부에 설치된 광원(백열

등, 백색 LED)을 이용해 주변광을 주었다. 암실 내에는 주변광원, 측정보드,

손목받침대만 배치되었다. 주변광원의 위치는 오른손목 요골동맥 위에 위치하

고 있으며, PPG 신호 측정 시 피시험자의 손목은 광원을 향하도록 하였다.

ECG신호는 표준사지유도(standard limb leads)에 따라 LeadⅡ ECG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림 3.8 PPG 신호 측정 자세 그림 3.9 PPG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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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실험 설계

본 실험에서는 신호 측정을 위해 동시에 두 개의 PPG센서와 한 개의 ECG

센서를 사용하였다. PPG신호의 waveform 기준신호가 되는 투과형 PPG센서

는 오른손 검지에서 측정하였으며, PPG신호의 심박수 기준신호가 되는 ECG

신호는 우측 팔목(RA), 좌측 팔목(LA), 좌측 발목(LF)에서 측정 하였다. 비교

군으로 사용 될 PPG신호는 오른손 요골동맥에서 반사형 PPG센서를 이용해

측정되었다. 요골동맥은 (그림 3.10)과 같이 오른손 손목 바깥쪽에 위치해 있

으며, 센서 부착위치는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0 오른손 요골동맥의 위치 그림 3.11 PPG측정 센서 부착

신호측정은 센서를 부착한 후, (그림 3.8)과 같이 누운 자세로 측정되었다. 측

정 시 센서를 부착한 오른팔은 암실 내의 손목 받침대 위에 위치했으며(그림

3.9), 외부 빛은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은 세 번 실시되었다. 적색 LED(1개), 녹색 LED(1개), 녹색 LED(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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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PPG 신호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각 실험에서의 독립변수는 주변광

원의 종류와 밝기로 제한하였다. 주변광원으로 사용된 빛은 백열등과 백색

LED로 밝기는 (그림 3.12)와 같이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광원의 밝기는

충분한 예비 실험을 통해 선택했으며, 각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3.12 광원의 종류와 밝기

PPG 신호 측정실험은 (그림 3.13)과 같이 3번 진행되었다. 먼저, 적색

LED(1개)로 제작된 센서를 오른손 요골동맥에 부착한 뒤 실험을 실시했다. 실

험에 사용된 주변광은 암실, 백열등(3단계), 백색LED(3단계) 순서로 진행되었

으며, 각 실험간 1분간의 휴식 후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이 종료된 뒤,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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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후 다음센서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센서부착은 이전 실험과 동

일한 위치에 부착했다. 적색 LED와 녹색 LED가 같은 밝기를 낼 수 있도록

광량측정장비를 이용했다. MCU(MSP430F168)와 LED driving curcuit를 이용

해 두 광원이 0.15mW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호는 Biopac

MP150과 전용프로그램 acqknowledge 4.1을 이용해 실시간 display 및 저장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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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신호 측정 
실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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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제작 센서를 통해 요골동맥(오

른 손목)에서 측정된 PPG신호와 투과형 PPG센서를 이용해 측정된 PPG신호

(오른손 검지) 그리고 LeadⅡ ECG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측정된 PPG신

호의 peak와 LeadⅡ ECG신호의 R peak가 일치 되도록 위상이동 시켰다.

그림 4.1 측정신호: LeadⅡ ECG, PPG(검지), PPG(손목,요골동맥) 

요골동맥에서 측정된 PPG신호는 LeadⅡ ECG와 비교하여 정상심박 peak 검

출률과 오류 peak 검출률을 확인하였다. LeadⅡ ECG신호의 R peak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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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장 불응기 시간인 25ms 이내 검출된 PPG신호의 peak는 정상 peak로 분

류하였으며, 그 이외의 검출 peak는 오류 peak 분리하였다. 정상 peak 검출의

기준은 LeadⅡ ECG신호에서 1분간 검출된 peak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오

류 peak 검출은 요골동맥에서 측정된 PPG신호의 peak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peak 검출 방법은 acqknowledge v4.1을 이용한 positive peak검출을 이용하였

다.

투과형 센서를 통해 검출된 PPG신호는 요골동맥에서 측정된 PPG신호와

correlation coefficient값 비교를 통해 파형의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주변광에 의한 간

섭을 받지 않는 기준신호와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 비교를 통해 신호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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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PG 신호의 심박 측정 결과

4.1.1 암실에서 측정 결과

(그림 4.2)는 암실에서 측정된 요골동맥에서의 PPG신호와 LeadⅡECG 신호

이며, (표 3)은 LeadⅡ ECG신호의 R peak와 비교한 정상 peak 검출률과 오

류 peak 검출률이다.

그림 4.2 암실에서 측정된 LeadⅡ ECG신호와 PPG신호(요골동맥) 

센서 정상 peak 검출률 오류 peak 검출률
적색LED(1개) 100% 0.7%
녹색LED(1개) 100% 0.6%
녹색LED(2개) 99.8% 1.2%

표 3 암실에서 ECG와 비교한 peak 검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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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백열등에서 측정 결과

(그림 4.3)는 백열등 1단계에서 측정된 요골동맥에서의 PPG신호와 LeadⅡ

ECG 신호이며, (표 4)는 LeadⅡECG신호의 R peak와 비교한 정상 peak 검출

률과 오류 peak 검출률이다.

그림 4.3 백열등 1단계에서 측정된 LeadⅡ ECG신호와 
PPG신호(요골동맥) 

센서 정상 peak 검출률 오류 peak 검출률
적색LED(1개) 99.9% 3.9%
녹색LED(1개) 99.6% 2.3%
녹색LED(2개) 99.6% 1.7%

표 4 백열등 1단계에서 ECG와 비교한 peak 검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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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는 백열등 2단계에서 측정된 요골동맥에서의 PPG신호와 LeadⅡ

ECG 신호이며, (표 5)는 LeadⅡ ECG신호의 R peak와 비교한 정상 peak 검

출률과 오류 peak 검출률이다.

그림 4.4 백열등 2단계에서 측정된 LeadⅡ ECG신호와 
PPG신호(요골동맥)

.

센서 정상 peak 검출률 오류 peak 검출률
적색LED(1개) 98.8% 8.4%
녹색LED(1개) 98.6% 5.3%
녹색LED(2개) 99.2% 5.4%

표 5 백열등 2단계에서 ECG와 비교한 peak 검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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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는 백열등 3단계 에서측정된 요골동맥에서의 PPG신호와 LeadⅡ

ECG 신호이며, (표 6)은 LeadⅡ ECG신호의 R peak와 비교한 정상 peak 검

출률과 오류 peak 검출률이다.

그림 4.5 백열등 3단계에서 측정된 LeadⅡ ECG신호와 
PPG신호(요골동맥)

센서 정상 peak 검출률 오류 peak 검출률
적색LED(1개) 97.5% 15.9%
녹색LED(1개) 93.7% 21.5%
녹색LED(2개) 94.1% 13.2%

표 6 백열등 3단계에서 ECG와 비교한 peak 검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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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백색LED에서 측정 결과

(그림 4.6)는 백색LED 1단계에서 측정된 요골동맥에서의 PPG신호와 LeadⅡ

ECG 신호이며, (표 7)은 LeadⅡ ECG신호의 R peak와 비교한 정상 peak 검

출률과 오류 peak 검출률이다.

그림 4.6 백색LED 1단계에서 측정된 LeadⅡ ECG신호와 
PPG신호(요골동맥)

센서 정상 peak 검출률 오류 peak 검출률
적색LED(1개) 99.1% 5.1%
녹색LED(1개) 99.7% 4.9%
녹색LED(2개) 99.8% 1.9%

표 7 백색LED 1단계에서 ECG와 비교한 peak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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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는 백색LED 2단계에서 측정된 요골동맥에서의 PPG신호와 Lead

ⅡECG 신호이며, (표 8)은 LeadⅡ ECG신호의 R peak와 비교한 정상 peak

검출률과 오류 peak 검출률이다.

그림 4.7 백색LED 2단계에서 측정된 LeadⅡ ECG신호와 
PPG신호(요골동맥)

센서 정상 peak 검출률 오류 peak 검출률
적색LED(1개) 100% 5.1%
녹색LED(1개) 96.2% 7.4%
녹색LED(2개) 99.7% 1.7%

표 8 백색LED 2단계에서 ECG와 비교한 peak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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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백색LED 3단계에서 측정된 요골동맥에서의 PPG신호와 Lead

ⅡECG 신호이며, (표 9)는 LeadⅡ ECG신호의 R peak와 비교한 정상 peak

검출률과 오류 peak 검출률이다.

그림 4.8 백색LED 3단계에서 측정된 LeadⅡ ECG신호와 
PPG신호(요골동맥)

센서 정상 peak 검출률 오류 peak 검출률
적색LED(1개) 99.9% 1.3%
녹색LED(1개) 99.5% 4.4%
녹색LED(2개) 99.8% 2.6%

표 9 백색LED 3단계에서 ECG와 비교한 peak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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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PG 파형 비교 결과

4.2.1 암실에서 측정 결과

(그림 4.9)은 각 센서를 이용해 암실에서 측정된 파형이고, (표 10)은 각 파

형과 기준신호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다.

그림 4.9 암실에서의 PPG신호 측정 파형

센서 기준 신호와 correlation coefficient값
적색LED(1개) 0.955623
녹색LED(1개) 0.873089
녹색LED(2개) 0.978876

표 10 측정신호와 기준신호와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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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백열등에서 측정 결과

(그림 4.10)는 백열등(1단계)에서 각 센서를 이용한 측정 결과 파형이고,

(표 11)은 각 파형과 기준 신호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다.

그림 4.10 백열등(1단계)에서의 PPG신호 측정 파형 

센서 기준 신호와 correlation coefficient값
적색LED(1개) 0.944375
녹색LED(1개) 0.903025
녹색LED(2개) 0.977876

표 11 측정신호와 기준 신호와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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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는 백열등(2단계)에서 각 센서를 이용한 측정 결과 파형이고,

(표 12)는 각 파형과 기준 신호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다.

그림 4.11  백열등(2단계)에서의 PPG신호 측정 파형 

센서 기준 신호와 correlation coefficient값
적색LED(1개) 0.943790
녹색LED(1개) 0.884982
녹색LED(2개) 0.956981

표 12 측정신호와 기준 신호와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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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는 백열등 3단계에서 각 센서를 이용한 측정 결과 파형이고, (표

6)은 각 파형과 기준 신호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다.

그림 4.12 백열등(3단계)에서의 PPG신호 측정 파형 

센서 기준 신호와 correlation coefficient값

적색LED(1개) 0.793963

녹색LED(1개) 0.661805

녹색LED(2개) 0.912022

표 13 측정신호와 기준 신호와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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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백색LED에서 측정 결과

(그림 4.13)는 백색LED 1단계에서 각 센서를 이용한 측정 결과 파형이고,

(표 7)은 각 파형과 기준 신호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다.

그림 4.13 백색LED(1단계)에서의 PPG신호 측정 파형 

센서 기준 신호와 correlation coefficient값
적색LED(1개) 0.951943
녹색LED(1개) 0.931414
녹색LED(2개) 0.984855

표 14 백색LED 1단계에서 측정신호와 기준신호와의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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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는 백색LED(2단계)에서 각 센서를 이용한 측정 결과 파형이고,

(표 8)은 각 파형과 기준 신호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다.

그림 4.14 백색LED(2단계)에서의 PPG신호 측정 파형

센서 기준 신호와 correlation coefficient값
적색LED(1개) 0.960849
녹색LED(1개) 0.930680
녹색LED(2개) 0.988123

표 15 백색LED 2단계에서 측정신호와 기준신호와의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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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은 백색LED(3단계)에서 각 센서를 이용한 측정 결과 파형이고, (표

9)는 각 파형과 기준 신호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다.

그림 4.15 백색LED(3단계)에서의 PPG신호 측정 파형

센서 기준 신호와 correlation coefficient값
적색LED(1개) 0.939926
녹색LED(1개) 0.934213
녹색LED(2개) 0.978759

표 16 백색LED 3단계에서 측정신호와 기준신호와의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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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측정 결과 비교

(표 17)은 피시험자 18명에 대한 암실, 백열등, 백색LED에서의 peak 검출결과

와 기준 신호와 요골동맥 측정신호 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의 평균값을 나

타낸다.

센서 광원 정상 peak
검출률

오류 peak
검출률

correlation
coefficient

적색LED
(1개)

암실 100% 0.70% 0.91
백열등(1단계) 99.90% 3.90% 0.88
백열등(2단계) 98.80% 8.40% 0.88
백열등(3단계) 97.50% 15.90% 0.74

백색LED(1단계) 99.10% 5.10% 0.85
백색LED(2단계) 100% 5.10% 0.82
백색LED(3단계) 99.90% 1.30% 0.85

녹색LED
(1개)

암실 100% 0.60% 0.94
백열등(1단계) 99.60% 2.30% 0.93
백열등(2단계) 98.60% 5.30% 0.84
백열등(3단계) 93.70% 21.50% 0.63

백색LED(1단계) 99.70% 4.90% 0.89
백색LED(2단계) 96.20% 7.40% 0.83
백색LED(3단계) 99.50% 4.40% 0.86

녹색LED
(2개)

암실 99.80% 1.20% 0.94
백열등(1단계) 99.60% 1.70% 0.93
백열등(2단계) 99.20% 5.40% 0.84
백열등(3단계) 94.10% 13.20% 0.73

백색LED(1단계) 99.80% 1.90% 0.92
백색LED(2단계) 99.70% 1.70% 0.89
백색LED(3단계) 99.80% 2.60% 0.88

표 17 측정신호와 기준 신호와의 correlation coefficient값 및 peak검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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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은 백색LED를 주변광으로 사용한 PPG신호 측정 결과와 ECG신호

와의 peak비교결과 오류 peak 검출률의 평균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림 4.16 백색LED에서의 측정신호와 ECG신호의 오류 peak 비교 

(그림 4.17)은 백열등을 주변광으로 사용한 PPG신호 측정 결과와 ECG신호

와의 peak비교결과 오류 peak 검출률의 평균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림 4.17 백열등에서의 측정신호와 ECG신호의 오류 peak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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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은 백색LED를 사용한 PPG신호 측정 실험 결과의 평균을 그래프

로 그린 것이다.

그림 4.18 백색LED에서의 PPG신호 측정 결과 

(그림 4.19)는 백열등을 사용한 PPG신호 측정 실험 결과의 평균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림 4.19 백열등에서의 PPG신호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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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본 연구에서는 녹색LED을 이용한 반사형 PPG신호측정기의 주변광에 대한

효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녹

색LED의 수를 2개로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실시된 실험의 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그림 4.16), (그림 4.17),

(그림 4.18) 그리고 (그림 4.19)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암실에서의 실험

결과는 세 종류의 센서 모두 충분한 효용성을 보였다. 세 센서 모두 기준 신

호와의 cross-correlation값 0.91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오류peak 검출

률은 1.2%이하, 정상 peak 검출률은 99.8% 이상으로 충분한 효용성을 보였다.

백열등(1단계) 실험에서도 세 센서 모두 0.87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백열등(2단계)부터 상관관계도가 조금씩 낮아졌고, 관측파형 또한 차이점

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류 peak 검출률도 백열등이 밝아질수록 높아졌으며, 백

열등(3단계)에서는 모두 10% 이상의 오류 peak가 검출되었다. 백열등(3단계)

을 사용한 PPG신호 측정실험에서 적색 LED(1개)를 이용한 센서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녹색 LED(1개)를 사용한 센서는 0.63의 매우 낮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녹색 LED(2개)를 이용해 검출된 신호는 녹색LED(1개)의 신호

보다 효용성이 높은 파형의 모습을 보였으며 cross-correlation 값도 0.73으로

적색 LED(1개)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오류 peak검출 결과를

보면, 녹색 LED(2개)를 이용해 검출된 신호가 가장 적은 오류 peak검출률을

보였다.

백색 LED를 사용한 실험 결과에서도 녹색 LED(2개)를 사용 센서의 결과가

가장 좋게 나왔다. 백색 LED의 모든 밝기에서 0.88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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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2.6%이하의 오류 peak검출률을 보였다. 녹색 LED(1개)를 사용한 센

서 또한 모든 실험에서 0.83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신호 관측에 있어 효

용성이 있음을 보였다. 반면에 적색 LED(1개)를 사용한 센서는 백색 LED를

사용한 실험에서 0.85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실험 결과 녹색 LED(2개)를 사용함으로써, 녹색 LED(1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주변광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녹색 LED(2

개)의 사용은 녹색 LED(1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기준신호와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더 적은 오류 peak 발생률을 보였다.

적색 LED와 녹색 LED(2개)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적색 LED를 사용했을 경

우 기준신호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오류peak 검출률은 녹색

LED(2개)를 사용했을 경우 더 적게 나왔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센서는 의료용 센서 제작업체인 ㈜휴레브를 통해 제작된

센서로 모두 동일한 photodiode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photodiode는 450nm～

1100nm의 spectrum sensitivity를 갖으며, Peak sesnsing wavelength는

940nm이다. 광원의 파장대와 일치하는 sensitivity를 갖는 photodiode를 사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660nm의 적색LED와 520nm의

녹색LED와 일치하는 photodiode가 사용되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

이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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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녹색 LED을 이용한 반사형 PPG 신호측정기의 주변광에 대

한 효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 LED의 수를 2개로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의 대조군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색 LED(1개)를 사용한 PPG 신호측정센서를 선택하였으며,

투과형 PPG 센서를 통해 얻은 신호와 correlation coefficient값을 비교함으로써

신호의 효용성을 판단하였다. 또 한, LeadⅡ ECG신호의 R peak와 PPG신호의

peak검출을 비교함으로써 신호의 정확성을 판단하였다. 주변광의 종류와 빛의

세기를 실험의 독립변수로 선택하였으며, 주변광을 제외한 외부 빛은 차단한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안정 상태에서 반사형 PPG 센서를 이용해 요골동맥에서 측정된

신호는 유의미한 신호임을 확인하였으며, 주변광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백색

LED는 적색 LED와 녹색 LED를 광원으로 이용한 PPG 측정에 큰 영향을 주

지 않지만 백열등은 신호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녹색 LED는

같은 밝기의 적색 LED보다 백열등에 의한 간섭을 더 크게 받았으며, 동일한

소비전력에서 광원수를 늘림으로써 주변광에 의한 간섭을 줄일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동일한 전력을 사용할 때, 광원 수를 1개에서 2개로 늘림으로써 주변광에

의한 신호왜곡이 줄어들어 PPG측정 시스템의 광원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녹색LED의 경우 적색LED보다 적은 전력으로 동일한 밝기의 구동이 가능하

며, 본 연구결과에 따라 주변광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portable 시스템에

적색LED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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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erification of Reflected Photoplethysmography Using

Green Light that Influenced by Ambient Light

Chagn, Kiyoung

Dept. of Biomedical engineer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verify the utility of reflected

photoplethysmography using green light that influenced by ambient light.

There are two types of photoplethysmography sensor, one is a reflected

photoplethysmography sensor(refleced PPG senseor), the other is a

penetrated photoplethysmography sensor(penetrated PPG sensor). Reflected

PPG sensor can be made portable sensor. That is the reason for lots of

study about reflected PPG sensor. Recently it has been shown that using

green LED for reflected PPG sensor is more suitable than red LED or

infrared LED. Green LED has good characteristics about temperature and

motion artifact, but it has a bad characteristic about ambient light noise.

To verify the utility of reflected photoplethysmography using green light,

this study measures the PPG signal distortion by ambient light and

purpose a solution. This study has two parts of research method. One is

measurement system that composed sensor and board. The sensor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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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PE-form and Non woven fabric for flexible sensor. The PPG signal is

measured by measurement board that has high-pass filter(0.78Hz),

low-pass filter(7.25Hz) and amplifier. Ambient light source are light bulb

and white LED that has three step brightness. PPG signal is measured

with LeadⅡ ECG signal at the same time. PPG signal is measured at the

finger and wrist for 1 minute, 1000Hz sampling rate. The LeadⅡ ECG

signal is a standard signal for heart rate and PPG signal that measured at

the finger is a standard signal for waveform. During The test is repeated

3 times using three sensor(red LED, green LED, green LED(×2)). The data

is precessed by MATLAB to verify the utility by comparing the

cross-correlation score with PPG data(finger).

The PPG measurement sensor using two green LEDs is shown batter

utility than using one green LED and red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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