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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혈압 측정을 

통한 빠른 고혈압 진단이 필요하다. 혈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의 혈압을 알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연속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전계와 광용적맥파를 이용하여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혈압을 추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심전계를 사용하게 되면 박출 전 시간(PEP, Pre-ejection period)을 

포함하여 정확한 맥파 전달 시간 측정이 어렵고 광용적맥파와 심전계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전계 

없이 광용적맥파 만으로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여 혈압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요골 동맥의 3c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동시에 

광용적맥파를 측정하는 손목 착용형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된 두 가지 지연 시간 계산 방법으로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였다. 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혈압 추정과 추정 성능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맥파 전달 시간과 혈압 값과의 

비선형 관계를 도출하고 혈압 추정을 수행하였다. 비선형 모델링을 통해 

예측된 수축기 혈압 값과 실제 수축기 혈압 값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맥파 

전달 시간 측정 방법에 따라 0.6 ~ 0.8를 보였다. 또한 혈압 추정을 

수행하였을 때 추정 오차 평균은 -0.3 ~ -0.4 mmHg, 표준 편차는 7 ~ 8 

mmHg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를 이용한 혈압 

추정 시스템이 단일 장치로써 최초로 측정된 맥파 전달 시간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혈압을 측정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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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전세계적으로 고혈압 인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는 2000년에 9억 7천만명으로 추산되었고, 

2025년에는 15억 6천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1] 고혈압은 

2014년 미국에서 가장 큰 사망원인인 심혈관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도적인 요인이다.[2] 또한 장애 보정 인생 손실 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years)에 있어서 3번째로 큰 질병이다. [3] 이와 더불어 

동맥 혈압은 그 자체로도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임상적 

지표로 많이 알려져 있다. [4]  

심혈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을 빨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혈압은 굉장히 큰 변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회적인 측정으로는 본인의 정확한 혈압을 대변하지 못한다.  Thomas G. 

Pickering et al. 의 연구와 다른 유사 연구들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측정된 혈압의 평균과 일회성으로 측정된 혈압과의 상관관계는 0.5~0.7에 

그친다고 한다. [5] 또한 몇몇 환자들에게는 ‘white coat syndrome’이라는 

의료진이 혈압을 측정하거나 의료적인 환경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에 

일시적으로 환자의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혈압 측정의 어려움을 배가시킨다. 

따라서 정확한 혈압 관찰을 위해서는 24시간 이상 장기간의 지속적인 

혈압 관찰이 필요하다. 장기간 지속적인 혈압 관찰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상 생활에 제약과 불편함을 최소화되도록 비침습적이고 연속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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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착용형 혈압 측정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1.2. 선행 연구 

동맥 혈압을 측정 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동맥 혈관에 직접 

도관(catheter)를 삽입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6]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매우 침습적이기 때문에 수술 중과 같은 특별한 상황 

외에는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혈압 측정 방법은 청진법(auscultatory method)을 이용한 커프 형 

혈압계(cuff sphygmomanometer)이다. [7] 커프 형 혈압계는 커프의 

주기적인 가압(inflation) 과 감압(deflation) 시에 생기는 커프 압력의 

떨림을 분석하여 혈압을 측정한다. [8] 그러나 이러한 주기적인 커프의 

가압과 감압을 이용하는 방법은 연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지 못한다. 

연속적이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Arterial tonometry method 와 

Volume clamp method를 이용한 연속적 혈압 측정 방법이 연구되었다. 

Arterial tonometry method는 동맥 주위를 외부에서 일정량의 압박을 

가한 후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동맥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이다.[9] Volume 

clamp method 는 박동에 따른 동맥의 직경이 변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가변적인 압력을 인가하고, 인가하는 압력으로부터 동맥의 혈압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10] Arterial tonometry method 와 Volume clamp 

method는 연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착용형 

시스템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 뒤로 비침습적이면서 연속적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시에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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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최소화하는 착용형 혈압 추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었고, 대표적으로 심전계 (Electrocardiogram)와 광용적맥파 

(Photoplethysmogram)를 이용한 맥파 전달 속도(Pulse wave velocity, 

PWV)기반 혈압 측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11-13] 

맥파란 심실의 수축으로 인한 파동이 동맥을 따라 말단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동맥을 따라서 맥파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 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맥파 전달 시간(Pulse transit time, PTT)이라고 한다. 

맥파 전달 속도는 특정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두 지점 사이에서 

소요되는 맥파 전달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Moens-Korteweg의 공식을 

따르면 맥파 전달 속도는 혈관의 크기, 혈액의 밀도, 혈관 벽의 탄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4] Huges et al. 은 또한 동맥 벽의 탄성도는 

평균 혈압과 지수함수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발견하였다. [15] 

이들의 결과를 Moens-Koreteweg의 공식에 대입하면 평균 혈압과 맥파 

전달 속도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 심전계의 R-peak 점을 

통해 심장의 박동 시작점과 말초 부위에서 측정된 광용적맥파의 특징점 

간의 지연 시간을 측정한 후 맥파가 전달되는 거리를 고려하여 맥파 전달 

속도를 계산한다. 하지만 심전계의 R-peak 로부터 광용적맥파의 

특징점까지의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맥파가 동맥을 통해 전달되는 시간 

외의 요소가 같이 고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맥파가 동맥을 통해 전달되는 

시간은 심실에서 피가 기계적으로 뿜어져 나가는 시간부터 말단에 

도달하는 시간만을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심전계의 R-peak 점은 심장의 

전기적인 활성 시작 순간을 의미하고 실제 심실에서의 대동맥 판막이 

열리는 순간 이전에 발생한다. R-peak 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대동맥 

판막이 열리는 시간은 Pre-Ejection Period(PEP)라 불리고 이것은 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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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시간과는 다른 심혈관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혈압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오차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13, 16] 또한, 

이 방식은 심전계와 광용적맥파라는 두 방식(modality)을 동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심전계와 광용적맥파를 이용한 맥파 전달 속도 측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광용적맥파만을 이용하여 맥파 전달 속도와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시도되었다. [17, 18]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를 손가락과 

발가락 지점에 부착하여 각 부위의 광용적맥파를 측정하고 두 지점에 

도달하는 맥파의 전달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심전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PEP가 

자동적으로 배제되어 더 정확한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손과 발 두 곳에 모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단일 

장치화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착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의 적용 가능성은 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3 연구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말단의 여러 부위에서 복수의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단일 장치에서 

측정되는 복수의 광용적맥파를 이용하여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림 1.A 와 

같이 요골 동맥에서 측정되는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를 이용하여 요골 

동맥의 가까운 두 지점 사이의 맥파 전달 시간의 측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를 이용하여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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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혈압 관찰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혈압 추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요골 동맥의 가까운 두 지점에서 광용적맥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또한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었을 때 수 ms 의 작은 지연 

시간을 갖는 두 신호를 분별 할 수 있는 손목 착용형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두 신호 간 지연 시간을 계산하여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고자 한다.  혈압 추정과 그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임상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혈압 추정 

모델링을 만들어 혈압을 추정을 하고자 한다. 또한 객관적인 혈압 추정 

성능 평가 기준에 비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혈압 추정 

성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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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맥파 전달 시간 개념도  본 시스템에서 제안된 맥파 전달 시간은 요골  

동맥 두 지점을 사이를 맥파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PTT)을 의미한다.  

심전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PEP가 배제된다. 

 A) PPG로 측정 위치 B)ECG와 PPG 측정 신호와 맥파 전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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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료 및 방 법 

2.1.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 개발 

 

 

그림 2 장치 개발 구성도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장치의 전체 개발  

구성도를 보여준다. 센서부(Sensor part), 아날로그 프론트-엔드(Analog Front- 

End), 디지털 처리부(Digital processing part)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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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장치의 개발 구성도이다.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장치는 배열화된 센서를 통해 요골 동맥에서 처음으로 

신호를 받아 들이는 센서부(Sensor part), 다중 채널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Analog Front-End), 두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를 고속, 고해상도로 디지털로 변환하고 PC로 전송하는 디지털 

처리부(Digital processing part)와 PC에서 사용자에게 신호를 

디스플레이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음에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1.1. 센서 부 

광용적맥파를 측정하기 위한 LED로 초록색 파장(520nm)의 

LED(156120GS75300, WURTH ELEKTRONIK)를 사용하였다. 초록색 

빛은 빨간색 이나 적외선보다 motion artifact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19, 20] LED의 세기 20mA의 전류가 흐를 때 235mcd이고 광각은 

140도였다. 다음은 본 장치에 사용된 LED의 모습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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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된 LED 의 모습  초록색 빛을 내는 1208크기의 LED를  

사용하였다. 

 

LED 에 흐르는 전류는 LED의 인가된 전압과 LED와 같이 직렬로 

연결된 저항에 의해 결정된다. LED는 다음과 같이 저항과 결선되어 있다. 

3V의 전압과 100ohm 의 저항을 사용하였다. 

 

 

 

 

그림 4. LED 결선 회로  R1을 이용하여 LED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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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에서 나온 빛의 대부분은 조사되는 부위의 조직 내에서 흡수 

산란되어 다시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빛의 양은 매우 적다. 이런 작은 

빛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적은 빛에도 큰 전류를 낼 수 있는 빛 반응성이 

큰 Photodiode(PD)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되는 LED의 파장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응 파장이 적합한 상용 PD 중 

다음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1) TEMD6010FX01(Vishay Semiconductors©) 

(2) TEMD6200FX01(Vishay Semiconductors©) 

(3) PDB-C152SM(Advanced Photoix,Inc©) 

(4) SFH 2430(OSRAM©) 

이 중 반응성이 가장 좋은 SFH 2430(OSRAM©) 제품을 사용하였다. 

SFH 2430(OSRAM©)은 빛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다른 PD에 비해 

크고 반응성이 좋으며, 520nm의 파장을 받아드릴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사용된 PD의 모습이다. 

 

그림 5. 사용된 Photodiode의 모습 빛을 받아 들이는 영역이 넓고  

500~6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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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장영역의 빛에 민감하다.  

PD는 기본적으로 조사된 빛을 전류로 바꾸어주는 소자이다. 이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TIA(Transimpedance 

Amplifier)회로를 사용하였다.  

 

 

그림 6. Transimpedance Amplifier circuit 빛을 받은 PD는  

전류()를 생성하고 TIA 회로를 통해 전압(V = ⦁ )으로 변환된다. 

 

미세 전류를 증폭하기 위해 3MΩ의 저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외부 

환경에 의한 60Hz noise를 줄여주기 위해 저항과 함께 capacitor를 병렬 

연결하였다. Op-amp 는 TLC2272(TEXAS INSTRUMEN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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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TLC2272 는 Input offset current 가 0.5pA 이고, Input 

bias current 가 1pA로 상당히 작다. 광용적맥파 측정 시 PD 에 의해 

생기는 전류가 μA 단위 임을 고려 했을 때 누설되는 전류는 무시 할 수 

있다.  

LED-PD 의 중심 간의 거리를 3.4mm로 하여 단일 LED-PD 쌍을 

구성하였다. LED 와 PD 사이에는 빛이 새지 못하게 하기 위해 WALL 

형식의 구조체로 빛을 가로 막았다. 

 요골 동맥에서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요골 동맥을 따라서 심장에 더 가까운 지점(선행 지점)과 심장에서 더 

멀리 위치해 있는 지점(후행 지점)에 각각 단일 LED-PD 쌍이 

배치되어야 한다. 두 단일 LED-PD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두 단일 

LED-PD 쌍에서 검출되는 광용적맥파의 지연 시간이 뚜렷해진다. 하지만 

손목 착용형 장치로 구현되기 위해서 상용되는 손목 착용형 장치의 손목 

밴드 폭을 고려하여 두 단일 LED-PD 사이의 거리가 3cm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개발 장치에서는 두 PD 사이의 중심 거리를 

3cm로 정하였다.  

또한 손목의 요골 동맥 지역에는 센서와 피부가 맞닿을 수 있는 영역이 

손가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지만 광용적맥파 신호가 측정되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면서 개개인 마다 그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각 선행, 후행 

지점에 여러 광 센서를 배열하여 각 부위에서의 광용적맥파 신호를 

탐색한 뒤 가장 신호의 크기가 큰 광용적맥파 신호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손목에서 광용적맥파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선행 

지점과 후행 지점에 센서를 배열화하여 구성하였다. 단일 LED-PD 쌍 

3개를 요골 동맥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하였고,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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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X에 의해 선택되며 선택된 위치의 신호 만이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부로 넘어 갈 수 있다.  배열내의 PD 간의 거리 간격은 소자들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한 가까운 거리인 8.8.mm 이다.  

따라서 그림 2의 개발 구성도와 같이 선행 지점과 후행 지점에는 각각 

3개의 단일 LED-PD 쌍이 동맥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배열화되어 

있으며, 총 6개의 LED-PD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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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구성도 선행 지점과 후행 지점의 

 광용적맥파는 동일하게 구성된 아날로그 필터와 증폭 단을 거친다. 

 

먼저 증폭 시 DC offset voltage의 saturation 방지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광용적맥파 신호를 얻기 위해 1차 HPF(High-Pass Filter)를 

구성하였다. 또한 광용적맥파 신호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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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두 증폭 단 사이와 마지막 단에 각각 1차 LPF(Low-Pass 

Filter)와 2차 LPF를 구성하였다. 광용적맥파 신호는 주로 0.5~10Hz 

대역에 존재하므로 HPF 컷 오프 주파수는 0.3Hz로 설정하였고 LPF 컷 

오프 주파수는 20Hz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1차 HPF, 2차 LPF 의 

회로이다. 

 

그림 8. 사용된 LPF와 HPF 의 회로도 신호의 0.3~20Hz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 1차 HPF 2차 LPF를 구성하였다. 필터 처리 후에는 필터 회로 내에 사용된 

 Offset 전압에 의해 신호는 Offset전압만큼 올라간다. A) 1차 HPF 회로 B) 2차  

LPF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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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 로 변환된 신호는 0.5~2mV 정도의 신호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다음 단의 ADC칩의 동적 범위를 충분히 

사용하여 유효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증폭률은 800배로 설정하였다. 

한번에 과도한 증폭에 의해 신호가 saturation의 위험이 있으므로 두 번의 

단계에 걸쳐서 증폭을 하였다. 광용적맥파의 특성상 심장의 수축 구간에서 

검출되는 신호의 작아진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광용적맥파 신호는 한 

번 반전해 준다. Amp1 는 반전 증폭기로 20배의 증폭과 함께 신호를 

반전 시킨다. Amp2 는 비반전 증폭기로 반전 없이 40배 증폭 시킨다. 

그리고 800배의 증폭 시에 고주파 잡음의 증폭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각 

Amp회로에 캐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하여 20Hz의 cutoff 를 갖는 1차 

LPF를 동시에 구성하였다. 다음 그림 9는 Amp1 과 Amp2 의 회로이다.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에 들어가는 모든 연산 증폭기(Op-amp)는 

TLC2274(TEXAS INSTRUMENT)제품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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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증폭 회로 미세한 광용적맥파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두 단계의 증폭  

회로를 통해 800배 증폭된다. 캐패시터를 달아 고주파 잡음의 증폭을 억제하였다.  

A) ×20 반전 증폭 회로(Amp1)  B) ×40 비반전 증폭 회로(A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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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수의 아날로그 HPF 와 LPF는 신호가 통과할 때 시간 지연을 

생성한다. 두 채널에서 각각 독립된 HPF와 LPF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채널 사이에 신호 통과 지연 시간의 차이가 생길 수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두 신호의 지연 시간 차이는 수 ms 단위이기 때문에 저 차수 

아날로그 필터에 의해 생기는 두 채널 사이의 지연 시간 차이가 실제 

측정하는 지연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 

지연을 만들어내는 각 채널의 HPF, LPF 를 구성하는 저항과 

캐패시터들의 실제 값을 모두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오차를 

0.1% 이내로 하였다. 그 후 두 채널간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신호와 후행 신호에 같은 입력을 주고 두 입력간의 시간지연을 

확인하였을 때 1.5ms 이내의 시간 지연을 보였다. 저항과 캐패시터의 

값을 실제 측정 없이 명목 값을 보고 사용하였을 때 시간 지연 차이는 

4ms~7ms 이었다. 

 

2.1.3. 디지털 처리 부 

두 지점을 지나가는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Analog 

Digital Converter(ADC)의 샘플링 속도(Sampling rate) 과 ADC 의 

해상도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일반적인 맥파 전달 속도는 

3~15m/s 이다. [14] 3cm 거리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은 약 2ms ~ 10ms 

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존에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던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200 ~ 2KHz 의 샘플링 속도를 사용하였다.[11, 17, 22] 

이 정도의 샘플링 속도는 0.5ms ~ 5ms 의 간격을 하나의 디지털 샘플로 

인식한다. 2KHz의 샘플링 속도를 갖는 장치의 경우 맥파 전달 시간이 

5ms 일 때 획득되는 디지털 샘플 수는 10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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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는 혈압 변화에 따른 맥파 전달 시간의 변화를 분별하기 어렵다. 

또한 혈압이 상승하면 맥파 전달 시간이 더 짧아 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장치들 보다 빠른 ADC의 샘플링 속도가 필요하다. 

 빠른 샘플링 속도의 보조에 맞춰 ADC는 높은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두 

신호 사이의 지연 시간을 구할 때 두 신호에서 공통의 특징점을 찾아내고 

특징점들 간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신호에서 특징점의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ADC 

해상도가 필수적이다. 특히 샘플링 속도가 빠른 환경이면서 신호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을 때, ADC 해상도가 낮다면 특징점 근처의 여러 디지털 

샘플이 같은 값을 나타내고 특징점의 시간은 하나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빠른 샘플링 속도에 맞춰 높은 

해상도를 가진 ADC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치는 ADC 로써 ADS1298(TEXAS 

INSTRUMENT©)을 사용하였다. ADS1298은 ECG 와 같이 전위가 작은 

생체 신호를 수집하는데 많이 쓰이는 ADC이다. ADS1298은 250~32K 

SPS(Samples per second)의 속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연구에서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되던 ADC의 샘플링 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동시에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동시에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 입력을 사용하는 장치에 사용이 

적합하다. 우리는 ADS1298이 낼 수 있는 샘플링 속도 중 두 번째로 

높은 16K SPS을 이용하였다. 또한 ADS1298은 24bit의 해상도를 갖는다. 

3V 의 reference voltage를 사용하였을 때 해상도는 3V ×  ≈ 0.18	 	 
이다. ADS1298은 높은 샘플링 속도에서 24bit의 변환 중에서 뒷부분 

5자리는 noise에 의해 오염된다. 따라서 유효 해상도는 3V ×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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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전히 높은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본 장치의 Control Unit 은 ADC로부터 A/D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받아 

들이고 실시간으로 PC로 전송하며 MUX를 제어하여 센서부의 배열화된 

단일 LED-PD 쌍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AVR(ATMEGA168, Atmel©) 

을 사용하였다. ATMEGA168 작은 크기와 저렴한 가격의 장점이 있다. 

16MCLK 의 속도로 동작하여 A/D converter와 빠른 SPI 통신이 

가능하며 2M baudrate로 UART 통신을 지원한다. GPIO 포트를 통해 

MUX에 선택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 

 

2.1.4.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데이터를 수집, 정리, 저장하는 PC 프로그램으로 Labview 

2013(National Instrument)을 이용하였다.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로부터 두 채널의 데이터를 받고, 외부 혈압 측정기로부터 reference 

혈압 신호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두 지점의 맥파 

신호의 모습과 reference 혈압을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으며 동시에 저장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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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맥파 전달 시간 측정 

2.2.1 특징점 추출 법 

맥파 전달 시간은 맥파가 특정 거리를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기존의 심전도와 광용적맥파를 이용한 맥파 전달 시간의 측정은 심장에서 

출발한 맥파 신호가 광용적맥파 측정기를 부착한 말단 부위까지 맥파가 

전달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여기서 심장에서 출발하는 맥파의 시작 시간은 

심전도의 R-peak 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말단에 도착하는 

맥파의 도착 시간은 광용적맥파의 특징점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에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징점은 A. 맥파의 최저점 B. 1차 미분 맥파의 

최고점 C. 맥파의 최대점 D. 2차 미분 맥파의 최고점이 있다. [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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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 A 는 맥파 신호를 반전한 후 피크를 찾았고, C는 기본 맥파에서 

피크를 찾아 추출하였다.  특징점 B는 획득한 맥파 신호를 한번 미분한 

후 피크를 찾아 추출하였다. 특징점 D는 맥파 신호를 두번 미분하여 

피크를 찾았다. 두 맥파 신호에서 찾은 각각의 특징점의 시간 좌표 값의 

차이를 구하여 맥파 전달 시간을 계산하였다. 각 박동 별로 측정한 맥파 

전달 시간은 변이가 크기 때문에 30 박동씩 평균을 해 맥파 전달 시간의 

A 

  D 

  B 

 C 

그림 10. 시간 지연을 갖는 두 광용적맥파와 특징점  두 광용적맥파의 지연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광용적맥파의 특징점으로 사용되었던 

 맥파의 최저점(A), 1차 미분 맥파의 최고점(B), 맥파의 최대점(C), 2차 미분 

 맥파의 최고점(D)을 찾아 맥파 전달 시간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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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을 줄여주었다. 

또한 각각의 특징점을 모두 반영한 가중 평균 맥파 전달 시간(Weighted 

Average pulse transit time, PTT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 ∑ ×,,,∑ ,,,           (1) 

 = ∑ (())             (2) 

 

가중치   는 측정된 맥파 전달 시간의 10 박동 간의 표준편차의 

역수이다. 이것은 각 특징점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신호의 왜곡이나 외부 

잡음으로 인해 특징점 추출의 정확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징점 

추출의 정확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2.2 교차 상관 관계(Cross-Correlation)법 

교차 상관 관계는 음파 신호의 진행에 따른 시간 지연과 같은 두 

신호간의 시간 지연을 구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다음은 Discrete 

Signal의 Cross-correlation 정의이다. 

 (⋆)[n] = ∑ [][ + ]       (3)        

 

두 신호의 교차 상관 관계 함수는 두 신호 중 하나의 신호를 n만큼 

이동했을 때의 상호 곱의 합을 계산한다. 만약 두 신호가 동일하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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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 m 만큼 있다면 교차 상관 관계 함수는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다음은 두 신호 간의 시간 지연 계산식이다. 

  = 	|⋆ (⋆)							        (4)   

 

이 것을 시간 지연이 있는 두 광용적맥파 신호에 적용하였다. 1초 

간격으로 10초 구간의 두 광용적맥파 신호를 추출하여 교차 상관 관계를 

계산한다. 이 교차 상관 관계의 최대값을 찾아 각 추출 신호 범위마다 

지연 시간 계산한다.  

 시간 지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1초 간격으로 구한 시간 지연을 

30초 평균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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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혈압 추정 및 성능 평가  

2.3.1. 혈압 추정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임상 시험 

2.3.1.1 피험자 정보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을 총 9명의 심장 관련 병력이 없는 남성 

피험자에게 적용해보았다.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하에(IRB No. D-1408-117-606) 피험자 모두에게 자발적 동의를 

받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피험자는 남자 9명의 연령 폭은 23~32 이었다. 

 

2.3.1.2 시험 프로토콜 

피험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를 왼쪽 손목에 착용하였다. 

Reference 혈압을 동시에 얻기 위해, FINOMETER® Pro(Finapres 

Medical Systems, Amsterdam, Netherland)를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에 

착용하였다.  

 피험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린다. 심장의 높이와 

팔의 높이는 자연스럽게 같은 높이가 되고 정수압(hydrostatic force) 의 

영향은 없어진다.  피험자의 심혈관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누운 상태로 

1분 정도 지난 후에 측정을 시작한다. 누운 상태로 3분 동안 두 지점의 

광용적맥파 신호와 혈압 신호를 저장한다. 피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쿼트(squat) 동작을 50회 실시한다. 운동 직후 피험자는 다시 자리에 

눕고, 곧바로 두 지점 광용적맥파 신호와 혈압 신호를 5분 동안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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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임상 시험 과정  피험자의 다양한 혈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기를 왼 손목, Reference 혈압 측정  

장비를 오른손에 착용한 후 누운 상태에서 평상시 혈압을 측정하고 스쿼트 운동을  

실시한 후 변화된 혈압을 다시 측정하였다. A) 누워있는 모습 B ,C) 스쿼트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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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혈압 추정 및 성능 평가 방법 

혈압 추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획득한 데이터를 개인별로 8:2의 

비율로 무작위로 나누어 트레이닝 데이터(8)를 통해 혈압 추정 모델링을 

구성하고 테스트 데이터(2)를 통해 혈압 추정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론적인 혈압-맥파 전달 시간의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 Moens-

Korteweg 의 식 과 Hughes et al. 의 실험식을 연립하여 다음과 같은 

비선형 로그 모델링을 구성하였다. 

BP = a ∙ log +  
혈압 추정을 위해 개개인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 비선형 혈압 추정 

모델링을 적용하여 개인별 혈압 추정 식을 도출하였다. 개인별 혈압 추정 

식을 개인의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여 개인별 혈압을 추정하였고 실제 

reference 혈압과의 차이인 개인별 추정 오차를 확인하였다. 모든 

피험자에 대한 개인별 추정 오차를 모아 추정 오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하였으며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의 객관적인 혈압 추정 성능 평가 기준과 비교하였다. 

맥파 전달 시간은 이완기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과 상관관계가 더 높다는 

기존 연구에 따라 혈압 추정은 수축기 혈압으로 한정하였다.[23] 모든 

데이터는 MATLAB2013으로 임포팅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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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분석 

3.1.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센서 부 모습 두 지점의 광용적맥파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  

지점과 후행 지점에 각각 3쌍의 LED-PD 를 배치하였다. 

 

센서의 전체 크기는 40mm * 25.65 mm 이고 LED와 PD 사이의 거리는 

3.4mm 이며 선행 PD 와 후행 PD 와의 거리는 30mm, 같은 지점의 횡 

방향으로의 PD와 PD 사이의 거리는 8.8mm 이다. 

 선행 지점 배열과 후행 지점 배열에서 각각 하나의 LED-PD 쌍을 

선택하여 측정하는 위치를 장치의 재 착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다음은 

선택 시 변경되는 LED-PD 쌍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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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선택 가능한 LED-PD 쌍  개발된 장치는 여러  LED-PD 쌍의  

배열화된 위치로 인해 착용 후에도 광용적맥파 측정 위치를 재 착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다음은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부와 디지털 처리 부를 담고 있는 PCB 

의 전면 후면 모습이다. 가로 세로의 크기는 손목의 크기에 맞게 46.4mm 

* 40.2 mm 의 사이즈로 제작 되었다. 

 

 

 

 

 

 

 

 

그림 14.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용 PCB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부와  

디지털 처리 부를 담고 있다.  

 

46.4mm 

40.2mm 

ADC MCU POWER 

Analog Fron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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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부 와 디지털 처리 부를 탑재한 PCB를 넣을 수 

있는 손목 착용 형 외부 케이스를 만들었고, 센서 부 PCB 를 요골 동맥에 

위치 시킬 수 있도록 전체 장치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그림 15.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부와 디지털 처리 부를  

담은 PCB를 넣은 케이스와 센서 부를 요골 동맥에 위치 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손목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A) 손목 착용 형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  

외관 B) 장치를 손목에 착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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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Labview 2013(National Instrument, 

미국)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16.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Labview 2013을 이용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구성하였다. 

 

통신설정 화면과 두 지점의 맥파 신호를 출력하는 화면(하단 2 

그래프와 두 맥파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단 오른쪽 그래프), reference 

혈압 신호를 출력하는 화면(상단 왼쪽 그래프)으로 구성되며,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신호를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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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맥파 전달 시간 측정 

그림 17은 피험자 한 명에서 운동 후의 5분 간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데이터에서 두 가지 지연 시간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구한 맥파 

전달 시간과 reference 수축기 혈압의 모습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중 

평균법 이용 맥파 전달 시간(PTT WA)과 교차 상관 관계법 이용 맥파 

전달 시간(PTT XC)은 5분 동안 비슷한 양상과 비슷한 크기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reference 수축기 혈압의 변화 양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맥파 전달 시간의 역수와 

수축기 혈압의 변화 양상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제시된 두 지연 시간 계산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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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맥파 전달 시간 측정 결과 운동 후 5분 동안 가중 평균 법(PTT 

WA), 교차 상관 관계 법(PTT XC)을 이용한 맥파 전달 시간과 수축기 혈압의  

변화가 비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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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혈압 추정 및 성능 평가 

혈압 추정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9명의 피험자에 대 

해서 8분간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이 데이터에는 요골 동맥 두 위치에서 

의 광용적맥파와 Reference 혈압 신호를 포함한다. 다음 그림은 피험자  

#5에서 얻는 8분간의 총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18. 임상 시험 데이터 피험자 #5의 총 8분간의 두 광용적맥파 신호와  

Reference 혈압 신호를 기록한 데이터와 운동 전, 운동 후 에서 각각 5초간의  

데이터를 확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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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는 피험자 #6에 대해 임상 시험 데이터에서 혈압 추정 모델링을  

구성할 트레이닝 데이터를 추출한 뒤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맥파 전달  

시간(PTT WA, PTT XC)과 수축기 혈압간 관계의 비선형 회귀 모델을 구 

성한 결과이다. X는 맥파 전달 시간, Y는 수축기 혈압에 대응한다. 그림  

20은 각각의 피험자에 대해 비선형 모델링을 통한 혈압값과 실제 혈압 값 

과의 상관 관계 계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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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비선형 회귀  피험자 #6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맥파 전달  

시간과 수축기 혈압과의 산점도와 각각의 비선형 회귀 모델 결과를 보여준다. A)  

PTT WA과 수축기 혈압과의 비선형 회귀 모델  B)PTT XC와 수축기 혈압과의  

비선형 회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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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개인별 상관 관계 계수  비선형 모델링을 통해 가중 평균 맥파 전달  

시간(PTT WA)과 교차 상관 관계를 이용한 맥파 전달 시간(PTT XC)으로  

예측한 수축기 혈압과 실제 수축기 혈압과의 상관 관계 계수를 피험자 별로  

보여준다. 

 

비선형 회귀를 통해 예측된 값과 실제 값과의 상관 관계 계수의 모든 

피험자에 대한 평균은 PTT XC를 이용하였을 때와 PTT WA를 

이용하였을 때 각각 0.681, 0.731을 보였다.  PTT WA를 이용하였을 

때가 PTT XC를 이용하였을 때 보다 로그 회귀에 조금 더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PTT XC를 이용하였을 때 피험자 1과 피험자 2에서 상관관계 계수가 

0.4 보다 낮아 전체 평균이 많이 낮아졌다. PTT WA 또한 피험자 1에서 

상관관계 계수가 다른 피험자에 비해 크게 낮은 0.4 이하를 보여주었고 

피험자 4~9에서는 0.8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림 2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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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맥파 전달 시간 방법에 대해 개인별 혈압 추정 오차를 Bland-

Altman Plot 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1. Bland-Altman Plot  두 맥파 전달 시간 측정 방법을 이용한 개인별  

혈압 추정 오차를 Bland-Altman plot으로 비교하였다.  A)PTT WA를 이용한  

개인별 혈압 추정 B) PTT XC를 이용한 개인별 혈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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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T WA를 이용한 개인별 추정 오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각각 -

0.438과 7.427 이였고 PTT XC를 이용한 개인별 추정 오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0.359와 7.427이였다. 두 Bland-Altman Plot 에서 모두 

치우침 없이 오차가 혈압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였다. 또한 두 가지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 하는 방법 사이에 혈압 추정 능력의 큰 차이는 

없었다. 두 가지 맥파 전달 시간 방법을 이용한 혈압 추정 결과는 미국의 

AAMI가 제시하는 혈압 추정 성능 평가 기준인 오차 평균 5mmHg, 오차 

표준편차 8mmHg 기준을 모두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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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요골 

동맥 3 cm 떨어진 두 지점에서 광용적맥파를 측정하여 짧은 거리에서도 

두 광용적맥파 신호 사이에 지연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지연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용되는 특징점의 종류에 

따라서 두 신호간의 지연 시간의 크기와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다른 

것을 착안하여 여러 특징점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가중 평균 맥파 전달 

시간(PTT WA)을 제안하였다. 여러 특징점을 고려하므로 더 정확한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혈압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하나의 특징점 만을 고려한 방법보다 혈압 추정에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중 평균시 가중치로 측정값의 

표준편차의 역수를 사용함으로써 잡음에 의해 맥파 신호가 오염되어 

특징점의 검출 에러가 클 때의 상황을 보완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맥파 전달 시간 계산 방법으로 교차 상관 관계를 적용하여 

보았다. 교차 상관 관계법은 시간 지연이 있는 두 유사 신호의 시간 

지연을 계산하는데 널리 쓰여왔지만 두 광용적맥파 신호 사이의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데에는 이용된 적이 없었다. 교차 상관 관계 법을 

사용하게 되면 따로 광용적맥파의 특징점을 추출 할 필요가 없어 

계산상에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특징점처럼 광용적맥파의 몇 지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신호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결과에서도 하나의 특징점 만을 추출하여 

계산한 방법보다 혈압 추정에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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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을 토대로 지연 시간 계산 결과, 맥파 전달 시간은 예상대로 0~ 

30ms 사이에서 대부분 측정되었다. 이것은 최초로 단일 장치에서 맥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한 맥파 전달 시간과 수축기 혈압과의 

비선형 회귀 모델링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혈압 추정 시스템이 

AAMI 이 혈압 추정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혈압 추정 시스템은 단일 장치를 이용하는 새로운 

비침습적이며 연속적이고 착용형 혈압 추정 시스템임을 보여주었다. 

본 혈압 추정 시스템은 이완기 혈압 추정 능력에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이완기 혈압과의 회귀 모델링 상관관계 계수는 0.4 ~ 0.5 정도로 

좋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비침습적이고 연속적이며 착용형이 

가능한 혈압 추정 시스템은 정확한 고혈압 진단을 위해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 실제로 고혈압 진단을 위해서는 수축기 혈압뿐만 아니라 

이완기 혈압의 상승 또한 중요한 진단 요소이다. 따라서 이완기 혈압 추정 

능력의 한계는 본 혈압 추정 시스템의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맥파 전달 시간을 이용해 혈압을 추정하는 다른 선행 연구들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 

추정의 한계는 본 연구에만 국한된 한계라기 보다는 맥파 전달 시간을 

이용해 혈압을 추정하는 방법 전반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향후에 이완기 

혈압의 추정 능력을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고혈압 진단에 있어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 마다 짧은 시간 동안의 혈압 변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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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한 개인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맥파 전달 시간이 

반복성이 있게 재현되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 또한 혈압 추정에 

있어서도 혈압 추정 식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재 측정된 데이터에 

적용해 보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운동 전 후의 짧은 시간 동안의 혈압 추정 

평가만이 진행되어 장기간에 걸쳐 혈압을 추정하였을 때 좋은 성능이 

유지되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하였다. 추후에 장기간 반복 측정을 통해 

장기간 혈압 추정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장치에서는 두 광센서 사이의 거리가 3cm 이므로, 개발된 

광용적맥파 측정기의 크기가 일반 손목 시계의 크기보다는 크다. 맥파 

전달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손목 착용형 크기 내에서 광 

센서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하였는데 향후에 더 높은 성능의 

ADC칩을 사용한다면 맥파 전달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두 

광센서 사이의 거리를 좁혀 더욱 소형화된 손목형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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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비침습적이고 연속적이며 착용형 혈압 측정을 위해 혈압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맥파 전달 시간을 복수의 광용적맥파를 측정하는 단일 

장치로 측정하였다. 신호의 크기가 작은 요골 동맥 부위에서 두 

광용적맥파 사이의 지연 시간을 검출하기 위해 기존의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보다 증폭률을 높이고, 높은 성능의 ADC 칩을 사용하여 손목 착용형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를 제작하였다. 측정된 맥파 전달 시간을 

이용하여 혈압을 추정하고 추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맥파 전달 시간과 수축기 혈압과의 

개인별 비선형 회귀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예측된 수축기 혈압 

값과 실제 수축기 혈압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개인별 비선형 

회귀 모델링을 통해 혈압을 추정하였을 때 추정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AAMI의 혈압 추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손목 착용형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는 맥파 

전달 시간을 요골 동맥의 가까운 두 지점에서 광용적맥파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손목 착용형 다중 채널 광용적맥파 측정 

장치를 이용한 혈압 추정 시스템이 비침습적 방법으로써 단순히 손목에 

착용하여 사용자의 불편함 없이 혈압을 장시간 연속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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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wrist-worn continuous blood 
pressure estimation system based on multi-

channel photoplethysmogram 

 

Jonghyun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s from hypertension, early 

diagnosis of hypertension by accurate measurement of blood pressure 

is needed. To measure one’s blood pressure a long term continuous 

blood pressure measurement is required due to the enormous 

variability of blood pressure. To address this variability, continuous 

blood pressure estimation methods using pulse wave velocity 

measured using ECG (Electrocardiogram) and PPG 

(Photoplethysmogram) have been studied. However, when the pulse 

transit time is measured using ECG and PPG, pre-ejection period (PEP) 

is unavoidably included, which makes it hard to measure the intrinsic 

pulse transit time. In addition, it can be a limitation that both modalities 

should be employed simultaneously. Therefore, our study propos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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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a blood pressure estimation system based on pulse transit time 

measured by a single device of multi-channel PPG. We developed a 

wrist-worn device which is able to measure PPG at the two different 

sites along the radial artery 3cm away from each other and measured 

pulse transit time with two proposed methods. We conducted clinical 

test with 9 subject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blood pressure 

estimation. Using the data acquired from the clinical test, we derived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pulse transit time and systolic blood 

pressure, and estimated the corresponding blood pressure. Our method 

resulted in correlation coefficient of 0.6 ~ 0.8 between the estimated 

systolic blood pressure from non-linear modeling and the measured 

systolic blood pressure. Additionally, the mean of estimation error was 

-0.3~ -0.4 mmHg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estimation error was 

7 ~ 8 mmHg. This result showed that the proposed blood pressure 

estimation system based on multi-channel PPG has potential in non-

invasive measurement of a long term continuous blood pressure using 

a single device to measure pulse transit time for the first time. 

 

Keywords:  Pulse transit time, Blood pressure estimation, PPG 

(Photoplethysmogram), Wearab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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