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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섬유기반 맥파 검출
시스템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로, 요골동맥의 맥파를 검출
하기 위해 전도성 섬유 기반 proximity pressure
sensor를 개발하였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4차 low
pass filter회로를 설계하였고, 60 Hz전원잡음을 제거
하기 위해 Notch filter를 적용하였다. Band pass
filter를 통해 얻은 신호와 FFT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맥파신호와 PPG(Photoplethysmogram)신호를 비교
하고 맥파 추정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1. 서

론

오늘날 현대 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니즈에 따른 개인 맞춤형 웰니스
및 헬스케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2]. 이러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웨어러블 디바이
스 기기 및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서 섬유-IT를 기반으로 심박수, 맥박, 체온 등 생체신호
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분석하는 연구가 새로운 연구테
마가 되고 있다[3-6]. 하지만 섬유 기반 생체신호 측정
시, 노이즈, 배선문제 및 인체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등으로 인해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상용화 제
품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섬유기반 맥파 검출 시
스템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먼저 요골동맥
의 맥파를 검출하기 위해 전도성 섬유 기반 proximity
pressure sensor를 개발하였다. 잡음 제거를 위해 4차
low pass filter 회로를 설계하였고, Biopac사의
MP150을 사용하여 PPG신호 및 맥파를 측정하였다.
PPG는 PPG100C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맥파가 제대로 검출되었는지 레퍼런스로 활용하였다. 맥
파 검출을 위해 Matlab을 이용하여 Notch filter를 통
해 60 Hz 전원 잡음을 제거하였고, 5차 Moving
average filter를 적용하였다. 이후 1-5 Hz의 범위를
갖는 Band pass filter 및 FFT를 통해 데이터를 검출
하였다. 이후 상관성을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수행
하였다.
2. 본

그림 2. 개발한 Capacitance proximity sensor
Capacitance proximity sensor은 단일 plate와
shield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기장을 생성하는 특징이
있다(그림 1). Capacitance proximity sensor의 원
리는 단일 plate에서 동심원 형상의 전극이 형성되고,
인체의 손가락과 가까워지면 전자기장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맥파를 검출하기 위해 Capacitance
proximity pressure sensor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손목밴드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개발하였다.
2.2 맥파

맥파는 심장이 수축할 때 방출한 혈액의 운동에너지와
혈관 벽의 탄력에 의해 생긴 파형으로, 동맥 경화 및 심
혈관 질환 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정상인 기준 맥박의
정상범위는 분당 50-60회에서 100회까지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요골동맥에서 맥파를 측정하였다(그림
3).

론

2.1 전도성 섬유기반 Proximity sensor

그림 3. 맥파의 파형 및 측정 위치
2.3 Signal processing

그림 1. Capacitance Proximity sensor 원리

본 연구에서 잡음을 제거하고 맥파를 검출하기 위해서
먼저 20Hz의 차단 주파수를 갖는 4차 low pass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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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회로를 설계하였다(그림 4).

그림 8. 1-5Hz범위의 PPG신호

그림 4. 4차 low pass filter 회로
Biopac MP150을 통해 얻은 맥파 및 PPG 데이터는
Matlab을 이용하여 디지털 필터를 적용하였다. 먼저
공통적으로 Notch filter를 통해 60 Hz의 두 신호의
전원잡음을 제거하였다. 이후 맥파 검출을 위해 1-5
Hz범위의 Band pass filter를 적용하였다. 1-5 Hz를
측정한 이유는 정상인의 맥파 평균이 50-100회이기 때
문이다.(그림 5-10).

그림 9. Capacitance Proximity sensor 신호의
FFT결과

그림 5. Capacitance Proximity sensor 신호
그림 10. PPG 신호의 FFT결과
2.4 단순상관관계분석

그림 6. PPG 원신호

그림 7. 1-5Hz의 범위를 갖는 Capacitance
Proximity sensor 신호

맥파 데이터와 PPG데이터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SPSS18.0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데
이터 군집이 30미만이므로 비모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
하였다. 상관성을 보기 위해 맥파 및 PPG신호의 FFT
결과 데이터를 인자로 사용하였다.
3. 결

과

그림 4는 Capacitance proximity sensor로 측정한
원신호로, 잡음으로 인해 맥파 신호를 확인할 수 없었
다. 이에 1-5 Hz의 Band pass filter를 적용하였고,
5차 Moving average filter를 통해 신호를
smoothing하게 만들었다(그림 6). 또한 맥파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PPG 신호 역시 동일하게
Band pass filter 및 Moving average filter를 적용
하였다(그림 7). PPG신호는 –2V-2V범위에서 약 1.2
초 간격의 일정한 Peak주기 및 진폭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8). 하지만 PPG 신호와는 달리 맥파 신호
는 –5V-6V의 범위를 갖고 Peak 주기 및 진폭이 일정
하지 않게 나타났다.
FFT수행 결과, PPG신호는 1-1.3 Hz에서 3600으
로 Magnitude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맥파 신호는
1.3-1.4 Hz, 2.7 Hz에서 Magnitude값이 2.2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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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났다(그림 9-10).
비모수 단순상관분석결과, 맥파 및 PPG의 FFT결과
간 상관계수는 0.00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kendall’s tau_b, Spearman’s rho).
Correlation coefficient는 0.981로 강한 양의 선형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2는 PPG 및 맥파 신호의 FFT결과들을 산점
도로 나타낸 그래프로, 각 결과들의 스케일은 다르지만
데이터가 X축에서는 0.0-0.5, Y축은 0-500사이의 값
에서 집중적으로 군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맥파 및 PPG신호의 FFT결과 데이터
간 Correlation 결과

그림 12. 맥파 및 PPG데이터의 FFT결과 산점도
4. 결

거한다면, 보다 정확한 맥파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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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 연구는 전도성 섬유 기반 맥파 검출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로 수행하였다. 요골동맥의 맥파를 측정
하기 위해 손목밴드 타입의 Capacitance proximity
sensor를 개발하였고, 4차 low pass filter회로를 설계
하여 잡음을 일차적으로 제거하였다. 이후 정상인의 맥
파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1-5 Hz의 범위를 갖는 Band
pass filter를 적용하여 PPG신호와 비교하였다. 그 결
과 맥파 신호는 PPG신호와 같이 일정한 진폭, 주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FFT결과를 보면 PPG신호는 1-1.3 Hz에서 타 주파
수 대역에 비해 월등히 Magnitude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맥파 신호의 경우 1-3 Hz의 주파수 대역이 대체
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맥파 데이터의 스케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단순 주파수분석으로 맥파가 제대로 검출되었다 단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고, 맥파와
PPG의 FFT결과 데이터들 간 유의확률 0.000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상관계수가 0.981로 강한
양적선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맥파신호가
존재는 하지만 잡음으로 인해 맥파신호 검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맥파 신호가 정확하게 측정이 된 것이라 단
언할 순 없지만, 향후 높은 해상도의 proximity
sensor설계 및 효율적 filtering설계를 통해 잡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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