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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혈류량 신호의 움직임 훼손 보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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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신경계 및 중추신경계 반응 신호는 취득 시 피험자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노이즈가 첨가되어 의도한 분석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리신호 취득시 피험자의 영상을 동시에 촬영 및 분석하고 움직임을 감지하여, 생리신호의 노이즈 구간을 정의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움직임 감지를 위해 시계열에서 영상 프레임간 1차 미분하고 임계치 이상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를 해당 신호

의 노이즈 발생 구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수집된 신호를 주기 단위로 분석하여 길이와 높이를

특징으로 한 정상 신호를 2차원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로 모델화하여, 신호의 훼손 구간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두 방법으로 정

의된 훼손 구간은 가우시안 함수를 기반으로 보간하였다. 광혈류량 신호에 적용한 결과, 심전도 신호에서 추출된 평균 심박간격에 가

까운 수치로 복원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상기반 방법은 정상구간을 훼손구간으로, 신호기반 방법은 훼손구간을 정상구간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Motion artifacts of central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signals degrades the performance of the bio-signal based human factor 
analysis. Firstly, we propose a defining method of motion artifact section by analyzing successive image frames. Motion artifact 
section is defined when the amount of motion is greater than the pre-defined threshold. In here, the amount of motion is estimated 
by first derivation of image frames at temporal domain. Secondly, we propose another defining method of motion artifact section 
through designing 2D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model by analyzing feature vectors of one cycle of signal such as 
length and amplitude. The defined motion artifact sections are interpolated on the basis of 1D Gaussian function. At result of 
applying the method into photoplethysmography signal, we confirmed that the calculated heartbeat rate from the restored 
photoplethysmography came up to the one from electrocardiography. Also, we found that the video based method generated 
relatively more false acceptance of motion artifact section and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ased method generated relatively 
more false rejection of motion artifac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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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스플레이의 종류 및 방송 콘텐츠를 경험하는 사

용자의 감성 변화 및 사용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생리신호 측정에 기반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
리신호는 인체 피부의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여 몸의 반응

이 연속된 시계열 신호로 측정된 것을 의미한다. 자율신경

계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생리신호로는 광혈류량(PPG; 
PhotoPlethysmoGraphy), 피부온도(SKT; SKin Tempera- 
ture), 피부반응(GSR; Galvanic Skin Response), 심전도

(ECG; Electro -CardioGram) 등이 있으며
[1], 중추신경계 반

응을 측정하기 위한 신호는 뇌파(EEG; ElectroEncephalo- 
Gram)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2].
이 중 광혈류량은 사람의 손가락 끝 또는 귓불에 부착하

여 가시광선 및 적외선 파장의 빛의 투과율 차이를 통해

혈류의 양을 측정하여, 단위시간당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

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팔이나 얼굴의 움직임

이 있는 경우 진폭이 크고 파장이 긴 노이즈 성분이 첨가되

어 원래 신호를 훼손할 수 있다. 뇌파 또한 얼굴의 움직임, 
눈 깜박임, 입술의 움직임, 얼굴 표정의 변화 등에 의해 훼

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뇌파 관련 연구에서 이러한 노

이즈 첨가 요소(artifact)를 제거하고 보정하는 기술은 필수

적이다
[3].

기존의 광혈류량 훼손 구간 검출 및 보상에 관한 연구들

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 바 있다. Kim의 연구에서는 광혈류

량 신호의 quasi-periodicity를 개발하여 움직임에 의한 훼

손을 보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4]. 독립성분분석법을 통

해 훼손된 신호를 검출하였다. Chan의 연구에서는 적응적

으로 변화하는 step-size 제어와 least mean square 방법을

통해 신호의 훼손 구역을 추출하였다
[5]. Lee의 연구에서는

웨이블렛 기반의 방법을 통해 훼손을 경감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으며
[6], Yao의 연구에서는 Beer-Lambert law에 기반

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움직임의 영향을 받은 구역을 추

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7].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들은

훼손 구간 결정을 위한 복잡한 트레이닝 과정 또는 주파수

분석 과정을 위한 변환과, 지나치게 정확한 신호의 복원을

위한 필터링 및 복원 과정으로 인해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광혈류량 신호의 개인차 및

개인의 시간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리신호

취득 대상인의 상반신 영상을 시계열 차분량 계산 방법으

로 분석하여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움직임량이 일정 임계

치 이상인 구역에 대해서는 생리신호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영상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광혈류량 신호

자체를 주기 단위로 분석하여, 길이와 높이(진폭) 특징을

검출하고, 이를 2차원 가우시안 함수로 모델링하여, 훼손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혈류

량 신호의 주기 길이와 진폭이 중요한 정보임에 초점을 맞

추어 정확한 신호의 복원보다는 가우시안 함수 기반의 보

간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검증을 위해 상대

적으로 움직임에 의한 노이즈 첨가 가능성이 적고 신호의

품질이 우수하면서 동일한 정보 추출이 가능한 심전도 신

호를 ground-truth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Ⅱ. 제안하는 방법

1. 영상 분석을 통한 움직임 감지

생리신호를 취득하는 동안 피험자의 상반신 영상을 취득

한다. 영상 촬영에 사용된카메라는 640×368 RGB 칼라영

상을 초당 15프레임 이상 취득할 수 있는웹캠을 사용하였

다. 피험자는 시각적 자극으로 3D TV 화면을 보면서 광혈

류량 (검지 손가락에 센서를 부착하여 취득), 심전도, 뇌파, 
피험자의 상반신 영상을 취득한다. 광혈류량과 심전도는

Biopac사의 PPG100C 및 ECG100C 증폭기를 통해 측정되

었으며, 500Hz의 샘플링율로 측정되었다. 본래 3D TV 시
청에따른피로 측정을 위한실험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광

혈류량을 상반신 영상에 의해 보정하고,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심전도를 사용하므로, 뇌파는 분석에 사용되지 않는

다. 피험자의 상반신 영상에서 수식 (1)과 같이 이전 프레임

(n-1)과 현재 프레임(n)의 평균 절대차를 구하여 움직임량

(M)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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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계열 움직임 데이터
Fig. 2. Temporal signal for the amount of motion


 

 




  



    (1)

수식 (1)에서 Ik(i, j)는 k번째프레임 영상의 j행, i열픽셀
을 나타내며, W와 H는 영상의 가로, 세로 공간해상도를 나

타낸다. 실험해서 사용된 영상은 초당 15프레임으로 취득

되었고, W와 H는 각각 640픽셀, 368 픽셀이었다. 영상의

프레임간 움직임량을 추출한 예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접 프레임간 차 영상 중 움직임 양이 적은 영상(좌)과 상대적으로
큰 영상(우)의 예 (가시성을 위해 차 영상의 반전 영상을 제시함)
Fig. 1. Examples of differentiated result of adjacent two frames (Left: 
little motion case, Right: Comparatively much motion case)

순차 영상에 대해 위의 방식을 적용하여 추출된 시계열

움직임데이터는 그림 2와 같다. 움직임이 없는 경우 평균

움직임량(M)은 1 정도를유지하고 있으나, 손 또는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의 움직임이 발생한 경우 3 이상의 큰 값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간의 움직임은 신호의 품질

에 영향을끼치지 않기 때문에, 동작이큰움직임이 발생할

때 M값이 3 이상이 됨을 관찰하여 경험적으로 threshold 값
을 3으로 결정하였다. Threshold 값이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 신호의 훼손 구간을 오판(false acceptance 또는 false 
rejection)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내용은실험결과

를 통해 분석한다.

2. 주기 신호 특징을 이용한 훼손 감지

사람마다 평균 심장박동수나 심장박동의세기가 다 다르

기 때문에 사람마다 적용 가능한 정상범위의 기준이 각각

다를 수밖에없다. 따라서각자에게 맞는 정상범위의 구간

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실시간

으로 입력되는 피험자의 광혈류량 신호에서 정상 신호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30 주기 신호

를 기반으로 가우시안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정상신호의 범위는 신호의 입력에 따라 적응적으

로 갱신된다. 만약 입력된 신호가 정의된 가우시안 모델의

범위내에 속하면 그 신호는 정상적인 신호로 판단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 움직임에 의해 훼손된 신호로 판단하게 된

다. 
먼저, 입력된 신호의 주기 수, 주기의 길이와 진폭을 알기

위해서는 신호를 주기단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입력된 신호에서 노이즈에 의한 지역적 변곡점을

없애기 위해저주파 통과필터링을 수행한다. 500Hz로 입력

되는 광혈류량 신호에 대해 201 샘플의 윈도우 사이즈로

평균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3과 같은 광혈류량 신호는

그림 4와 같이 저주파 통과된 형태로 바뀌게 되며, 극소점

과 극대점만이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각극소점

은 신호들의 주기의 시작(끝)을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 201 
샘플윈도우 사이즈의 평균 필터링 시 원래 위치를 중심으

로 대칭이 되도록 convolution 연산하였으므로, 필터링된

신호에서의 극소점은 필터링 전 신호에서의 변곡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신호의 주기를 나누었으면 한 주기 신호의 길이와 진폭

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길이를 한 주기의 전체 길이

(L), 진폭(A)은 한 주기 신호의 최댓값과 그 신호의 마지막

값의 차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길이와 진폭을 특징으로 하

는 (L, A) 데이터들의 공분산(Σ)는 식 (2)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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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ec ~ t+5 sec t+5 sec ~ t+10 sec t+10 sec ~ t+15 sec

t+15 sec ~ t+20 sec t+20 sec ~ t+25 sec t+25 sec ~ t+30 sec

그림 3. 5초 간격으로 관찰한 최근 30개 주기 신호의 특징 분포
Fig. 3. 2D distributions of features extracted from the recent 30 period of photoplethysmography signal

그림 6. 노이즈 구간 정의 방법
Fig. 6. Conceptual diagram for defining the motion artifact section



 
 



   (2)

수식 (2)에서 Xn은 길이(L)와 진폭(A)를 특징으로 하는

2차원 특징벡터이며, M는 N개 특징벡터들의 중심좌표 벡

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0개의데이터를 이용해서 가

우시안 모델을 추정하므로, N은 30이다. 이렇게 구한 공분

산값과 식 (3)과 같은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해서

신호 정상범위를 모델링한다. 시간의흐름에따른 (L, A)의
분포 변화는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다.

  det








  

(3)

3. 노이즈 구간 신호 보정 방법

일반적으로 움직임에 의한 신호의 훼손이 발생하여 광혈

류량 신호에 노이즈 성분이 추가됨으로써 신호가 불안정하

게 되면 다시 안정화되기까지 수 초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thresh-

old를넘는 움직임이 발생한 지점의 바로 직전 기울기가–

에서 +로 전환되는 지점(A)으로부터 움직임 발생 후 3초
(사전실험을 통해 신호가 안정화 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

하여 경험적으로 결정)가 지난 후최초로 신호의 기울기가

–에서 +로 전환되는 지점(B)까지를 보정이 필요한 신호구

간(C)으로 정의한다. 단 구간 C에서 다시 움직임이 발생한

경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를 재정의하여 C를 확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신호의 주기 특징을 이용한 방법 또한

같은 방법으로 노이즈 구간의 정의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

는 광혈류량 신호를 그림 2와 같이 평균 필터링 했을 때의

극소점 만으로도 평균 심박수(R-R Interval) 또는 심박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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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 before 
restoration

Image based 
restoration (A)

Gaussian PDF 
based restoration (B)

Fusion A with B 
by AND rule

ECG
(Ground-truth)

Average length 
of a periodic 

signal(Samples)
425 378 409 398 391

# of Heart beat / 
minute

(Standard deviation)
70.6(±8.96) 79.4(±6.38) 73.3(±5.42) 75.4(±6.01) 76.7(±6.15)

표 1. 심전도 신호 및 복원 전 후 광혈류량 신호에서 추출한 평균 주기 길이 및 분당 심박수 (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
Table 1. Heartbeat related values estimated from electrocardiography and photoplethysmography before and after restoration

그림 7. 광혈류량 신호의 노이즈 구간에 대한 보간 예
Fig. 7. Example of interpolation against the motion artifact section

차(Heart Rate Variability) 등의 주된 특징을 추출하는데문

제가 없고, 신호 보간시에도 그림 7과 같이 가우시안 함수

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보간할 수 있으므로, 광혈류량 신호

를 average 필터링 한 결과신호를 사용하였다.
노이즈 구간 C가 정의되고 나면, 노이즈 구간 이전 n개의

주기 신호의 평균 파장(L)과 진폭(A)을 측정한다. 본 논문

에서는 n을 3으로 설정하여, 노이즈 구간 이전 세 번의 주

기 신호의 파장을 평균하였다. 하지만 평균 파장의 신호를

통해 노이즈 구간 C가 끝나는 지점과 연속적으로 진행되도

록보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된

L을 노이즈 구간에 맞게조정된 보간 파장(L’)을 아래의 수

식 (4)와 같이 계산한다. 단, C와 L의 단위는 시간이 아닌

해당 구간의샘플 개수로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혈류

량 데이터 샘플링율은 500Hz이다.

  
  

′ 




 


 (4)

 









(5)

즉, C와 L이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보간할

신호의 파장을 반올림하여 정수로 결정하기 위함이다.  보
간을 위해서는 결정된 파장(L’)과 진폭(A)를 가장 잘 만족

하는 가우시안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 LMS(Least Mean 
Square) 기법을 사용하여 수식 (5)의 파라미터들을 결정한

다
[8]. 수식 (5)에서 μ값은 자명하므로, L’과 A를 가장 잘

만족하는 σ값을 LMS 기법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C 구간

을 보간할 기본 주기 함수가 결정된다. 보간이 완료된 신

호의 예는 그림 7과 같다. 단, 보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원

래 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불연속 지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위치 주변(±5 샘플)에 대해

11개의 kernel 크기로 median 필터링을 수행하여 제거하

였다. 하지만, 변곡점 위주의 광혈류량 신호처리 방식만을

사용하는 응용에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별도의 처리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Ⅲ.실험 결과 및 분석
 
움직임에 의한 노이즈가포함된 광혈류량 신호와 동시에

취득된 10명의 심전도 신호 각 2 세트 (각 10분)를 이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심전도 신호는 움직임에 의한 노이

즈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복원 전후성능비교를 위

한 기준 (ground-truth)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심전도 신호

나 광혈류량 신호에서 모두 추출 가능한 평균 심박수를 추

정하였다. II-2절에서설명한 주기 단위로 분리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추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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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심전도 신호에서 추출된 평균

분당 심박수는 76.7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득된 신호가

500Hz의 샘플링율이므로, 한 개 주기 신호의 평균 길이가

391샘플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동시에 취득된 광혈류

량 신호는 움직임에 의한 신호 훼손 구간이 포함되어 있

어서 분당 평균 심박수가 70.6회로 나타났다. 이는 한 주

기 신호의 평균 길이가 425샘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의한 신호의 훼손은 신호의 주기를 길게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훼손 구간이 포

함된 광혈류량 신호를 제안하는 영상 기반 복원 방법에

의해 복원 한 결과 신호의 평균 주기 길이가 378샘플로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분당

79.4회의 심박수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준 데이터인 심전

도 신호의 수치와 가까워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영상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신호 자체의 주기 특

징을 이용한 가우시안 확률 분포 모델에 기반한 방법을

통해 복원을 수행하였다. 복원 결과 평균 주기 길이가 409
샘플로 나타나 기준이 되는 심전도 신호의 수치와의 차이

가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영상기반 복원 방법

은 움직임 발생 순간은 모두 신호의 훼손이 발생한 것으

로 간주하여 해당 구간을 복원했기 때문에, 훼손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훼손 구간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FA 
(False Acceptance)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복원 후 평균

주기신호의 길이가 기준 수치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

로 분석될 수 있다. 반면에 신호자체의 주기 특성을 이

용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훼손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훼

손 구간이 아닌 정상 구간으로 잘못 판단하는 FR (False 
Rejection)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원 후 평균 주기신

호의 길이가 기준 수치보다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런두 방법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두 방법의

신호 훼손 구간 판단 결과를 AND 규칙으로혼합하여 적용

한 결과 복원후신호의 평균 주기 길이가 398샘플로 나타

나, 기준 수치인 심전도 신호에 가장 근접하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율신경계 반응인 광혈류량 신호 취득시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훼손 구간을, 영상 분석 기반 움직임

검출 방법과 신호의 주기 특징으로 구성된 가우시안 확률

분포 모델을 통해 검출하고 보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두 방법을 적용한 실험결과 심전도 신호에서 검

출한 평균 심박수에 가깝게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두 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한 결과 비교 기준치에 가장

가깝게 복원됨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PPG 신호

를 deconvolution 기반 방법으로 복원하여, ECG 신호에 가

까운 신호로 복원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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