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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맥파를 검출하는 방법 중에 피검자에게 고통

과 부담을 주지 않는 비침습적이며 연속적으

로 검출하는 측정 방법은 검출 센서의 형태에 

따라 크게 기계적 변환 방법과 광학적 검출 방

법으로 구분된다. 

이들 방법 중 기계적 변환 방식은 맥동이 

피부를 통해 외부로 전달되는 현상을 이용하

여 센서를 피부에 접촉시켜 혈관의 일정 부위

를 압박함으로써 맥파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1967년 Pressman은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

하여 맥파를 검출하였다 [1]. 그러나 맥파 파

형 변화 양상의 분석 보다는 혈압의 측정에 주

안점을 두었다. 즉, 수축기 압력과 이완기 압

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후 

1973년에는 Bahr 등은 맥파를 검출할 수 있는 

반도체 압력 센서를 개발하였고, 1978년에는 

압전소자에 의한 맥파 측정용 센서가 개발되

었다 [2]. 

다음으로 광학적 검출 방법은 투과성 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968년 Steyall가 초음파

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측정법을 발표하였

고, 1975년 Tahmoush 등은 광원으로부터 발

생한 광선이 조직을 통과하게 한 후 광변환

기 (Photo transducer)를 이용하여 용적 변화

에 기인한 혈액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3-6]. 

1985년 Lee 등은 초음파보다 강력한 투과 특

성을 가지는 마이크로웨이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피부 속 깊이 위치한 상완동맥의 맥

파를 측정하였다 [7]. 이와 같이 광의 투과 특

성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사용이 용이하고 간

단할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맥파의 관측이 

가능하므로 혈류역학적 연구에 적용되었다. 

즉, 심혈관시스템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광을 

이용한 혈류역학적인 파형의 특성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광의 투과효과가 높은 

귓볼, 손가락 및 발가락 끝의 말초부위에서 측

정되는 맥파의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수행되었다. 손가락 끝에서 맥파를 측정하

는 방법은 매우 간편한 방법이므로 임상적으

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광학적 검출 방식들 중에

서 현재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비침습적인 맥

파 검출 방법인 적외선 광변환기를 이용한 광

전용적맥파 측정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1988년 Jago 등은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 파가 말초의 모세

혈관에서 용적의 변화로 맥파신호를 생성한다

고 발표하였다 [8]. 그리고 1988년 Kamal 등

은 광전용적맥파 신호는 저주파와 고주파 성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저주

파 성분은 혈압, 심장으로의 정맥 환류 (VR, 

Veneous Return), 호흡, 체온 조절 등에 관련

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며, 고주파 성분은 동

인체에서의 근적외선을 
이용한 광전용적맥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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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혈압, 말초저항, 그리고 혈관 유순도 등 맥

파 파형 자체에 관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9]. 

광전용적맥파를 이용하여 맥파를 측정하는 

부위는 혈관 밀도가 높은 귓불, 손가락, 발가

락 등 조직의 말초 부위이며, 측정된 광전용

적맥파신호의 특성은 신체 부위에 따라 특이

한 양상을 나타낸다. 즉, 말초 부위에서 파형

의 차이, 강도, 모양, 그리고 측정 시점에 따

라 변화하는 변이성을 지닌다. 

2. 맥파의 전달 및 특성

심주기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파, 압파 및 

용적파는 혈관전체를 맥파로 전도시키며, 맥

파전도속도는 혈류속도보다 매우 빠르게 전

달된다. 맥파의 전달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즉, 심실에서 박출된 혈액은 의하여 대동맥

궁 부위에서 발생하는 신전에 의하여 혈액이 

저장되었다가 대동맥궁 부위의 혈관 수축에 

의해 주위 혈관으로 혈액이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혈관계의 진행방향으로 연이

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진행방향 후방의 

혈관은 원상으로 다시 회복된다 [10]. 

맥파의 전달은 혈관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혈관별로 신전성과 벽두께 

대 혈관반경 사이의 비율이 크게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즉, 맥파 전달은 혈관이 딱

딱하든가 혈관벽이 두터울수록 증가하며 혈

관의 반경이 작을수록 신속하게 된다. 따라

서 대동맥에서는 맥파의 전달속도가 4~6 m/

sec이고, 요골동맥에서 8~12 m/sec에 이른

다. 혈관의 신전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

소하므로 맥파의 전달속도는 노인에서 높게 

나타난다. 고혈압 환자는 혈관벽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을 더 이상 신장시키기가 

어려우므로 맥파의 전달속도는 빠르게 나타

난다. 반대로 정맥은 신전성이 아주 크므로, 

맥파의 전달속도는 심히 느려서 대정맥에서 

속도는 1 m/sec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맥파

의 전달속도는 혈관계의 신전성을 반영한다

고 볼 수 있으며 혈관벽의 탄력성에 의존하

기 때문에 일생동안 서서히 변동하게 되고, 

혈관운동 또는 약물투여에 의하여 단시간 내

에 영향을 받아 변동될 수 있다. 

맥파의 빈도를 이용하면 심박동수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리고 맥파의 리듬은 호흡의 

상태와 유관하다고 한다. 즉 공기를 흡입하

는 흡기 중에는 심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 

호기 중에는 심박동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

러한 현상은 심호흡과 같은 노력성 호흡을 

할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정

신적 흥분과 운동은 맥파의 빈도를 증가시

킨다. 맥파의 진폭은 심실 이완기 중에 박

출되는 혈액량과 박동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Windkessel의 탄력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맥파의 진폭은 일정한 박동량

그림 1. Windkessel 기능과 맥파전달기전.

그림 2. 인체 각 부위에서의 맥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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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신축성이 커질 경우 작아지게 된다. 

인체 각 부위에서의 기록된 맥파는 그림 2

와 같다.

3. 광전용적맥파의 측정

인체에서 맥파를 획득하는 방법은 침습적

인 방법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침습적인 방법은 피검자에게 고

통을 주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침습적 맥파 측

정 방법은 크게 압맥파법 (Pressure pulse 

method)과 용적맥파법 (Volume pulse 

method)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압맥파법은 

혈관위에 압력 측정 변환기 (Transducer)를 

사용하여 용적 맥파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혈관에 외부 압력을 인가하여 혈관의 외

벽이 편평해지면 주위압력 (Circumferential 

stress)이 제거되어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

아짐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림 3

과 같다. 

플레시모그래피 (Plethysmograph)라고도 

하는 용적맥파법은 심장 박동에 수반하여 발

생하는 혈관의 미세한 체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이를 도형화하면 그림 4와 같다. 

용적 맥파를 측정하는 기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손가락 끝에 

수은을 채운 부드러운 고무 튜브를 감고, 수

은주가 용적변화에 따라 신축하는 현상을 전

기 저항의 변화로써 기록하는 스트레인게이

지 (Strain gauge)법이다. 둘째는 생체 조직

의 전기 전도도가 조직량에 비례한다는 원리

를 이용해서 교류회로의 임피던스 변화에 따

른 회로 내 조직의 용적 변화를 구하는 방법

인 임피던스 (Impedance)법이다. 셋째는 검

지에 광맥파 센서를 부착하여 세동맥의 용적 

변동을 검출하고 광전용적맥파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광 맥파 센서는 LED

와 PD 및 PTr로 구성된다. 따라서 검지의 손

톱 부위에 LED를 부착시키고 LED에서 660 

nm 파장의 적색광을 주사하면 손가락 끝의 

모세혈관에서 용적 변화에 따른 산화 헤모

글로빈 양에 대응한 투과광이 PD 또는 PTr

에 수광된다. 이때 수광된 광을 검출하여 용

적맥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광전용적맥파법이

다.

즉, NIR을 피검 부위에 조사하여 조직에 

흡수되지 않고 투과된 투과광 또는 조직에

서 반사되는 광을 측정하여 용적 변화에 따

른 혈액량의 변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심박동에 따라서 말초혈관으로 혈액

이 박출되면 이 부분에서 빛의 투과성에 변

화가 발생하여 투과되는 광량이 변화하게 된

다. 이 투과량을 PD 또는 PTr에 의해 검출한

다. 이 때 검출된 광량은 전류이므로 전압으

로 변화하면 맥파를 측정할 수 있다.

심장의 수축기에는 심장의 좌심실에서 박

출되는 혈액은 말초로 이동되며 동맥측의 혈

액 부피가 증가하며, 이완기에는 혈액 부피

가 감소한다. 이러한 혈액량의 미소한 변화

를 측정하는 광전용적맥파 측정 방식에는 투

과형과 반사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반사형 광전용적맥파의 측정원리는 그림 

5와 같으며, 이 원리를 응용한 센서의 구성

과 측정 방법은 그림 6과 같다. 투과형 광전

용적맥파의 측정원리는 그림 7과 같으며, 이 

원리를 응용한 광전용적맥파의 외형과 측정

한 파형은 그림 8과 같다. 

NIR 외에도 가시광선 즉 적색광을 이용한 

광전용적맥파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

도 손가락 또는 귓볼 등에서 광전용적맥파를 

측정하고 있으며, 광선을 조직에 입사시킨 

후 반사 또는 투과되는 광도를 측정하여 조

직의 혈액량 변화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

때 투과도(T, transmittance)를 수식으로 표

시하면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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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는 투과 또는 반사되는 빛의 강도

이며, I0는 입사되는 빛의 강도이다. 광의 흡

수도 (A, absorbance)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이때 식(1)을 식(2)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Lambert-Beer의 법칙이 성립되어 아래의 

식을 만족한다.

  (3)

여기서, ε는 조직의 광학적 흡수계수이며, l
는 광학적 경로, c는 조직의 농도이다. 

고정된 자세에서 일정량의 빛을 조직

에 입사시키는 경우 심장의 활동에 따라 ε
와 c는 대개 일정하며 l는 변하는 특성이 있

다. 이 때 l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말초 부위

의 혈류량의 변화이다. 광전소자를 이용하

여 손가락 끝 말초에서 맥파를 검출하는 모

습과 광전용적맥파 파형은 그림 8과 같으며 

측정되는 맥파 파형은 말초 혈압 파형과 유

사하다.

손가락, 발가락 및 귓볼의 피부에 발광부

와 광검출기로 구성된 트랜스듀서를 부착하

여 피부를 투과 또는 반사하는 빛의 강도를 

측정하면, 광검출기의 출력에 나타나는 신호

는 심장 박동 주기에 따라 요동한다. 광전용

적맥파는 수축기에 조직에서 빛의 감쇠가 증

가하여 신호가 감소하며 이완기에 증가한다. 

이러한 조직 내 혈액량의 맥동성 변화는 압

력의 변화가 맥동성으로 나타나는 동맥에서

만 발생한다. 

손가락 끝에서 측정 가능한 LED와 PTr을 

장착한 반사형 및 투과형 트랜스듀서를 직접 

제작하였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투과광을 높

10logA T= −

log (ln10)OIA c l
I

ε = = 
 

그림 3. 압맥파법의 구성도.

그림 5. 반사형 광전용적맥파.

그림 4. 용적맥파법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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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반사형 광전용적맥파 센서의 구성과 측
정 방법.

그림 7. 투과형 광전용적맥파의 측정원리.

IO

I

IO

I

NIR
 LED

IR Photo
Transistor

Voltage
Controller

Amplifier
NIR LED

IR Photo
Transistor



28 테마

테 마 기 획     _ 의료기기의 최근 동향 (의료방사선 기기를 중심으로)

이기 위하여 발광부에 3개의 LED를 사용한 

투과형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광전용적맥파

를 측정할 수 있다.

4. 광전용적맥파 센서의 
구성과 동작원리

광전용적맥파 센서는 NIR을 조직에 입사

시킨 후 반사 또는 투과되는 광도를 측정하

여 조직의 혈액량 변화를 검출하는 방식이

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광전용적맥파 센서

는 투과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발광원으

로는 930 nm 파장의 NIR LED를 사용하였

고 수광부로는 PTr을 이용하여 그림 9와 같

이 구성하였다. 적외선은 혈액에 쉽게 흡수

되므로 혈액량의 변동에 의해 광학적 경로가 

변화한다. 따라서 증가되는 혈액량이 증가하

면 적외선을 많이 흡수할 뿐만 아니라 광학

적 경로를 길게 함으로서 수광부인 PTr에 도

달하는 광량은 감소하게 되어 PTr의 출력 전

류도 적게 검출된다. 그러나 혈액량이 감소

하면 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광전용적맥파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된 

손가락형 광전용적센서의 조립 전 구성물은 

그림 10과 같으며 조립 후의 완성품은 그림 

11과 같다. 조립 전 구성물은 플락스틱 금형

물, 고무 금형물, 스프링, LED, PTr 및 스테

레오 콘넥터 (Connector) 등이다. 

5. 결 론

현재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근적외선

을 이용한 광전용적맥파의 측정은 생리적 변

화들을 생체신호의 분석을 통해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심장의 기능

은 미주신경과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조

절되는데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심박동

수, 심방수축 및 방실결절의 전도속도가 감

소하며,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심박동

수와 방실결절의 전도속도가 빨라지게 된

다. 심장의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대한 생체

그림 8. 광전용적맥파 외형과 파형.

I0

I

I0

I

그림 9. 투과형 광전용적 센서 모식도.

그림 10. 조립 전 광전용적센서의 구성 부품.

그림 11. 조립 후 광전용적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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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심전도의 심박동변이율을 통해 관찰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장에서 발생하는 맥파

는 맥동성 압력파형으로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이 혈관계를 따라 전파되는 파형의 변화

를 나타내며, 혈관의 기계적 특성에 따라 파

형의 모양이 달라지며 말초에서 기록이 가능

하다. 그리고 맥파가 전파되는 속도는 혈압

의 상승 또는 혈관의 수축 상태에 영향을 받

으며 동맥혈관의 긴장도 (Vasculartone)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혈압의 상

승 또는 혈관의 수축상태에서 맥파전파속도

는 증가하게 된다. 혈관에서의 맥파전달속도

는 인체 및 실험동물에서 혈관의 경화 정도

를 평가하는 인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동

맥에서 맥파의 전달속도는 혈관의 Young의 

탄성계수 및 혈관의 두께에 비례하고 혈관의 

직경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으

로 맥파의 전달속도는 혈관의 긴장도에 비례

하여 증가하므로 혈관이 긴장되는 조건이라

면 맥파전달속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맥파전달속도를 이용한 비관혈적 혈관 긴

장도 및 경화정도에 대한 평가는 동맥경화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임상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인체에

서 맥파 검출을 위하여 동맥 내 카테터을 삽

입하여 혈압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침습성으로 인하여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초음파 도플러를 이용한 방법이 맥파검출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방법은 구경이 큰 동맥

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며 말초부위에서 야기

되는 혈관계의 특성 변화는 검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광전용적맥파를 이용한 측정법은 현재 심

혈관계 변화나 예측 등에 대한 임상적 응용

을 위하여 순환기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연령과 혈관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

는 특성이 있다. 말초 맥파는 주로 동맥경화 

및 혈관 나이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쓰이며 

맥파의 의학적 진단 응용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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