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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오염과 빠른 고령화, 질병 및 흡연 등으

로 인하여 호흡기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급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나 수면 중 무호흡 등과 같은 호흡질환은 환자를 사

망에 이르기까지 한다[1].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만

성 폐쇄성 폐질환은 45세 이상의 성인에서 국내 유병

률 17.2%로 주요 질환이다[2]. 국내의 연구에서 폐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렴 등 호흡기 원인이 57%, 심장 원인 18%, 급사 

11%, 기타 14%에 해당하였다[3]. 만성 폐쇠성 폐질

환 환자의 사망 원인은 폐렴 등 호흡기 원인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호흡은 

항상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때 보고 되어야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현재 호흡을 측정하

기 위한 센서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는 흉부를 둘러매는 띠로 제작되어 가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4], 코밑에 부착하여 흡기와 

호기 시 온도변화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5]. 이뿐

만 아니라 혈압계와 같이 팔을 감싸는 형태의 측정기

가 있고[6], 벨트 형식으로 제작되어 호흡을 측정하

는 기기도 있다[7]. 하지만 이러한 측정 기기들의 경

우 몸에 지니고 다니기 불편한 점과 몸을 압박해야 

하는 점이 있어 상시 측정이 쉽지 않다[8].

따라서 스마트의류와 스마트워치 등에 센서를 삽

입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9], 압박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생체 신호와 관련한 센서로 호흡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체 신호중 

하나인 PPG는 자신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신호이며, 맥박을 측정하는 센서로 맥박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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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성분을 이용하여 호흡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0,11].

본 논문은 검지 끝 아래에서 포토다이오드를 이용

하여 광용적맥파(Photoplethysmography: PPG)를 

측정하였고 필터를 이용하여 호흡성분에 해당하는 

주파수만을 추출하였다. 측정된 PPG 신호를 분석하

여 호흡에 해당하는 패턴을 정의하였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2. PPG 신호

PPG는 피부에 빛을 반사시켜 혈류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심장의 이완과 수축에 의하여 혈액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용한 측정 방법이다. 심

장이 수축을 시작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액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차단시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혈액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투명해 지

기 때문에 이때 투과되는 빛의 정도를 계산하여 호흡

성분을 구한다.

PPG 신호의 경우 0.1Hz∼10Hz에 해당하며 비교

적 낮은 주파수 대역을 형성한다. 포토다이오드를 사

용하여 측정한 PPG 신호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PPG 신호는 DC 성분의 베이스라인 위에 AC

성분이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최고점(peak) 간 간격은 

맥박의 주기다[12].

PPG 신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호흡 주기에 

따른 PPG 베이스 라인의 이동이다. 이는 DC 신호가 

호흡에 따라서 조절되기 때문에 호흡 주기에 따른 

정맥혈 용적의 변동에 의해 유발된다. DC 신호뿐만 

아니라 호흡 주기의 변동에 따라서 AC 신호의 진폭 

역시 변화하며, 혈액량이 감소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이뿐만이 아니라 PPG 신호의 진폭은 혈관의 

확장성과 비례하므로 교감 신경계의 항진으로 혈관

에 의한 탄력성이 감소하면 PPG 신호의 진폭이 감소

하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관에 의한 탄력성이 증가하

면 진폭이 증가한다[13-15].

3. 시스템 구성

PPG 신호 측정기는 본 연구의 용도에 적합하게 

직접 설계 및 구현하였다. Fig. 2에 테스트 보드의 

구성도를, Fig. 3에 구현된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호

흡 측정에 관련해서는 반사식 포토다이오드를 이용

하는 PPG 센서인 DCM03 칩을 사용하였다. DCM03

은 9.8(w) × 4.3(h) × 1.3(t)mm의 소형화된 칩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장착이 용이하다. 측정은 α-아

드레날린 작동성 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있는 손가

락 끝으로 측정한다[16, 17].

그리고 대역통과 여파기(band-pass filter; BPF)

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파수 성분만을 추출하였다. 또

한 미약한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연산증폭기를 

이용한 능동 증폭회로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데이터

를 받기 위한 MCU는 Cortex-M0를 이용하여 UART

로 컴퓨터에서 수신하였다.

PPG 신호에서 호흡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주요 

연구에서 0.13∼0.48 Hz[18], 0.15∼0.4 Hz[19]의 BPF

를 사용한다. 이는 맥박의 신호에 호흡에 해당하는 

고주파 성분이 낮은 주파수에서 검출되기 때문이다.

Fig. 1. PPG signal components. 

Fig. 2. Block diagram of test board.

Fig. 3. Implementation of PPG signal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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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맥박에 해당하는 0.1∼10 Hz

의 주파수에서 호흡 성분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 

0.1∼0.5 Hz의 BPF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1 디지털 시스템 구성

Fig. 4에 나타낸 디지털 시스템 블록도는 측정 된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받아온 PPG신호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analog-digital converter; ADC)를 

이용하여 MCU에서 값을 받은 후 UART 기능을 이

용하여 PC로 전송하도록 구현하였다. 데이터의 양을 

최소로 하면서 정보의 손실이 없도록 샘플링 주파수

는 32 Hz로 설정하였다.

소프트웨어 구현은 MCU에서 보내고 있는 디지털 

값을 UART로 받기 위해 serial port를 설정하여 연

결하였다. 연결이 되면 신호에 대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형

을 분석하고 호흡을 추출한다. Fig. 4는 디지털 시스

템의 블록도이고 Fig. 5는 MCU로 nRF51822 칩을 

사용한 회로도이다.

4. 호흡에 해당하는 PPG 신호

PPG 신호는 혈액내의 산소포화도의 변화를 이용

하여 맥박을 측정하는데 용이한 신호이다. Fig. 6은 

테스트 보드로 측정한 주파수 대역 0.1∼10 Hz의 

PPG 파형이다. 그림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파형

은 심장 운동에 의한 혈관의 수축과 팽창에 따른 결

과이다. 즉 그림의 주기는 맥박의 주기와 동일하다.

파형의 피크는 혈관이 가장 팽창된 때이고, 진폭이 

낮은 경우는 혈관이 수축된 때이다. 피크 때의 진폭

은 3V 근처인데 이는 채집된 신호를 100배 증폭한 

결과이다.

Fig. 6에서 호흡에 대한 신호를 추측하기 어려운

데 이는 일반적으로 호흡의 주기가 2∼10초 정도이

기 때문이다. 호흡에 대한 PPG 신호를 분석하기 위

하여 먼저 채집된 신호를 0.1∼0.5 Hz 대역으로 여파

하고 호흡을 하지 않은 경우와 호흡을 한 경우의 파

형을 비교한다.

Fig. 7. (a)는 무호흡 상태의 파형이다. 일반적인 

호흡의 경우 호흡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 길지 않

기 때문에 20초간 측정한 데이터로 비교한다. 무호흡 

상태의 경우 150∼220mV 정도의 진폭 변화를 보지

ADC M0 UART

Fig. 4. Block diagram of digital system.

Fig. 5. Digital system circuit.

Fig. 6. The PPG signal measured in test board.

Fig. 7. PPG signal corresponding to the respiratory, (a) 

apnea, (b) normal respiration, and (c) weak 

re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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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체적으로는 DC와 같은 파형이다. 약간의 떨림

은 맥박의 미세한 떨림이나 포토다이오드 측정 부위

의 미세한 움직임 때문으로 추정된다. Fig. 7. (b)는 

매 6초 간격으로 호흡하는 경우의 파형을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아래 구형파는 호흡의 주기를 나타내는

데 상승점(rising edge)은 흡기, 하강점(falling edge)

은 호기를 나타낸다. 즉 구형파의 상승점에서 들이쉬

고 하강점에서 내쉰다. 그림에서 흡기 때에 PPG 신

호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호흡은 Fig. 7. (b)와 같이 

매우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호흡을 약하

게 하는 경우의 PPG 신호에서는 호흡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미

약호흡에 대한 PPG 신호를 Fig. 7. (c)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미약호흡의 PPG 신호는 정상호흡보다 진

폭의 변화가 작아 파형의 변화를 관찰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호흡 시점을 찾아내기 위한 특별한 알고리즘

이 요구된다.

무호흡, 정상호흡, 미약호흡 등이 포함되는 호흡에 

대한 PPG 신호에서  정확한 호흡 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호흡 시 나타나는 PPG 신호의 변화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호흡 시 나타나는 PPG 신호

의 변화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나타내었다.

Fig. 8. (a)는 정상적인 경우로 최고점이 뚜렷하게 구

분이 되는 파형이며 이후 A형이라 한다. Fig. 8. (b)

는 파형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다시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숨을 느리게 들여 마셨을 때의 

파형이며 B형이라 한다. Fig. 8. (c)는 음의 최고점을 

동반한 경우로 파형의 상승 후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

이고 C형이라 한다. Fig. 8. (d)는 미약호흡 상태에서 

맥박의 DC성분이 상승하는 경우로 D형이라 한다.

5. 호흡 검출 알고리즘

PPG 신호는 파형의 상승과 하강이 연속적으로 이

루어지는 파형으로 간단하지만 최고점을 모두 검출

해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고

점 검출 알고리즘은 현재 데이터와 다음 데이터를 

비교하여 진폭이 상승하다가 하강하는 지점에 좌표 

값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모든 맥박의 최고점을 검출

해 낼 수 있다. Fig. 9는 Fig. 7. (b)에 PPG 신호의 

최고점을 검출한 파형으로 Fig. 7의 (b)에 최고점과 

일치한다. 그리고 최고점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한 데

이터로 Fig. 8의 호흡 신호의 유형을 다시 나타내면 

Fig. 10과 같이 된다.

Fig. 10의 호흡 신호 분류에서 호흡 신호 A형과 

B형은 최고점에서 호흡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호흡 신호 C형의 경우에는 호흡이 아닌 낮은 

최고점이 존재한다. 이 경우 최고점의 문턱 값을 설

정하여 호흡이 아닌 낮은 최고점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D형의 경우에는 호흡이 아닌 문턱 값보다 큰 

최고점이 존재한다. 이 경우 호흡은 한 번 이루어진 

후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이루어지므로 최고점 이후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나타나는 최고점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호흡을 검출하는 알

고리즘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PPG 신호에서 최고점을 추출

한 데이터로 적용하였다. 원신호의 데이터로 알고리

즘을 적용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비교해야하고 신

호의 간격이 상승지점과 하강지점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신호의 베이스라인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

호흡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의 첫 번째 조건은 원신

호로부터 검출한 데이터로 현재의 데이터가 다음에 

있는 데이터보다 큰지 비교한다. 데이터가 큰 경우 

Fig. 8. Classification of respiration signal, (a) A type, 

(b) B type, (c) C type, and (d) D type.

Fig. 9. Peak extraction in respiratory waveform.

Fig. 10. Classification of respiration signal in peak ex-

traction data, (a) A type, (b) B type, (c) C type, 

and (d) 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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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에 해당하는 최고점인지 판단한다. 그러나 Fig.

10과 같이 호흡하였을 때 발생하는 파형의 유형이 다

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현재 데이터가 데이터의 평균보다 

큰 경우이다. 신호 C형과 같이 낮은 진폭의 최고점이 

호흡이라고 판단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가 

평균값보다 큰지 비교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조건은 무호흡의 경우에도 진폭의 증가와 

감소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증가 

감소의 변화가 일정한 기울기 이상의 최고점을 검출

하기 위하여 현재 값과 다음 값의 차이를 비교한다.

D형과 같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최고점이 발생하

는 경우 일반적인 호흡의 경우 0.5초 이내에 다시 호

흡하지 않는 다는 가정을 하고 호흡을 검출하고 0.5

초 이내에 발생하는 최고점은 호흡이 아니라고 판단

한다.

상기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데이터를 계

속해서 비교하고 만족한다면 호흡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여 최고점으로 선택된다.

그림에서 는 PPG 신호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

고, Th는 threshold 값으로 맥박의 최곳값에서 최젓

값을 뺀 값이다. Ih는 inhalation으로 흡기에 해당하

는 지점의 좌표 값이다. FP는 false positive로 호흡

이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나타내고, TN은 

true negative로 호흡을 하였는데 하지 않았다고 판

단하는 것을 나타낸다.

호흡의 판단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FP와 

TN이다. Fig. 12에 FP와 TN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

타내었다. 실제 호흡 2회 실시한 Fig. 12. (a)의 파형

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평균이 높게 

형성되어 호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Fig. 12. (b)의 경우와 같이 1개의 

최고점만을 검출한 경우이다. Fig. 12. (c)와 같이 전

체 평균을 -100으로 낮췄을 때 호흡에 해당하는 최고

점이 2회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값을 더 

낮추게 되면 호흡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흡으로 발생

하는 Fig. 12. (d)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측정된 호흡에 평균값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최고점

Fig. 11. Respiration detection algorithm.

Fig. 12. Examples for detecting peaks according to parameter X (a) actual respiration, (b) X=0, (c) X=100, and (d) 

X=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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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출하여야 한다.

Fig. 13은 Fig. 9의 원신호 데이터에서 최고점을 

추출하여 호흡 시점을 측정한 파형이다.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고점라고 판단하면 빨간 점을 찍어서 위

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측정 결과 원신호에서 측정

하였던 호흡 시점과 일치한다.

7. 실험 결과

PPG 신호를 측정하는 포토다이오드는 움직임으

로 인한 잡음에 민감하여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자세

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은 20대 성인 3명을 상대로 약 

1분간 호흡하여 6초 간격의 호흡, 자유호흡, 미약호

흡인 상태의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사용된 호흡 데이

터는 피실험자1과 피실험자2의 경우 앞의 3가지 호

흡 종류에 따라 1분간 50번씩 측정하였고, 피실험자3

의 경우 1분간 30번씩 측정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두 번째 판단 조건에서  

값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X 값의 변화에 따른 

측정 호흡을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X는 25에서 150

까지 25 간격으로 변화하였다. Fig. 14에 호흡 종류에 

따른 제안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측정호흡/실제호

흡의 비율인 검출률로 나타내었다. 검출률이 1인 것

은 실제 호흡과 측정호흡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FP와 TN이 동일하게 발생하여도 검출률이 

1이 될 수 있다.

실험에서 피실험자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

났다. 주어진 X에 대하여 간격호흡과 자유호흡을 비

교하면, 간격호흡이 자유호흡보다 높은 정확도를 나

타낸다. 자유호흡의 경우 빠른 호흡이 포함될 수 있

는데, 빠른 호흡의 경우 파형의 겹침 현상으로 오류

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약호흡의 경

우 정확도가 가장 낮은데 이는 PPG 신호에 호흡 정

보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호흡 시점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라미터 X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면 피실

험자 1과 3은 X가 150일 때 호흡률이 1에 가장 가까

웠고 피실험자 2는 X가 125일 때 호흡률이 1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호

흡률이 1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호흡을 추출하였다

고 할 수 없다.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했을 때 무호흡

을 검출하는 경우 잦은 FP의 발생은 사용자에게 치

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X 값을 정할 때 FP의 발생을 

일정 횟수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15에 

호흡의 종류에 따른 피실험자들의 FP와 TN의 평균 

Fig. 13. Example of respiration detection using the pro-

posed algorithm.

(a)

(b)

(c)

Fig. 14. Detection rate according to parameter X, (a) 

subject 1, (b) subject 2, and (c) subjec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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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횟수를 나타내었다. 호흡의 종류에 무관하게 X

가 150일 때 FP와 TN이 유사한 횟수로 발생한다.

그러나 FP 발생이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TN의 발생

도 적은 경우를 고려하면 X가 100일 때가 가장 적절

하리라 사료된다. Table 1에 피실험자의 호흡 종류에 

따른 오율을 나타내었다. 측정에 따른 오율은 식 (1)

로 계산하였다.

 실제호흡수측정호흡수 실제호흡수 (1)

8.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PPG 신호를 이용한 호흡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PPG 신호에서 호흡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호흡 

신호에 대한 PPG 신호를 분석하여 4가지 신호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최고점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신호를 간략하게 함으로써 분류된 신호 유형으

로부터 호흡 검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제안된 알고리즘과 구현된 측정기의 성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세 명의 피실험자를 상대로 6초 간격의 

정상호흡, 간격을 두지 않는 자유호흡, 호흡 곤란자

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미약호흡에 대한 PPG 신호를 

채집하고 채집된 신호를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호흡 시점을 추출하였다. 실험 결과 6초 간격의 

정상호흡의 경우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미약호흡의 

경우 PPG 신호에서 호흡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X 파라

미터에 따른 오율을 살펴보면 X가 150일 때 6초 간격 

호흡에서 0.013, 자유호흡에서 0.036, 미약호흡에서 

0.102로 0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그러나 호흡 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FP의 발생 

적으면서 TN의 발생이 낮은 것을 고려했을 때는 X

파라미터가 100일 때 6초 간격 호흡에서 0.0475, 자유

호흡에서 0.067, 미약호흡에서 0.122로 오율이 0에 가

장 가깝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과 구현된 호흡 

측정기는 PPG 신호로 부터 호흡을 검출하는 시스템

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웨

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되면 호흡 곤란 장애를 가지

고 있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Table 1. Error rate according to type of respiration and test subject 

respiration with 6 seconds

intervals
free respiration weak respiration

actual respiration rate 1368 1297 1023

measuring respiration rate 1303 1209 898

error rate 0.0475 0.067 0.122

(a)

(b)

(c)

Fig. 15. Number of TN and FP, (a) 6 second intervals 

respiration, (b) free respiration, and (c) weak 

re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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