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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G  ECG 센서를 이용한 압추정 기법 개발

박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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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Blood Pressure Estimation Methods Using The PPG and ECG Sensors

Hyun-Moon Park*ㆍJung-Chul LeeㆍByunng-Soo Kim**

요 약

기존의 Cuff 기반의 압(Blood Pressure)측정 방법은 연속 인 실시간 압측정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

한 이유로 ECG와 PPG 센서 신호를 상호융합한 다양한 압추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PPG 심에 측정기법

은 AC 노이즈, 작은 맥동, 비박동 등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ECG와 PPG 계에 발생하는 맥

달시간(PTT)과 맥 속도(PWV)를 이용하여 압을 추론기법이다. 신호 피크를 이용하는 HRF(Height 

Ratio Features)에 비해, 본 제안방식은 ECG, PPG의 최고  혹은 최 을 사용한 시차를 이용해 추정하기 

때문에 PPG 센싱 시그 의 오류에도 안정 인 추출이 가능한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 방법을 이용하

여 25만 회의 압측정의 결과 ±28.5%의 정확도를 갖는 압 추정기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traditional cuff-based method for BP(Blood Pressure) measurement is not suitable for continuous real-time BP 

measurement techniques. For this reason, the previous studies estimated various blood pressures by fusion with the 

electrocardiography (ECG) and photoplethysmogram (PPG) sensor signals. However, conventional techniques based on 

PPG bio-sensing measurement face many challenging issues such as noisy supply fluctuation, small pulsation, and 

drifting non-pulsatile. This paper proposed a novel BP estimation methods using PPG and ECG sensors, which can be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PPG and ECG using PTT(Pulse Transit Time) and PWV(Pulse Wave Velocity). 

Unlike conventional height ratio features, which are extracted on the basis of the peaks in the PPG and ECG 

waveform. The proposed method can be reliably obtained even if there are missing peaks among the sensed PPG 

signal. The increased reliability comes from periodical estimation of the peak-to-peak interval time using ECG and 

PPG. After 250,000 times trials of the blood pressure measurement, the proposed estimation technique was verified with 

the accuracy of ±28.5% error, compared to a commercialized BP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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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압(Blood Pressure, BP)은 동맥 을 이용해 

심장의 상태와 생리  변화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한다. 이에 따라, 압 변화의 연속 인 추 은 심

 상태를 이해하고 달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

한다. 10년 부터 말  동맥정보를 통한 압을 측정

의 정보들이 고 압, 고지 증, 당뇨와 연계됨을 증명

하 다[1, 15]. 정확한 맥  속도(Pulse Wave velocity, 

PWV)는 심장의 부하와 좌심실 심근, 상동맥과 뇌

의 부하에 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이론 으

로는 표  장기 손상과 심 과 계열의 질환 발생과 

하며[1-3], 압과도 직  연 성을 갖는다. 2018

년 유럽 고 압 심장학회  유럽심장학회는 경동맥

과 퇴동맥간 맥 속도(carotidfe moral pulse wave 

velocity)가 12 m/s 이상일 때 심  질환을 별하

는 독립 인 험요소로 정의하고, 압측정의 요성

과 맥  속도와 질환 계를 정립하 다[1-5, 13]. 

맥  속도, 형 증가 지수 등 정보가 압추정에 

직 인 연  계를 맺으며, 추정 센서로는 PPG(: 

Photo Plethysmo Gram)와 ECG(:ElectroCardio Graph)

센서를 이용해 요골동맥(radial artery)과 종단 신경과 

연결해 맥 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

단 신경에 비침습 방법은 신장과 거리와 외부잡음으

로 인한 형의 왜곡문제와 함께 과장된 신호가 측정

되어[3] 정확한 병변 단에 장애 요인이 된다. 앞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맥 달 속도와 맥 속도 그

리고 ECG 신호의 R-R 간격 정보를 융합한 압 추

론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3-8]. 매제품들도 

PPG센서의 PTT(:Pulse Transit time)에 HRF(:Heig 

ht Ratio Features)를 도출하여 압을 추정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구 이 쉽고, HW 자원의 소모가 어 실

시간 처리가 가능하지만, PPG의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락이 발생하면, 압의 정확도가 하게 감소한

다. 그 밖에도 PPG와 ECG에 신호 값인 압을 심

으로 한 알고리즘은 같은 비율로 구할 수 있어 오차

가 낮고, 연산도 단순하여 용이 쉬운 장 이 있지

만, 센서의 특성과 사람마다 발생하는 피부 임피던스

값이 달라 매칭에 한계를 갖는다. 정 한 압측정을 

해서는 착용 부 에 기구  특성도 요하다. 요골

동맥과 센서 장착에서 심으로부터 ±6°만 벗어나도 

압계 혹은 심 도계 비 ±20% 이상의 센싱 측정

간 시간 오차  일그러짐이 발생했다[6-8]. 이러한 

오차도, 측정 치가 멀수록 증가한다. 를 들어 

동맥에 류  형의 변화는 약 ±13%이지만, 요골

동맥은 약 ±20～40%의 큰 변화를 가지며, 말 는 

±35% 내외로 오 인식률이 증가한다[7].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고려해 요골동맥에 

ECG와 PPG 센서 기반으로 맥 (pulse-wave) 분석을 

통한 압측정 랫폼을 개발하 다. 개별 센서 신호

에 기 선 제거(Baseline removal)와 ECG와 PPG에 

각각 다른 신호를 동일 비례(scale)로 치환하 다. 

PPG 신호의 기 선(Baseline)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ECG의 R 값을 기 하여 PPG의 Peak, foot의 높이와 

비를 계산하고, ECG와 PPG에 신호를 각각에 시차

를 이용해 높은 압과 낮은 압의 특징추출(feature 

amount extraction)을 비율로 활용함으로써 편차를 감

소시킬 수 있다. 세부 으로는 ECG의 이  최댓값인 

R‘과 재 최댓값 R의 시간 간격을 근간으로 PPG 신

호에 최댓값은 R’-R 사이에 존재한다. 재 최

(Peak)와 이  최 (Peak’)의 간격 시간은 ECG의 R’

(이 )-R( 재)과 간격 시간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ECG R과 PPG Peak 시간 간격(R-Peak Transit time 

interval)과 ECG의 R과 PPG foot에 시간 간격(R-foot 

Transit time interval)을 이용해 다차원 방정식을 제

시하고, 압 고 과 을 추정하 다.

Ⅱ. 요골동맥 기반 압 연구

그림 1. ECG/PPG를 이용한 압계산

Fig. 1 The blood pressure calculation using ECG and P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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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ECG 기반의 압측정은 그림 1의 원리를 갖

는다. 심장이 수축이 시작되면, 액(blood)은 압력에 

의해 증가한다. 액은 심장을 타고 심장 종단의 요골

동맥으로 흘러가면 a같이 심장 압력으로 인해 부피가 

증가한 액이 지나고 a’는 그래 와 같이 센서에 

의해 액 최댓 (PPG Peak)으로 나타난다. 심장의 

ECG는 심근의 신호라고 한다면, 종단의 액 혹은 요

골동맥에 지나가는 액은 압력으로 인해 부피가 증

가하여 지나는데, PPG 센서는 부피 변 의 차를 실시

간으로 측정하여 심장과 종단 혹은 요골동맥의 지연

시간인 PTT를 이용해 수축기(Systolic BP)와 이완기

(Diastolic BP, DBP)에 압을 계산할 수 있다. 

2.1 PTT기반 압측정 기법

1990년  후반부터 ECG의 R-wave값과 PPG에 이

완기 값의 상호 연 성 연구를 하 고, 선행연구에서

는 두 센서의 상 계와 PPG 심에 연구를 진행하

다[8, 14]. 이완기와 수축기 방식은 R-wave 값과 

PPG에 최고 과 최 과의 상호 연 성을 갖는다. 

PTT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PPG 기반의 

BPM(:Beat Per Minute)으로 PPG의 Peak 와 이  

Peak 간의 시간을 계산해, 분당 평균 심박수로 나타

내는 것이다. 수축기는 PPG의 정확한 Peak 값을 통

해 정의할 수 있지만, 이완기 추론은 PPG에 최젓값인 

foot의 개인별 편차가 크고, 나이와 환경에 따른 foot

의 오차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보정 어려움이 있다. 

선행연구[8]에 따르면 평균 ±16mmHg 수 으로 평균 

20%, 최  ±35%의 오차율을 갖는다. 선행연구는 2개 

주 수의 PPG를 RTC와 2차 미분을 이용해 서로 다

른 주 수 역의 시간의 차를 활용 방법으로 압 

값을 제시하 으나 이 한, 센서에 기  오차가 큰 

이유로 국의 가형 제품을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

고 있다. 그림 2과 같이 PPG는 ECG에 R-R 간격

(interval)에서 볼 때 모호한 치에 있으며, PPG 단

일 센서로는 ms 단 에 정 한 R-R 간격이 요구되

는 압추정에는 활용이 어렵다. 

2.2 PRV와 HRV 기반 혼합측정 기법

PPG 신호에 최고  변동률을 PTT의 시간 축을 

기반으로 하고, PRV(:Pulse Rate Variability), 

HRV(:Heart Rate Variability)를 이용해 이완기와 수

축기를 추론하는 기법이다[9-10]. 앞서 PRV만 고려한 

추론 방법보다는 ±10%의 오차를 일 수 있어, 평균 

±30% 내외의 오차율을 가진다. 혼합측정 기법은 20

∼30  정상인의 경우 생활 의료기기의 범 에 들어

갈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지니지만, 18∼60세의 범

한 연령 활용하기에는 정확도가 낮고, 당뇨병, 고지

증, 심장병 등 병변을 지닌 환자들의 특성 반 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병변을 고려한 

혼합 측정법이 제시되었는데, 기존 환자의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와 MIMIC(:Multi-para 

meter Intelligent Monitoring in Intensive Care) DB

를 분석하여 선형방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단

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 다[9, 7, 10]. 

그림 2. PRV와 HRV 기반의 압추정 방안
Fig. 2 The BP Estimation based on PRV and HRV

2.3 APG (:Arterial Blood Pressure) 기법

APG는 기법은 PPG의 최댓, 최솟값을 1차, 2차 미

분하고, PPG의 foot 값이 앞서 연구들보다 명확하여 

이완기를 구하는데 정확한 값으로 표출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RTT 기반 최고, 최 압의 추론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5-6]. 정 한 RTT 시간을 해 다시 

PRV와 HRV을 혼합하여 foot과 peak값의 시간간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 같이 2차 미분한 PPG 값을 APG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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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CG의 R‘-R 간격 시간에 따른 PPG의 Peak, foot 동기화 방안  
Fig. 3 The peak and foot synchronization method of the PPG using based on the ECG R-R interval time

고, 5개로 정의된 PPG는 이완기인 a, 최고 인 b로 

나타내며, 기울기 c와 d는 ECG 최  R로 응될 

수 있다. 그리고 e 은 ECG의 S 로 검출할 수 있

다. 세부 으로는 양 하 a 는 2차 미분을 통해 PPG 

최 을 최고 으로 변환시킨다. 이완기 e 와 기 

양 하 a 의 펄스 도착 시각(Pulse Arrival time)인 

PATro 값과 Pulse foot인 양 하 a 와 음의  b에 

차를 통해 펄스 송 시간(Pulse transit time)인 최

인 PPTf에 시차를 알 수 있다. 특히, 양 하 a 는 

PPG 최 을 최고 으로 반환시킴으로써 별하기 

모호했던 PTT에 정확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기

존에 ECG의 R-wave 과 APG를 통한 PPG Pulse

의 최고 을 찾아 정확한 암의 분포 차이를 찾을 

수 있어, ‘연속  압측정’이 가능하다. 

단 으로는 ECG에 R-R wave에 AGP의 기 이 

센서마다 차이를 갖기 때문에, 한 주기 오차가 10ms 

이상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기 해 지속 인 표 편

차와 기  오류를 정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한 

피부 임피던스의 변화로 랫폼마다 최 화도 요구된

다. 1차, 2차 미분의 연속 계산과 롯  연산이 ms 

단 로 필요해 Cortex M0 같은 력, 소형 MCU

에서는 구 이 어렵다.

 

Ⅲ.  ECG R-R간격과 APG의 혼합기법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 PPG의 foot 값과 

Peak 값에 RTT의 ms 이하로 오차를 이고, 압 

추론을 해 ECG R의 최댓값을 기 으로 PPG의 

Peak 값을 추론하고, PPG의 P-P 간격에 최 인 

foot 값을 재 R’-R 간격을 이용해 foot과 R의 시간 

간격을 계산함으로써 오차의 편차를 다. ECG를 

기 으로 PPG 압변화에 따른 오류정정을 주기 으

로 할 필요가 없어 활용이 쉽다. 

일반인의 종단 신경에서도 ECG의 R-R 신호 오차

가 매우 작지만, PPG는 부 별 오차가 큰 것에 착안

하 다. 그림 2에 빨간색으로 뽀족하게 나타낸 것이 

보정기 시간으로, 오류정정에서도 R 신호를 기 으

로 PPG의 Peak 값을 비교하는 방안을 기반으로, 이

 R-R 값과 PPG Peak 와 Peak 간의 발생 오차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ECG 연속된 R-R 간격을 이 -이

후 비율로 용하여 오차를 감소시켰다.

PPG의 Peak와 Peak에 재를  로 가정한다

면, 이  Peak와 Peak의 값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동일 ECG의 재 R’-R 간격을  

 이라고 하고, 이  최  간격에 R’’-R’ 시간을 

  로 가정한다면, ECG와 PPG의 신호에 따른 

간격 비율을 식(1)로 나타낼 수 있다.

  

 
≒  

 
      (1) 

만약, 식 (1)은 PPG와 ECG 간격은 개별 신호에 따

른 지연이 있을 뿐 같으며, ECG의 시간 간격은 이 값

이 허용 오차보다 크거나 작다면, PPG 간격과 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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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의 비율을 보정 값으로 활용한다. 

그림 3를 식 (2)부터 (4)까지 정의할 수 있다. R은 

ECG의 최댓값으로 R’과 R의 사이 간격 그리고 R’’과 

R’의 간격에 차를 R1(n)로 식 (2)로 정의할 수 있다. 

ECG의 일반 인 간격은 연속  값을 갖기 때문에 사

람의 큰 동작이 발생하지 않으면 오차분포의 이하 값

을 갖는다. 

R1(nt) = (R’-R Interval)-(R’’-R’ Interval)      (2)

동일 시간에서 ECG R 최댓값과 PPG의 최솟값인 

PPG foot에 시차를 Pf(n) 정의하며, 최댓값인 PPG 

Peak 시차를 Pp(n)로 정의에 따라 식 (3), (4)로 나타

낼 수 있다. 

Pf1(nft) = R time – PPG foot time           (3)

Pp1(npt)= R time – PPG Peak time           (4)

재의 PPG foot과 다음의 PPG foot’의 간격은 식 

(1)과 같은 동일 비율을 갖는다. 만약 동일 비율이 아

니라면, 잘못된 측정값이기 때문에 재가 아닌 다음 

간격을 이용해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PPG의 최솟값 

foot과 PPG에 peak을 그래 와 같이 mV로 베이스라

인인 0V를 기 으로 Pft(nv)과 Ppt(nv)의 상호 비율을 

식 (5)로 계산할 수 있다. 

BPratio_sbp = Pft(nv)/Ppt(nv)                   

BPratio_dsp = Ppt(nv)/Pft(nv)                    (5)

BP 비율(Ratio)는 두 가지로 최종 수측기 압과 기

완기 압의 추론에서 보정 값을 갖는다. 4∼5차 방정

식을 계산할 수 있으며, 수측기는 식 (6)의 특성을 갖

는다[11].

BPn =a · PTT + b · BPM + c · BPn−1 + 

d·BPratio_sbp + e (6)

이때 a, b, c, d, e는 PPG를 1차 2차 미분을 통한 

APG를 혼용하여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

로 해당 값을 정의할 수 있다. 이때, PTT에 식(3)의 

값이 반 되면, DBP(이완기)이고 식(4)의 값이 반 되

면 SBP(수축기)로 나타낼 수 있다. 바로잡기 해서 

e 값을 추가하는데, e 값은 식 (7)을 갖는다.

eDBP= BPM(n)-BPM(arg) / std(nft)  

eSBP= BPM(n)-BPM(arg) / std(npt)       (7)

식 (7)은 이완기와 수축기의 표 편차를 이용한 일

정한 값으로 정규화하고 식 (5)의 상호 비율 반 하

다. 그리고 식 (8)을 시간단 에 값을 mmHg로 변환

하여 압의 높이와 낮음을 구할 수 있다.

BPn =a · PTT + b · BPM + c · BPn−1 + d·BPratio 

+ e·(eDBP·BPratio or eSBP·BPratio)            (8)

이러한 4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압의 이완기와 수

축기를 추정할 수 있다.

IV. 실험  검증

제안된 압 알고리즘을 검증 방안으로 선행연구

[11][12]를 참고하여 그림 4, 5와 같이 약 25만회 씩 2

회 검증하여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림 4. 수축기, 이완기 압 분포그래
Fig. 4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distribution graph 

그림 4, 5에서 ABP는 실제 압이며, Estimated 

BP는 추론 압으로 정확도로 심 이 0.0%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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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0% 이내에 정확도 분포를 검증하 다. 결과

으로 수축기와 이완기 압 추론 값이 각각 ±28.5%와 

±27.9%의 오차로 선행연구 수 의 성능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림 5. 수축기, 이완기 압 분포그래  
Fig. 5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distribution graph 

그림 6은 수축기와 이완기 검증을 해 각각에 비

교를 한 그래 로 압 변화에 따른 제시된 알고리

즘의 오류  추세 비교를 추이 확인이 가능하다. 빨

간색은 실제 SBP(수축기)와 DBP(이완기) 그래 이며, 

란색은 실제 데이터를 추론(Estimated)한 eSBP(수

축기)와 eDBP(이완기) 비교검증 그래 로 거의 유사

범 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수축기, 이완기의 압 분포 추  그래
Fig. 6 The blood pressure distribution tracking 

graph of systolic and diastolic 

그림 7. 제안된 HW 랫폼과 자 압계의 성능 비교 
Fig. 7 Performance Comparison of our prototype 
hardware platform and electronic manometer

 

그림 8.  ECG/PPG HW 랫폼의 분석 UI에 한 
압 결과 

Fig 8. The 
Fig. 8 The blood pressure results to analysis UI 

from ECG / PPG HW Platform

그림 7과 8은 가정용 압계가 아닌 의료용 정

압계와 실측을 통해 제안된 방식과 압계와의 오차

를 측정하 다. 그림 7에서 상용화된 압계에서 

SBP/DBP가 129/71로 나타났으며, 심장의 BPM은 70

을 나타냈다. 본 연구·개발된 랫폼에서 제안된 알고

리즘을 추정된 심장박동수(BPM)은 최  73∼70 값을 

가지며,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인 SBP/DBP가 

130/72으로 그림 5, 6에서 25만 회를 통해 검증한 것

보다 높은 성능의 압 추론 결과로 BPM은 압측정 

기기에 최 오차율인 ±5 BPM 이내를 만족하 으며, 

압의 오차도 한 가정용 압계에 최 오차인 ±10 

mmHg 이내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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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PPG에서 압을 추론하기 한 peak와 

foot의 신호 값을 정확한 ECG의 R 신호의 PPG 시작 

신호를 일치시키고, peak와 foot의 PTT에 시작 의 

오차를 임으로써 한 주기에 발생하는 수축기와 이

완기의 압을 추론할 수 있었다. 제시된 방법은 신호

에 따라 foot과 peak 값이 한 주기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PPG 센서의 다양한 특성에 크게 향이 없으

며, PPG가 단일로 사용했을 때의 기 의 모호성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압계의 실측 오차가 5% 

이내로 우수하지만, 실측 테스트한 개수가 작고, 25만 

회의 시뮬 이션 검증결과에서는 최  28.5%의 오차

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 으로는 의료기기 수 에는 

부족한 연구결과지만, 국내에 표 하고 있는 ‘유-헬스

어’ 나 ‘웨어러블’ 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수

이다. 앞으로 최  28.5%의 넓은 오차를 최  20%로 

이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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