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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중 이동평균 기반의 PPG 신호 동잡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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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PG 신호는 심장의 박동에 동기된 유사 주기 신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PPG 신호의 유사주기성을 이용한 지
수가중 이동평균필터 방법을 제안한다. 이 필터링 방법은 PPG 신호를 주기적으로 분리하여 각 주기 신호의 같은 순
번에 있는 샘플들끼리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다. 연속된 PPG 신호의 주기중에 동잡음이 혼입되었다면 주기를 기준으
로 PPG 신호를 분리한 후, 각 주기의 샘플수를 조정하여 같은 샘플수를 가지게 만든다. 이 주기들을 2차원으로 배열
한 후 현재 주기부터 이전 각 주기의 샘플끼리 평균을 취함으로써 훼손없이 동잡음을 제거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수가중, 이동평균필터, 용적맥파, 동잡음 제거

Abstract  The Photoplethysmogram is a similar periodic signal that synchrinized to a heartbeat. In this paper, 
we propose a exponential weight moving average filter that use similarity of Photoplethysmogram. This filtering 
method has the average value of each samples through separating the cycle of PPG signal. If there are some 
motion artifacts in continuous PPG signal, disjoin the signal based on cycle. And then, we made these signals 
to have same cycle by coordinating the number of sample. After arrange these cycles in 2 dimension, we put 
the average value of each samples from starting till now. So, we can eliminate the motion artifacts without 
damaged PPG signal.

Key Words :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 photoplethysmography, periodic moving average filter, 
motion artifact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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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한국은  세계 으로 가장 빨리 노인인구가 증

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상이 증가하여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노인들의 약 75%가 고 험군 환자에 속한다. 따

라서 고 험군 환자들의 질병에 한 기 이상 징후를 

악하여 정확한 진단  진단 후 질병의 변이를 측하

여 환자 상태에 따라 히 조치할 수 있는 U-health 

care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

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더더욱 응 처의 필

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서비스 체계에서는 신속하고 

한 응 처치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

존 의료서비스의 경우 환자 자신이 몸에 이상 징후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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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난 후 직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 

이런 경우 기진단이 어려워 고 험군 환자의 경우 병

이 악화된 가운데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IT와 의료 도메인 

기술을 융합하여 환자를 가정 내에서도 지속 으로 모니

터링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 까지 의료행 나 건강 리를 해 ECG, EEG, 

EMG, 압, PPG, 체온 등과 같은 생체 정보들을 측정해 

왔다. 이러한 생체 정보들을 측정하기 해서는 피측정

자의 구속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 에 따

라 환자나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 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 유비쿼터스 헬스 어 환경에서는 실시간 생체정보의 

측정은 매우 요하다. 이를 해서는 측정을 한 장비

들이 작아야 하고, 들고 다닐 수 있거나, 의복 형태로 착

용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심  질환 진단을 한 생체신호  용 맥

(photoplethysmogram, PPG)는 특정 장 역의 빛을 

인체에 조사하고 반사 는 투과된 빛의 검출 신호로서 

심장 박동시 발생하는 류의 맥동성분 변화를 알려 다. 

심장의 액 순환과 련된 PPG는 생리학 으로는 말

의 류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  과 련된 

병증이 반 되며, 의용계측 분야에서는 PPG 신호를 분

석하여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한 PPG 신호를 하게 필터링하게 되면 호흡신호를 

측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PPG 신호의 특성상 신호원의 세기와 사람의 

움직임을 비교해볼 때 충분한 신호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 에 이상 인 신호 성분을 얻기가 어렵다[1,2]. 이러

한 이유로 움직임에 의해 생성되는 잡음성분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용 맥 의 변형에 향을 주는 요인은 원 외

에 빛에 의한 주변  잡음,  류량측정기 자체의 기

인 잡음, 센서에 물리  결합  손가락에 가해지는 압

력의 크기에 의한 잡음, 그리고 측정시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동잡음 등이 있다. 주변  잡음은 각각의 독립 으

로 측정된 신호에 해 멀티 싱 기술을 이용하여 입

력신호에 주변  신호만큼을 빼주면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기  잡음은 회로상에서 필터를 구 함으로써 이를 해

결할 수 있다. 센서의 물리  결합  압력에 의한 잡음

은 인체에 한 로 의 결합상태를 변경하거나 로

 제작시 물리 인 변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3].

그러나 동잡음은 의 모든 경우에 한 복잡한 조합

의 물리 인 힘에 의해 발생한다. 이 경우 측정되는 

용 맥 의 형태나  산소포화도의 값을 크게 변형시

킨다. 한 동잡음은 주 수 역에서 용 맥 와 

첩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인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서는 제거가 어렵다[4,5]. 용 맥 의 동

잡음 제거는 독립성분 해석법, 웨이 렛 변환을 통한 

역별 특성 분석, 최소평균자승법 등의 연구에 의하여 진

행되어왔다[6,7,8].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잡음 제거 기법

과 지수가  이동평균 (Exponential Wavelet Moving 

Average ,EWMA)방식의 응필터를 이용하여 응형 

잡음제거 필터링을 수행하여 용 맥 에 가해지는 

동잡음을 제거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PPG 신호의 동잡음 제거를 한 필터링은 일반 으

로 다음 4 종류의 필터 조합  각 필터를 응용하여 사용

한다. 가장 기본 으로 사용되는 필터는 역 통과 필터

와 고역 통과 필터이다. 이 필터는 차단 주 수 이상이나 

이하의 신호나 잡음을 단순히 제거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둘째로 이동 평균 필터는 돌발 인 충격 잡음 제거에 유

용하게 사용된다. 셋째로, 응 필터는 신호나 잡음 특성

에 한 사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 이

며, 원하는 신호의 추정된 합성(synthesis)과 필터 계수

를 변경하기 한 에러 피드백(error feedback)을 통한 

학습 기법을 사용한다[9]. 여기서 합성하기 한 추정신

호를 측정하는데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다.

2.1 가속도 센서의 잡음 개선기법

가속도 센서의 기본 원리는 진동질량 m이 센서 패키

징 안의 스 링에 의해 매달려 있는 구조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 센서가 가속도 a에 의해 움직이게 되면, 성력

에 의해 진동질량의 상  변  x가 생기게 되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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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신호로 감지된다. 가속도 센서의 동작 방정식

은 식 (2.1)과 같다.

 


 

  (2.1)

여기서 k는 스 링 상수이다. 정상 상태에서 변  x와 

가속도 a와의 계는



 


(2.2)

가 된다. 이는 센서의 감도, 즉 x/a 가 m/k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율 m/k는 무감쇄 시스템의 공진주 수 fr과

는 다음과 같은 계가 있다.

  


 



(2.3)

식 (2.2)와 식 (2.3)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감도가 

높으면 공진 주 수가 낮아진다. 감도와 주 수는 서로 

양립하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잡음 역에 한 가

속도 센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축 압

항형 가속도 센서는 0.5~5kHZ의 주 수 범 를 가진다. 

2.2 이동 평균 필터

이동 평균 필터는 k번째 샘 된 값과 도우 차수에 

따른 이 에 샘 된 신호의 평균을 산출하여 필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필터 구조는 [Fig. 1]과 같고, 이의 출력 

y(k)의 값은 식 (2.4)과 같다.

[Fig. 1] The structure of moving average filter

  
 
  

  

  (2.4)

이동 평균 필터의 장 은 고주  잡음의 제거, 간헐

인 동잡음의 제거에 유용하고, PPG 신호의 작스런 변

화를 일 수 있다. 그러나 호흡잡음과 같은 아주 낮은 

주 수로 나타나는 잡음 제거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동잡음의 진폭이 클 경우 필터의 성능은 제한

이다. 필터의 성능을 높이기 해 차수를 늘리면 PPG 신

호의 특징 을 훼손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0].

2.3 적응 필터

어떤 신호가 잡음과 섞여있어 이 잡음을 제거하고자 

할 때, 신호나 잡음에 한 사  지식이 부족하고, 이 신

호들의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는 필터의 입

출력으로 얻은 정보로부터 필터의 매개변수를 히 조

하여 원하는 특성을 갖는 필터를 응필터라 한다[11].

검출된 신호는 일반 으로 원하는 신호에 원하지 않

는 신호 즉, 잡음이 섞여 있다. 원하지 않는 신호로부터의 

향을 없애기 해 잡음의 특성이나 그 외의 정보를 알

고 있거나, 그 잡음에 상응하는 참조신호를 알아야 한다. 

응 필터는 필터의 특성을 조 하여 잡음 신호를 추정

함으로써 원신호로부터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Fig 2] The Structure of Adaptive Filter

[Fig. 2]에서 주 입력은 원하는 신호 s1에 잡음 n1이 첨

가된 신호이고, 참조 입력은 잡음 n1과 어떤 식으로든 

계된 다른 하나의 신호 발생원으로부터 기록된 잡음 n2

이다. 만약 필터의 출력이 y이고, 필터의 에러가 e=(s1 + 

n1) - y 이면

e2 = (s1 + n1)2 - 2y(s1 + n1) + y2

  = (n1 - y)2 + s1
2 + 2s1n1 - 2ys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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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와 잡음이 서로 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LMS(Least Mean Squared error)는 식 (2.6)과 같다.

E[e2] = E[(n1-y)2] + e[s1
2] (2.6)

MSE를 최소화하는 것은 신호 s1의 최  최소 자승법 

추정치 출력 s'1을 가져온다. 

응 필터의 용에 있어 요한 것은 정확한 참조 신

호이다. 동잡음을 참조 신호로 할 경우, 정확한 신호의 추

정이 어렵고, PPG 신호를 참조 신호로 할 경우, 신호 특징

의 개인차로 인해 역시 참조 신호의 추정이 쉽지 않다. 

PPG 신호의 동잡음은 [Fig. 3]의 (a)와 같이 PPG 신호

의 주기 내에서 작은 진폭을 가지고, 그 주 수가 주기 

주 수보다 높은 고주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Fig. 3]의 (b)와 같이 큰 진폭을 가지면서 낮은 주 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PPG 신호의 주기를 구분하

기 힘든 경우도 있다.

(a) high frequency low amplitude noise

(b) low frequency high amplitude noise

[Fig. 3] motion artifacts in PPG signal

3. 제안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PPG 신호 검출시 입력과의 크기를 조

하여 용 맥 의 향을 인 다음 보다 정확한 

동잡음 참조 신호를 함께 검출함으로써 응 필터의 참

조신호로 용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PPG 신호의 유

사 주기성을 이용한 지수가  기반의 주기  이동평균필

터 방법을 제안한다. 

PPG 신호는 심장의 박동에 동기화된 유사 주기 신호

이다. 동잡음이 혼입되지 않은 PPG 신호의 각 주기는 유

사한 모양을 가진다. 연속된 PPG 신호의 주기 에 동잡

음이 혼입된 주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주기를 기 으로 

PPG 신호를 분리한 후, 각 주기의 샘 수를 조정하여 같

은 샘 수를 가지게 만든다. 이 게 같은 샘 수를 갖는 

각 주기들을 2차원으로 배열한 후, 재 주기 P부터 이  

각 주기(P-1~Pn)의 n번째 샘 들끼리 평균을 취함으로써 

일반 이동평균필터의 단 인 PPG 신호의 특징 을 훼손

하지 않고 동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원래의 PPG 신호 P(n)에 동잡음 N(n)이 혼입된 입력

신호 Sin(n)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n) = P(n) + N(n) (3.1)

입력신호에 역 필터를 통과한 후 원래 신호의 최

, 최소 을 찾아 주기를 분리할 경우, 동잡음이 혼입된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주기 분리 을 결정할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K차 데시메이션과 K차 인터폴 이션을 통해 

주기 성분 신호만을 가지는 신호를 만들어 정확하게 주

기 분리 을 결정할 수 있다. 주기 분리 의 정확한 결정

은 신호의 유사 주기성을 이용한 주기  이동평균필터 

방법에 있어서 아주 요한 부분이다.

식 (3.2)와 같이 입력신호Sin(n) 을 인수 K차 데시메이

션 함으로써 샘  수를 다. 데시메이션의 차수 K는 

PPG 신호의 주기성분(1~2Hz) 만 가지게 하기 하여 

4Hz의 샘 링 주 수를 가지도록 결정할 수 있다.

SD(n) = Sin(nK) n=0, ±1, ±2, ... (3.2)
SI(n) = SD(n/K) n=0, ±K, ±2K, ... (3.3)

데시메이션한 신호 SD(n)을 다시 K차 인터폴 이션

함으로써 식 (3.3)과 같은 SI(n)을 얻을 수 있다. SI(n)는 

원신호 Sin(n)과 같은 샘 수를 가지고 주  성분인 

PPG 신호의 주기성분만 가지는 신호가 된다.  주기의 

최 과 최소 을 구한 후 식 (3.4)에 의해서 한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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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는 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3.4)

는 주기 분리 의 값을 나타내고, 는 신호

의 P번째 주기의 신호를 말한다. 이 때 P번째 주기 분리

 는 식 (3.5)와 같다.

  ∈    (3.5)

여기서 Index{ }는  이 가 되는 샘  n을 

나타낸다. 데시메이션과 인터폴 이션을 취하여 검출한 

같은 샘 수를 갖는 주기성분 신호의 주기 분리 은 

상 변화가 없어서 원 신호에 처리 과정없이 바로 용이 

가능하다.

주기성분 신호를 이용하여 얻은 주기 분리  로 

원래 입력신호  을 주기분리하면 식 (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분리된 P 번째 주기신호를 일반화하면 

식 (3.7)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6)

             

(3.7)

이와 같이 주기를 분리하면 각 주기들의 샘  수가 일

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주기들의 샘 수를 일치시키

기 하여 인터폴 이션이나 데시메이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데시메이션과 인터폴 이션을 통해 샘 수를 조정

하면 주기 분리된 신호 은 l x m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Sp(l,m) = 






′      

      
     

  
     

  
   






       (3.8)

여기서 L은 주기  이동평균필터의 차수가 되고, M은 

샘  수가 조정된 후의 각 주기의 샘  수이다. 식(3.8)과 

같은 행렬로 만들면 각 주기의 샘 수는 같아지기 때문

에 주기  알고리즘의 용이 가능해진다. P번째 주기의 

주기  이동평균필터 출력신호를 일반화된 식으로 나타

내면 식 (3.9)와 같다.

  
 
 

 

  (3.9)

그러나 연속 인 동잡음이 혼입하는 경우, 식 (3.10)과 

같이 주기 인 이동평균필터의 출력 신호 을 

주기  이동평균필터의 참조신호로 회귀시켜 사용함으

로써 동잡음 제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10)

이 게 필터링된 각 주기신호를 다시 인터폴 이션이

나 데시메이션을 통해 원신호 샘  수 로 조정한 후, 연

결시키면 식 (3.11)과 같이 주기  이동평균필터 알고리

즘으로 필터링된 출력신호를 얻을 수 있다.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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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성 평가

4.1 실험데이터 구성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하여 임의의 신호

를 만들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먼  같은 주기를 

갖는 ±5Hz 정 와 ±2Hz 정 를 만들었다. 이때 5와 

2의 값은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잡음이 없을 때와 비슷한 

범 이다. 실제 PPG에서 동잡음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해 임의의 구간동안 일정량의 랜덤한 신호를 첨가시켜 

신호를 변형시켰다. 변형된 신호는 따로 장한 후 원래 

정 의 워와 첨가된 잡음 신호의 워를 비교하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계산하 다. SNR에 따라 

잡음 신호를 증가시키면서 원래의 정 에 해 분리된 

신호와의 MSE(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여 정확도

를 분석하 다.

  
 
  



  (4.1)

이 때 N은 샘 수, s(n)은 기 신호로서 정 를 사

용하고, 은 비교 신호로써 잡음 유입 신호, 응필

터로 복원한 신호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신호

를 사용하 다.

기존의 PPG 측정회로는 두 개의 장 에 하여 

LED 구동을 하여 일정한 류를 인가시키는데 동  

범 의 보상과 항값 측정시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해 

LED 구동시 류 제어를 첨가시켜 두 채 에서 측정된 

신호의 직류값이 일정하도록 회로를 구성하 다. 각 

LED 구동에 따라 조직을 통과한 신호는 차동증폭기를 

통해 증폭되고 아날로그 멀티 스에 의해 주변  신호

와 각 장별로 신호가 분리된다. 분리된 각각의 장별 

신호에 해 주변  신호를 필터링하여 주변  잡음을 

제거하고, 직류 필터링과 교류 이득 신호를 통해 교류 요

소만을 가진 PPG 신호를 획득한다. 분리된 신호는 아날

로그-디지털 변환 회로에 인가되어 디지털 신호로 변환

되어 PC에 각 채 의 출력으로 송된다.

동잡음 획득 실험은 손목을 고정시키고 손가락을 

아래로 작은 떨림을 주는 경우, 손 자체에 움직임을 가하

는 경우, 두가지가 혼합된 경우 세가지에 하여 진행하

다. 이 때, 동시에 오른 손은 고정시키고 동잡음이 없는 

PPG 신호를 획득하여 각각의 동잡음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처리하여 PPG만의 신호로 복원한 후 원래의 PPG 

신호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수가  이동평균 

이동평균 기반 필터를 계산하 다.

4.2 모의실험 결과

동잡음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도록 크기가 다르고 랜

덤 구간동안 일정한 랜덤 잡음을 혼입하여 SNR에 따른 

MSE를 측정하 다. 

[Fig. 4]는 SNR에 따라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MSE로 보인 그래 이다. 무작  잡음을 넣은 신호는 잡

음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MSE 값이 커진다. 이 때 기존의 

응필터만으로 PPG 신호를 분리시켰을 경우는 MSE 

값이 약간 어들지만 아직도 원래 신호와의 차이는 상

당히 크다. 하지만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분리된 신호

는 응필터에 비해 기존의 정 와 큰 차이가 히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역

에 걸쳐 응 필터에 비해 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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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SE followed by SNR(dB)

3가지의 동잡음 패턴에 하여 획득된 신호로 실험을 

한 결과 일정하게 정해진 데이터 크기에 해서 용하

고, 1분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해 실시간으로 연속하

여 처리하 다. [Fig. 5]는 모터를 이용한 5Hz 등속 원운

동시의 신호를 분석한 형이다. (a) 신호는 5Hz 등속 원

운동으로 인해 왜곡된 용 맥 이며, (b)는 등속 원

운동을 통한 5Hz 동잡음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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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distorted PPG by 5Hz motion artifacts

(b) components of 5Hz motion artifacts in constant velocity 

circular movement

(c) recovered wavy form through adaptive algorithm

(d) wavy pattern of (a)'s frequency analysis 

(e) wavy pattern of (b)'s frequency analysis 

(f) wavy pattern of (c)'s frequency analysis

[Fig. 5] Analysis of 5Hz circular movement
signals in constant velocity using
motor

(c)그래 는 지수가  응 알고리즘을 통하여 복원된 

형이며, (d)그래 는 (a)그래 의 주 수 분석 형이

고, (e)그래 는 (b)의, (f)그래 는 (c)의 주 수 분석 

형이다. 

실제 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동잡음과 유사한 형태의 

잡음을 PPG 신호에 가하여 지수가  이동평균 필터를 

통과시키면, 원래의 PPG 신호 형태로 부분 복원됨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보행  생성되는 동잡음 한 제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PG 신호를 측정할 때 지수가  이동 

평균 필터를 시용하여 동잡음 제거에 효과 인 알고리즘

을 제안하 다. 이 필터를 용하여 실생활에서 혼입될 

수 있는 보행 잡음이 혼입된 PPG 신호로부터 원래의 

PPG 신호를 분리하여 복원하 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PPG 신호의 주기성을 이용

한 데시메이션과 인터폴 이션으로 크게 손상된 신호를 

효과 으로 분리되도록 하 다. 이 모든 처리 과정은 

동잡음 제거에 필수 인 요소이며 원래의 PPG 신호와 

동잡음의 유사성으로 기존의 필터를 통해 잘 분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 다.

동잡음 제거의 성능을 보행 이나 운동 에도 측정

이 가능하도록 향상하기 해서는 신호의 집 도를 이

고, 직류 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회로의 보완이 필요

하며, 필터의 분리의 정확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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