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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심전도 (ECG) 및 광전용맥파 (PPG) 신호를 사용하여 혈압을 추정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혈압을 추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신경망 알고리즘은 ECG 및 PPG 신호의 다양한 특징을 세밀하게 추출하도록 11개의 계

층으로 구성하고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모의실험 결과는 학습한 신경망의 합성곱 커널의 개수가 많

을수록 ECG 및 PPG 신호의 특성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에 선형 회귀 모델보다 평균 제곱 오차가 적어져 더 좋은 성

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바일 시스템은 몸에 부착된 ECG 및 PPG 센서 장치로부터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된 측정 신호를 입력받고 실시간으로 학습된 모델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수치를 추정하고 

그래프로 표시하게 된다.

ABSTRACT

Recently,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estimate blood pressure using ECG(Electrocardiogram) and 
PPG(Photoplentysmography) signals.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mobile system to monitor blood 
pressure in real time by using 1-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deep 11 layers which 
can learn to extract various features of ECG and PPG signal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ore the number of 
convolutional kernels the learned neural network has, the mor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ECG and PPG signals resulted 
in better performance with reduced mean square error compared to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receiving measurement 
signals from wearable ECG and PPG sensor devices attached to the body, the developed system receives measurement 
data transmitted through Bluetooth communication from the devices, estimates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values 
using a learned model and displays its graph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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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혈압은 사람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특히 성인 사망률이 높은 심혈관 질환 

(cardiovascular disease)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hypertension)을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기존의 혈압 측정 방법으로는 커프를 착용하여 측정

하는 방법이 정확도도 높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만 연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1]. 
따라서, 최근에는 커프 없이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환

경에서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혈압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1-3].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의 전기적인 신호를 증폭

하는 심전도(ECG) 센서와 심장으로부터 방출된 혈액이 

혈관에 전달될 때 비침습형 광전 센서로 추출하는 

PPG(photopletysmography) 신호를 활용하면 혈압을 추

정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신호가 각각 전달되는 지연 시

간을 PTT(Pulse Transit Time) 라고 하며 이는 맥파전파

속도(Pulse Wave Velocity)와 비례하여 이와 연관된 혈

압을 추정할 수 있다.
J.H. Kim 등은 ECG 및 PPG 신호를 측정하여 적응적 

피크 검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PTT를 계산하고 혈압 간

의 회귀식을 통하여 수축기 혈압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

안하였다[1]. Chowdhury 등은 PPG 신호와 통계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혈압을 추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2]. 또한 

서포트 벡터 머신(SVM)과 같은 다양한 기계 학습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혈압을 추정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3].
최근에는 혈압을 추정하는 데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

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은 생물체의 시신경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인공 신경 회로망으로서 영상의 특

징을 추출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인공지능 및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계층에서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로부

터 고수준의 추상화된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패턴인식이나 영상처리 기술과는 다르게 영상의 특징

을 찾아내는 별도의 특징점 검출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

면서도 사물의 특징을 깊게 학습하기 때문에 우수한 성

능을 보여준다. S.W. Kim 등은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ECG 신호를 활용한 부정맥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4]. Cho 등은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

하여 ECG 및 PPG 신호를 활용한 비가압식 혈압 추정 

방식을 제안하고 충분히 좋은 혈압 추정 성능을 가진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5].
한편 최근에는 웨어러블 장치를 몸에 장착하고 ECG 

및 PPG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혈압을 추정하는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다. Gil 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ECG 및 PPG 신호를 측정하고 PTT를 계산하여 혈압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6]. Park 등은 가슴 

착용 장치를 통해 ECG 및 PPG 센서로부터 신호를 추출

하여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7, 8].
이와 비슷하게 본 논문에서는 신체에 착용한 심전도 

및 PPG 센서 장치로부터 ECG 및 PPG 신호를 측정하고 

무선으로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혈압을 추정하는 모바일 측정 시스템을 구현한다. 아울

러, 본 시스템에서는 ECG 및 PPG 신호를 활용하여 실

시간으로 혈압을 추정할 수 있는 1차원 합성곱 신경망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신경망은 4 쌍의 합성곱 및 최대 

풀링 계층을 포함하여 총 11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수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학습된

다. 제안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연속적인 ECG, PPG 
및 혈압에 대한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학습된 신경망은 선

형회귀 모델보다 훨씬 더 적은 평균 오차를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제작한 센서 장치를 몸에 착

용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전송된 ECG 및 PPG 신호 

데이터를 미리 학습된 신경망 모델을 통해 수축기 및 이

완기 혈압을 추정하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그

래프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혈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ECG 및 PPG 신호와의 관계를 상세하

게 설명한다. 3장에서는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혈

압을 추정하기 위한 선형 회귀 및 1차원 합섭곱 신경망

모델을 소개하고 연속적인 측정 데이터셋을 적용하여 

실제 학습된 모의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4장에서는 부

정맥이 포함된 심전도 데이터 셋을 적용하여 처리한 결

과를 보여준다. 끝으로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

하며 논문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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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혈압 및 생체신호 측정

2.1. 혈압과 PTT 관계

먼저 혈압과 PTT 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혈액이 

혈관을 통해 흐르면서 혈압에 따라 일종의 맥파(pressure 
wave) 을 형성한다. 이러한 맥파는 일정한 속도(PWV, 
pressure wave velocity)로 전파된다. PWV 와 혈압은 

Moens-Korteweg 방정식에 의해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

다[7]. 

 














 (1)

여기서,  는 혈관두께,  는 혈액 밀도,  는 혈관 지

름을 각각 나타내며 혈관 탄성(Elasticity)  는 전파속

도를 결정하는 값이며 혈압 P와 관련된다. 또한, 전파 속

도는 혈관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을 맥파전파시간

(PTT)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혈압(BP)와 PTT와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ln (2)

2.2. ECG와 PPG 신호를 통한 PTT 측정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측정하여 나타난 ECG 신호는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심장이 심방과 심실 

구조에 의해 주기적인 박동으로 동작함에 따라 이 신호

는 적어도 P, Q, R, S, T 등의 특징점을 가진다. 다음 그

림 1은 QRS 파형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진다.

Fig. 1 The wave shape of QRS complex

이 중에서 P 파, Q, R, S 파, T 파는 각각 심방 탈분극

(atrial depolarization), 심실 탈분극(ventrial depolarization), 
심실 재분극(ventrial repolarization)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어 QRS 복합파(complex)
라고 부른다. QRS 시간 간격은 보통 0.06 ~ 0.1초간 지

속되며 특히 R 파는 최대 피크값을 나타내며 R 파를 지

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분 당 심장 박동 수를 계산할 수 

있다.
PPG(photopletysmography) 신호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방출된 혈액이 혈관에 전달될 때 비침습형 

광전 센서를 통해 추출한 신호이다. 혈관에 전달된 혈액

의 양이 많을수록 센서의 적색광이 혈액에 많이 흡수되

어 측정되는 신호 크기가 적어진다. 그림 2에 보이는

PPG 신호에서 S점, P점, C-T 점은 각각 좌심실 수축으

로 인해 대동맥으로 혈액이 분출되기 시작하는 시점, 말
초혈관의 압력과 용적률이 최대가 되는 시점, 대동맥판

이 닫히기 전 혈액의 역류현상의 시작과 끝 시점을 나타

낸다.

Fig. 2 The wave shape of PPG signal

이러한 ECG 및 PPG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이 PTT 값을 계산할 수 있다[6].

Fig. 3 The measurement of the PTT between ECG and 
PPG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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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혈압추정 기법

3.1. ECG 및 PPG 데이터 분석

ECG 및 PPG 데이터를 활용한 혈압 추정을 위해 필

요한 참조 혈압 데이터는 커프를 이용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그림 4와 같이 ECG, PPG 센서 및 혈관에 삽입된 

혈압계를 활용하여 연속적인 ECG, PPG, ABP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Fig. 4 The peak detection of ECG, PPG & BP signals

혈압을 추정하는 방법은 ECG 및 PPG 데이터를 이용

하여 PTT를 측정한 후에 식 (2)에 따라 수축기 혈압

(SBP) 및 이완기 혈압(DBP)에 대한 매개변수를 계산하

는 것이다. 따라서 혈압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3)

다음 그림 5는 PTT 값과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의 

선형회귀분석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수축기 혈압의 최고 제곱근 오차는 8.7 mmHg 이고, 이
완기 혈압의 최고 오차는 3.4 mmHg 로 나타났다.

(a)

(b)
Fig. 5 The SBP(a) and DBP(b) prediction results after 
linear regression from PTT data

3.2. 신경망 설계

앞서 선형회귀 모델로 혈압을 추정한 결과를 볼 수 있

었다. 본 논문에서는 ECG 및 PPG 데이터로부터 보다 

더 정확하게 혈압을 추정할 수 있도록 1차원 합성곱 신

경망을 제안한다. 완전연결(fully-connected) 신경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입력신호로부터 특징값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반면에,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계층에

서 영상으로부터 고수준의 추상화된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패턴인식이나 영상처리 기술과는 다르

게 영상의 특징을 찾아내는 별도의 특징점 검출 과정이 

필요 없으면서도 깊게 학습된 사물의 특징으로부터 우

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다음 그

림 6과 같다. 먼저 입력 계층은 ECG와 PPG 데이터를 2
개의 채널로 사용하며, 총 4개의 합성곱 계층과 4개의 

최대풀링 계층이 번갈아가며 연결망에 쌓인다. 마지막

에 2개의 완전 연결 계층과 출력 계층이 연결된다.

Fig. 6 The architecture of the 1D CNN model

연속된 합성곱 계층과 최대풀링 계층은 ECG 및 PPG 
신호의 특성을 크기별로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합성곱 

계층에서는 커널 크기에 맞게 입력값이 합성곱되어 출

력되므로 잡음을 줄이고 신호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정한 출력 노드를 계산하는 

1차원 합성곱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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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기서 x, y, w 는 각각 입력, 출력, 커널 필터를 나타

내며, M 은 현재 뉴런의 수용 장을 나타낸다. f 는 출력 

단의 활성화 함수를 나타내며, 주로 ReLu(Linear 
Rectified Linear) 함수를 사용한다. 마지막 4번째 합성

곱 계층에서는 배치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여 기울기 소

실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최대 풀링 계층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면

서 동시에 특성 정보가 크기 변화에도 불변하여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2개의 완전 연결 계층의 노

드 수는 각각 30, 20으로 정하였으며 출력 계층에서는 

SBP와 DBP 값을 그대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전체 신경

망 모델의 계층 구조는 표 1과 같다.

Table. 1 The layer architecture of proposed 1D CNN 
model
Layer Type Kernel x Unit Kernel Size Output

0 Input 2 100 ECG, PPG
1 1D Convolution 4/8/12/16 x 258 4/8/12 ReLU
2 Max Pooling 4/8/12/16 x 129 2 -
3 1D Convolution 4/8/12/16 x 128 4/8/12 ReLU
4 Max Pooling 4/8/12/16 x 64 2 -
5 1D Convolution 4/8/12/16 x 64 4/8/12 ReLU
6 Max Pooling 4/8/12/16 x 32 2 -

7 1D Convolution 4/8/12/16 x 32 4/8/12 ReLU, Batch 
Normalize

8 Max Pooling 4/8/12/16 x 16 2 -
9 Fully Connected 30 - -
10 Fully Connected 20 - -
11 Output 2 - SBP, DBP

3.3. 학습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해 16GB 램과 엔비디

아 GTX-1080 Ti GPU 보드를 포함한 3.2GHz AMD 패
넘2-X6 1090T 컴퓨터에서 학습 알고리즘을 실행하였

다. 제안된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은 텐서플로와 케라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신경망 학습과 검증을 위한 데이터 샘플 수 23028개

는 ECG, PPG 및 혈압 측정 데이터로부터 검출된 QRS 
피크를 중심으로 100샘플 단위로 분리하여 획득하였으

며 학습용 및 검증용 샘플을 8 대 2로 분리하였다. 전체 

학습용 샘플을 사용하여 총 10 에포크(epoch) 동안 신경

망을 학습하였으며 adam 최적화기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신경망 모델은 회귀 문제이므로 손실함

수 및 성능 평가 지표로 평균 제곱 오차(MSE)를 사용하

였다. 또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에서 합성곱 계층의 커널 

크기와 갯수는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하게 결

정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커널의 크기와 갯수에 따

라 손실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여 최적의 커널 

크기와 갯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7은 합성곱 커널의 크기가 각각 4, 8, 12 일 때와 

커널 수가 각각 4, 8, 16, 32개일 때 각각 신경망을 학습

시켜 MSE 손실값을 나타낸 결과를 보여준다. 선형 회귀 

모델에서는 SBP, DBP 손실값이 평균 700-900, 100 정
도이므로 신경망 모델이 2배 이상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커널 수는 대체로 많을수록 좋은 성능을 나

타내는데, 이는 커널이 많을수록 ECG 및 PPG 신호의 

다양한 특징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만 그림 7 (a)
에서 커널 크기가 4만큼 아주 작을 때는 커널 수가 증가

해도 더 이상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커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입력 신호의 동적인 특성을 충

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

(b)

(c)
Fig. 7 The graph for the choice of convolution kernels 
with sizes (a) 4, (b) 8, (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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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시간 혈압측정 시스템

4.1. 실시간 혈압측정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ECG 및 PPG 신호를 추정

하기 위하여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및 PPG 측정기를 

개발하였다.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

기는 그림 8과 같다. 본 기기는 1-채널로 초당 250 샘플

로 ECG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데이터는 블루

투스 통신으로 무선으로 스마트 기기에 전송할 수 있다. 

Fig. 8 The wearable ecg signal detector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의 상세한 사양은 표 2에서 

보인다. 본 기기는 블루투스 5.0 규격을 지원하는 ARM 
Cortex-M4 구조의 nRF52832 MCU와 ECG 신호를 위

해 ADS1292 Analog Front-End 칩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장 배터리를 포함하여 무게가 27g으로 매우 가볍고 

한번 충전으로 24시간까지 스마트 기기 앱과 연동하여 

연속으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사

용하기에 편리하다.

Table. 2 A specification of wearable ecg signal detector

실험용으로 제작된 웨어러블 PPG 신호 측정기는 다

음 그림과 같다.

Fig. 9 The wearable ppg signal detector

웨어러블 PPG 신호 측정기의 상세한 사양은 표 3에
서 보인다. 본 기기는 블루투스 5.3 규격을 지원하는 

ARM Cortex-M4 구조의 nRF52840 MCU와 PPG 신호

를 위해 AFE4403 Analog Front-End 칩을 사용하고 있

으며, 내장 배터리를 포함하여 무게가 35g 으로 매우 가

벼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Table. 3 A specification of wearable ppg signal detector
spec

size W 60mm, L 60mm, H 12mm 
weight 35g

Signal
PPG AFE4403 1/2 Channel

samp rate 125 SPS
Filter Range 0.5~40 Hz

power
Power 70mW
battery Li-Poly 3.7VDC, 500/1,000mAh

USB charge 5V DC, 1A

Communicat
MCU nRF52840 ARMCortex-M4

Protocol Bluetooth 5.3
Range < 10m

Software
APP Happ+ (Android)

File Format RPD, CSV

심전도 및 PPG 신호 측정기를 착용한 형태를 그림 10
에서 보인다. 심장 근처의 위치에 그림에서와 같이 부착

하고 실험하였다. 일반적인 심전계의 경우 전극을 양 손

목에 붙이나 실험에 사용한 심전도 측정기의 경우 리드

의 위치가 심장 근처의 가슴 부근이다. 반면에 PPG 신

spec
size W 145mm, L 40mm/125mm, H 12mm 

weight 27g

Signal

ECG ADS1292 1 Channel
samp rate 250 SPS
Filter Range 0.5~40 Hz
Save Time 24/48 hours

power
Power 70mW
battery Li-Poly 3.7VDC, 500/1,000mAh

USB charge 5V DC, 1A

Communicat
MCU nRF52832 ARMCortex-M4

Protocol Bluetooth 2.1/5.0
Range < 10m

spec

Software
APP Happ+ (Android)

PC S/W RefitPatch Viewer V2.x
File Format RPD,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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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측정기는 손목 위 또는 손가락으로 잡은 채로 측정한

다. 표준 심전계의 심전도와 유사한 파형과 정상적인 

PPG 신호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심전도 및 

PPG 신호 측정기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Fig. 10 A person wearing with the ecg and ppg signal 
detectors

4.2. 소프트웨어 구성

웨어러블 심전도 및 PPG 측정기와 연동하여 사용되

는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지원하도록 직접 제

작하였다. 웨어러블 심전도 및 PPG 측정기와 모바일 장

치는 각각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연결된다. 측정기들

이 블루투스 2.1과 4.0을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 스마트 기기와 블루투스 동글을 이용한 PC 프로그램

과도 쉽게 연동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연속혈압 측정 시스템

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1과 같다. 전체 과정은 먼저 실

시간으로 입력되는 ECG 신호와 PPG 신호로부터 QRS 
파형(QRS complex)라고 부르는 심박파형과 PPG 신호

를 각각 검출하고, 이들 데이터를 신경망 모델에 입력하

여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수치를 추정한 후에 혈압 곡

선을 그래프에 표시하는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에

서는 QRS 검출을 위해 먼저 대역 필터를 통과시키고 

Pan-Tomkin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
계에서 추출된 QRS 피크 시간을 중간으로 하는 샘플 수

만큼의 심전도 및 PPG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셋으로 하

여 앞서 설계한 1차원 합성곱 신경망에 입력하여 수축

기 및 이완기 혈압을 추정하게 된다. 여기서 신경망 모

델은 앞서 소개한 1D-CNN 모델로 미리 학습하여 모바

일 용 구글 텐서플로라이트(tflite) 형식으로 변환되어 

앱에 탑재된다. 3단계에서는 추정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추정값들을 최대 및 최소값으로 하고 이전 추정값

들과 피크시간과의 관계를 통해 계산된 코사인 혈압 곡

선을 그래프로 표시한다.

Fig. 11 The architecture of arrhythmia classification 
system

이런 방식으로 구현된 혈압 데이터를 추출하고 혈압 

곡선을 그래프로 그리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Table. 4 Algorithm of getting and drawing graph of BP 
curve

initialize app
while True:
  get ECGData[SAMPLES] and PPGData[SAMPLES]
  detect ECG QRS Peak and save PeakTime
  if currentTime - PeakTime is SAMPLES / 2:
      get inputData from ECGData[SAMPLES] and 
PPGData[SAMPLES]
      infer NNmodel(inputData) and get BPData
      graph a Cosine Curve from BPData
  delay until next sample

4.3. 구현 결과

그림 12는 실제 스마트폰 프로그램 상에서 ECG 및 

PPG 센서 기기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입력받아 실시간

으로 QRS 파형을 검출하고 신경망을 통해 혈압을 추정

하고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과정을 처

리하는 시간은 0.1초 미만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림에서 ECG(제일 위쪽 그래프) 
와 PPG (가운데 그래프) 신호로부터 1주기 후에 혈압 곡

선(제일 아래쪽 그래프)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참
고로 화면 오른쪽에는 위에서부터 각각 맥박(Heartrate), 
산소포화도(SpO2), 그리고, 수축기/이완기 혈압(SBP/ 
DBP)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 The graph result of detecting qrs and arrythm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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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1차원 합성곱 신경

망을 사용하여 ECG 및 PPG 신호에 대하여 혈압을 추정

하고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

였다. 구현 시스템에서 개발한 신경망 알고리즘은 ECG 
및 PPG 신호의 특징을 세밀하게 추출하도록 여러 합성

곱 계층으로 구성하고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여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추정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학습된 

신경망 모델을 스마트폰 앱에 탑재하여 심전도 및 PPG 
센서 기기로부터 입력된 신호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을 

혈압을 추정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개개인의 ECG 및 PPG 생체 신호와 혈압과의 관계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향후에는 개개인의 생체 신호에 대

해 혈압을 추정하는 신경망이 보다 간편하게 커스터마

이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적인 생체 신호 또는 PTT 외에 다른 특성값을 기반으로 

신경망 모델을 개선하고 mimicdb 와 같은 공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른 모델과 평가 지표를 통해 성

능을 비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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