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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od pressure is one of the important vital signs for monitoring the medical condition of a patient. Auto-

mated NIBP(non-invasive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calculat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s from

the oscillation in cuff pressure caused by a pulsation of an artery. To validate the NIBP devices, we developed a sim-

ulator to supply the oscillometric waveforms obtained from human subjects. The simulator provided pressure pulses

to device-under-test and device readings were compared to the auscultatory references. Fully automated simulation

system including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were developed and used for NIBP monitoring devices. The val-

idation results using the simulator agreed well with previous clinical validation. More validation studies using the

standardized oscillometric waveforms would be required for the replacement of clinical trials to validate a new auto-

mated NIBP monitor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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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혈압은 심장 내 심방과 심실의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에

의해 발생하는 혈관 내 혈액 압력으로, 체온, 맥박, 호흡 등

과 함께 기본적인 생체 활력징후(Vital signs) 중의 하나이

다. 심실의 수축으로 인해 동맥혈관에서 발생하는 최고 혈

압을 수축기 혈압, 심실의 이완(혹은 확장)에 의해 발생하는

동맥혈관의 최저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 한다. 이러한 수

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고혈압 및 심뇌혈관 질환의 직접적

인 인자이며, 혈압측정에 있어 5 mmHg 오차가 발생하면

고혈압 환자의 숫자가 2배로 증가하거나 혹은 절반으로 감

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따라서 정확한 혈압의 측

정은 치료효과를 높이고, 오진 혹은 과잉 치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혈압측정 방법으로는 침습법(Invasive method)과 비침

습법(Non-invasibe)으로 나눌 수 있다. 침습법은 혈관에 직

접 압력센서 프로브를 삽입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혈압을 감지할 수 있으나 출혈과 감염

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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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비침습법은 동맥혈관 주위를 커프(Cuff)로 서

서히 가압 또는 감압하며 이때 동맥혈관의 주기적인 개폐에

의해 발생하는 혈관음(Korotkoff sound) 또는 커프압력의

미세진동(Oscillation)을 바탕으로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혈관음만으로 혈압을 측정

하는 청음법(Auscultation method)이 임상에서 널리 사용

되었으나, 최근 측정이 간편하고 자동화가 가능한 오실로메

트릭법(Oscillometric method)을 이용한 자동혈압계가 병

원과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혈압계의 혈압측정 불확도 평가에 대한 연구

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

원에서는 표준압력펄스를 이용한 자동혈압계 교정기술을 세

계 최초로 개발하였다[2].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동혈압계

의 혈압추정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압계 제조사 외

에 가정 및 병원에서 사용되는 자동혈압계의 불확도 평가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ISO 81060-2, IEC 80601-2-3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

의료기기기준규격에서는 자동혈압계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8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청음법에 의한 혈압측정 값과의 차

이를 분석하는 임상비교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3,4]. 하지만

이 방법은 자동혈압계 1대의 성능평가를 위해 85명의 피험

자를 모집해서 반복측정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

모되는 문제가 있어 병원 또는 가정에서 사용 중인 혈압계

의 정도 관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임상

비교평가는 피험자와 측정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

일한 기기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된 평가결과가 나오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3,5], 간편하면서도 객관적인

임상평가 방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사용 중인 자

동혈압계 시뮬레이터의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특정 패

턴의 압력펄스만을 생성하고 또한 이에 대한 청음법에 의한

기준값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평가 평가에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로부터 얻은 혈압데이

터를 재현하여 피험자 없이도 자동혈압계의 임상비교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동혈압계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혈압계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1. 혈압 시뮬레이터 개발

자동혈압계는 커프에서 발생하는 진폭 5 mmHg 이하의

압력펄스를 읽어들이고 이를 분석하여 수축기와 이완기를

계산하는 오실로메트릭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동혈압계 시뮬레이터는 피험자의 혈압측정 시 커

프에서 발생하는 압력펄스를 재현하여 자동혈압계로 하여금

피험자 없이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청음

법에 의한 피험자의 혈압값과 자동혈압계 측정값과의 비교

를 통해 성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자동혈압계 시뮬레이터(그림 1)는 압력펄스를 재현하기 위

한 공압발생 및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공압발생장치는,

서보모터의 회전이 정밀스크류를 통해 공압챔버의 압축으로

전달되어 압력펄스가 생성되는 원리이다[6]. 자동혈압계의

커프는 금속재질로 만들어진 강체(rigid body)를 둘러싸도

록 하였으며, 자동혈압계와 커프를 연결하는 공압튜브 중간

에 커넥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터의 공압챔버와 연결하여

생성된 압력펄스가 자동혈압계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뮬레이터에는 공압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압펌

프가 없기 때문에, 자동혈압계 내의 공압펌프에서 공급되는

기저압력(baseline pressure)에 시뮬레이터에 의해 발생한

압력진동이 중첩되어 그림 2와 같은 커프압력을 생성하게

된다. 압력펄스의 주기는 피험자의 맥박수로 하였으며, 매

주기마다 커프압력을 읽고 이에 해당하는 피험자의 펄스를

생성하도록 제작하였다. 시뮬레이터에서의 커프압력과 피험

자에서 압력펄스가 발생하는 시점의 커프압력이 서로 다를

때는, 인접한 두 개의 압력펄스의 선형보간(Linear inter-

polation)을 통하여 계산된 압력펄스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자동혈압계 성능평가를 위한 혈압 시뮬레이션 시스템: (a) 시

스템 개념도, (b) 압력펄스생성장치 및 제어기.

Fig. 1. Simulation system for the performance validation of

NIBP(Non-invasive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a)

schematic layout of the system, (b) pressure pulse generator

with a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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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데이터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HYUH 2014-05-017)을 얻은 후 피험자 93명으로부

터 동의를 얻어 청음법에 의한 혈압측정 중에 획득하였다.

2명의 측정자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피험자의 혈압을 측정하

며 이때 측정자간 혈압값의 차이가 4 mmHg 이하일 경우

에만 이들의 평균값을 혈압데이터의 기준값(Auscultatory

reference)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커프압력은 국가압력표준

에 소급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교정을 받은 디지털

혈압기록장치[7,8]를 이용하여 얻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자동혈압계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는 200여개 이상의 혈압데이터을 대상으로 한 반복측정이

필요한데, 현재의 자동혈압계는 데이터통신을 지원하지 않

거나 규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자가 직접 혈압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고 또한 측정된 혈압값을 수기로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시키기 위해, 그

림 1(a)와 같이 버튼누름장치를 자동혈압계 버튼에 고정하

고 외부에서 혈압측정의 시작 및 종료를 SW를 통해 프로

그램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형카메라를

통한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을 이용해 자동혈압계가 측정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측정

값을 인식(그림 2 좌상단)하고, 청음법에 의한 기준값과의

차이를 Bland-Altman Plot으로 기록(그림 2 우상단)하며,

개별 혈압데이터에 따른 커프압력로 기록(그림 2 아래)하도

록 하여 임상평가 전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혈압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자동혈압계 성능평가

자동혈압계 공압시스템에 사용되는 튜브의 길이와 탄성,

커프의 부피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동혈압계 시뮬레

이터 내 서보모터가 동일한 회전으로 공압챔버를 압축시켜

도 발생하는 압력펄스의 진폭은 기기별로 상이하다. 이를 보

정하기 위해 생성된 압력펄스의 진폭을 읽고 이를 통해 서

보모터의 회전각도의 증폭비(Gain)을 조절하여 기기별로 일

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자동혈압계 시뮬레이터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Welch Allyn사의 ProBP 3400 자동혈압계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ProBP 3400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비

교평가를 통과한 자동혈압계[9]이다. 특히 일반적인 자동혈

압계가 커프압력을 수축기혈압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시킨

후 연속적으로 감압하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연속감압식인

것과는 달리, 일정시간 동안 커프압력을 유지한 후 단계적

으로 감압하는 단계감압식(그림 3(a))과 커프를 천천히 가

압하며 혈압을 측정하는 연속가압식(그림 3(b))을 각각 사

용할 수 있어, 개발된 시뮬레이터가 다양한 방식의 자동혈

압계 성능평가에 활용이 가능한 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ProBP 3400 자동혈압계에서 커프로 연결되는 공

압튜브에 T자 커넥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터의 공압챔버와

연결하였으며, 혈압측정결과 기록을 위한 OCR 카메라 및

혈압측정시작을 위한 버튼누름장치를 Flexible Clamp을 이

용하여 자동혈압계의 디스플레이와 시작버튼에 각각 고정하

였다. 총 211개의 혈압데이터를 이용하여 단계감압 및 연속

가압 측정방식 각각에 대해 ProBP 3400 자동혈압계의 성

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2. 광학문자인식(OCR)을 이용한 자동혈압계 성능평가 프로그램.

Fig. 2. NIBP simulation program using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OCR).

그림 3. 자동혈압측정 방법에 따른 자동혈압계(Welch Allyn ProBP

3400) 커프압력 변화: (a) 단계감압식, (b) 연속가압식.

Fig. 3. Cuff pressure oscillation depending on the measure-

ment methods of NIBP device(Welch Allyn ProBP 3400): (a)

stepwise deflation, (b) continuous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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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및 고찰

단계감압 측정방식에서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에 대한

청음법에 의한 기준값과의 차이 및 표준편차는 각각 각각

4.7 ± 5.6 mmHg, −3.2 ± 6.1 mmHg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4(a)), 연속가압의 경우 각각 4.7 ± 5.4 mmHg, −4.4

± 6.0 mmHg 로 측정되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수

축기혈압의 경우 청음법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며, 이완기

혈압은 반대로 혈압을 낮게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

정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압력펄스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준값과의 차이와 경향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축기혈압과는 달리 이완기혈

압에서는,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값과의 차이의 평균이 약

1 mmHg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단계감압방식

에서는 최대압력펄스 이후 3~4개의 압력펄스로 이완기혈압

을 산출하고 곧바로 측정을 종료하는데 비해, 연속가압 방

식에서는 낮은 압력부터 점진적으로 가압하기 때문에 낮은

커프압력에서의 압력펄스 데이터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경우 모두 임상평가 성능기준(차이의 평균

± 5 mmHg 이하, 차이의 표준편차 8 mmHg 이하)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자동혈압계의 성능평가 결과가 임상평가 기준을 만

족한다고 하더라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측정결

과를 살펴보면, 기준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20 mmHg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뮬레이터와 상관없

이 실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는 현상이다[10,11]. 이러한 차이는 자동혈압계를 이용

한 혈압측정방법이 직접적인 피험자의 동맥 내 압력을 측정

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역학적 물성치가 다른 조직과 피

부를 통해 전달된 소리와 압력을 이용하여 동맥 내 압력을

추정하는 간접적인 측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처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는 주위환경(온습

도) 변화에 대한 안정성 시험의 용도에만 국한되어 자동혈

압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성능평가는 임상시험을 통해

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시뮬레이터

가 단순히 특정 패턴의 압력펄스만을 생성하고 또한 청음법

에 의한 기준값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혈압 시뮬레이터는 피험자로부터 얻은 다양한 형태

의 압력펄스를 생성할 수 있고 청음법에 의한 기준값과 비

교를 통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복잡한 과정의 임상평가 방

식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

다. 개발된 시뮬레이터의 임상시험 완전 대체를 위해서는 임

상시험을 통과한 보다 많은 혈압계를 대상으로 한 심도깊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표준화된 혈압데이터 구

축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혈압계 성능평가를 위해, 피험자로부

터 얻은 압력진동을 재현하여 자동혈압계에 공급하고 기준

값과 측정값과의 비교를 통해 자동혈압계의 성능평가가 가

능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광학문자인식을 포함한 시

뮬레이터의 측정자동화를 통해 혈압계 1대의 평가를 위해

수십명의 피험자 모집 및 반복측정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임상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속가압과

단계감압의 서로 다른 측정방식을 갖는 자동혈압계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평가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자동혈

압계의 성능평가가 필요한 제조사 및 시험검사기관뿐만 아

니라 정도관리를 위한 병원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향후

표준화된 혈압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혈압계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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