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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압력 및 맥파에 기반한 

평균동맥압 추정 방법 및 

장치

[대표연구자] [기술완성도(TRL)] [희망 거래 유형]

신항식 교수

(의공학과)

4단계 ■ 기술이전

□ 조인트 벤처

□ 정부과제 수주(산학협력)
[사업화 소요기간]

-

CEO Report 기술소개서

기술개요 ■ 고혈압은 WHO에서 발표한 세계 사망위험요인 1위의 주요 질환으로 전 세계인구

의 15억 명 가량이 앓고 있는 매우 중대한 건강 위협요인

■ 대표적인 혈압 측정방법은 대표적으로 동맥압 이상의 공기를 주입하여 팔을 압박

하는 커프(cuff)기반 오실로메트리(oscillometry)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장치가 

크고 휴대성이 불편

■ 본 발명은 현대인이 널리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손가락에 의한 

압력 증감을 측정하고 맥파를 측정하여 평균동맥압을 결정하는것으로 오실로 

메트리 방식의 장치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

■ 평균동맥압 추정 장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등 다양한 장치로 구현 가능하며 

평균 동맥압 측정은 손가락에 의한 압력을 측정하고 손가락의 맥파를 측정하여 

압력에 따른 맥파에 대한 진폭의 최대값을 결정하고 그 값에 대응하는 압력을 

평균 동맥압으로 결정 

지식재산권 ■ 국내 4건

  - 스마트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생체 신호 측정 장치 및 시스템 

권리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특허 10-2015-0088175 
(2015.06.22)

스마트 기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터렉션 
기반 심혈관 평가 시스템 및 심혈관 평가 프로그램

10-1803918 
(2017.11.27)

특허 10-2015-0058001 
(2015.04.24) 웨어러블 생체신호측정 기기, 서버, 시스템 및 방법 10-1674997

(2016.11.04)

특허 10-2017-0154208 
(2017.11.17) 딥러닝 기반의 혈압 예측 시스템 및 방법 10-2042700

(2019.11.04)

특허 10-2018-0007731 
(2018.01.22)

필름형 다채널 압전 센서를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 시스템

10-2095356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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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우수성 

및 도입 효과

■ 커프기반의 오실로메트리 측정법과 달리 측정장치의 휴대가 매우 간편하며 언제

어디서든 측정가능하고 조작법 또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고혈압을 관리 할 수 있음

<손가락 압력 측정> <맥파 측정>

■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점점 발전하여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줄어가는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혈압 

측정 역시 고혈압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 할 수 있음

주요 적용분야 ■ 혈압측정기 및 혈압측정시스템

시장 동향 ■ 인구 노령화와 식생활 변화로 인해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혈압 모니터링 장치시장은 20억8000만 달러 규모(2014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1%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Grand View Research>

■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6년 9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후 연평균 21.1% 성장률을 보이고 2020년에는 2,06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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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Allied Market Research>

■ 국내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5년 약 3조 5000억원에서 2019년 약 6조 4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전년(2018년) 대비 32% 성장한 526억 달러 

기록하였고, 2025년까지 연평균 59% 성장률을 기록하며 3,32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성장세는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기술들이 융합(의료

+ICT)된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의 급속한 발전 덕분으로 분석되고,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만성질환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체온계, 혈압계, 심박계 등 

스마트 기기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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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국내 업체>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는 정보통신(ICT) 및 과학기술을 빠르게 융합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기존 의료기기와 달리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다른 기기 또는 앱 등과 

연결성을 통해 기술 간 안전하게 융ㆍ복합시키며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예시>

<자료원: Health Informatics Research(2016)>

■ 국내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내년엔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6조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의료기기 기능을 확장한 관련 제품의 개발이 

많아지고 있어 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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