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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는 심전도 신호를 이용한 심박 간격 

추정 알고리즘

Heart Beat Interval Estimation Algorithm for Low Sampling Frequency Electrocardiogram 

Signal

최 병 훈*

(Byunghun Choi)

Abstract - A novel heart beat interval estimation algorithm is presented based on parabola approximation method. This paper 

presented a two-step processing scheme; a first stage is finding R-peak in the Electrocardiogram (ECG) by Shannon energy 

envelope estimator and a secondary stage is computing the interpolated peak location by parabola approxim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better than with the previous method using low sampled ECG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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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그래서 심전도, 산소포화도, 근전도, 혈압 등 병원에 가

야만 측정이 가능했던 다양한 생체신호를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

일 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상용제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

다. 특히 심전도계의 경우 심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의 질환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심전도와 관련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Electrocardiogram (ECG) R-peak 검출 알고리즘은 다

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지만 웨어러블 장치나 모바일 장치와 

같이 한정적인 전력과 계산능력을 가진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에

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1-12]. 특히 실제 R-peak를 찾는 로직

에서의 정밀도는 취득된 ECG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에 좌우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낮은 샘플링 주파수로 얻어진 ECG 신호에서의 

R-peak는 높은 주파수로 측정된 신호에서의 peak의 위치와 상

당한 오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그림 1).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자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및 모바일 기기를 위한 저전력

과 높은 정확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R-peak 추정 알고리즘을 제

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정한 R-peak의 위치를 바탕으로 RR 

interval (RRI) 값을 출력하여 높은 샘플링 주파수로 얻어진 

ECG 신호의 RRI값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1 다양한 샘플링 주기의 ECG 신호

Fig. 1 ECG signals with various sampling rate

2.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ECG 신호에서 R-peak의 위치를 찾기 위

한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낮은 샘플링 주파수로 인해 발생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parabola approximation 방법을 통해 실제 

R-peak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두 단계를 통해 낮

은 샘플링 주파수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ECG신호에서의 RRI를 

추정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1 R-peak 검출 알고리즘

ECG신호에서 R-peak를 검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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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심박간격 추정 알고리즘

Fig. 2 Proposed RRI estimation algorithm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ECG신호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R-peak의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 differencing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여러 가지 방법 중 간단하면서도 

잡음에 강인한 Shannon energy envelope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

용하였다. 사용된 알고리즘의 블록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3 R-peak 검출 알고리즘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R-peak detection algorithm

2.2 Parabola 근사법

Parabola 보간법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통한 주파

수 스펙트럼에서 peak값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

나이다[13-15].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peak 점과 그 전후의 값

을 이용하여 parabola 근사화를 진행한다. 만약 가장 큰 값을 나

타내는 점의 좌표가 라고 하고 그 전후의 값이 각각 

  이라고 한다면 세 점을 지나는 2차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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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보간법을 이용한 후의 peak의 위치이다. 위 식을 

샘플링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arabola 근사화를 통해 낮은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에서

도 peak의 위치를 보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spline과 같은 보간

법과 다르게 간단한 계산식 (7)을 통해 빠르게 peak 위치를 계산

할 수 있다.

 

그림 4 Parabola 근사법을 이용한 peak 검출

Fig. 4 Peak detection method based on parabola approxi- 

mation

2.3 성능 검증 방법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검증을 위해 IEEE Signal Processing 

Cup 2015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IEEE Signal Processing 

Cup 2015 데이터베이스는 운동 중 측정된 ECG 신호를 비롯하여 

Photoplethysmography 센서 신호와 가속도 센서 신호가 포함되

어 있다. 20개의 데이터 set 중 4개의 데이터 set을 사용하였고 



전기학회논문지 67권 7호 2018년 7월

900

측정된 ECG 신호가 125Hz로 샘플링 되어 cubic spline 보간법

을 이용하여 1kHz로 보간하여 기준 신호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낮은 샘플링 신호를 만들기 위해 기준 ECG신호를 down- 

sampling하였다. 

그림 5 ECG 신호

Fig. 5 ECG signal

낮은 샘플링 주파수 신호에를 이용한 peak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해 기준 ECG 신호에서 측정된 RRI, SDNN, 

RMSSD 값과 알고리즘에서 출력된 값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지

표들은 root-mean-squared error (RMSE)를 통해 비교하였다. 

RRI, SDNN, RMSSD, RMSE는 각각 아래 수식을 통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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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RRI와 SDNN, RMSSD값을 나타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EEE Signal Processing Cup 2015 데이터베이

스에서 4데이터 set을 이용하여 1kHz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는 

기준 ECG신호를 발생시키고 기존 peak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RRI와 SDNN, RMSSD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50Hz~200Hz로 

down-sampling된 ECG신호를 이용하여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

법을 이용하여 각각 RRI, SDNN, RMSSD값을 구하고 기준 ECG 

신호를 이용한 결과 값과의 RMSE를 구하여 알고리즘을 비교하

였다.

그림 6은 기준 ECG에서 구하 RRI 값과 50Hz로 down- 

sampling된 ECG 신호에서 R-peak를 검출하여 구한 RRI, 그리

고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RRI값을 출력한 결과이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샘플링 주파수에서 오직 peak값만을 사

용하여 RRI를 구하게 되는 1개 샘플끼리의 시간차로 인해 큰 오

차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제안된 방법을 통해 peak의 위치를 

보정해주게 되면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그림 7은 50Hz

로 샘플링된 ECG신호에서 출력한 RRI와 기준 ECG신호에서 출

력한 RRI의 블랜드-앨트먼 도표이다. 50Hz로 샘플링된 신호에서

의 RRI 오차는 0.11± 9.00이고 제안된 알고리즘의 오차는 0.11±

5.07로 나타났다. 이 도표를 통해서도 제안된 알고리즘이 오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그림 10은 각각 기존 R-peak만을 구하는 방법과 제

안된 방법을 통해 계산한 RRI, SDNN, RMSSD값을 기준 ECG신

호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의 RMSE를 구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샘플링 주파수가 높아

지면 RRI, SDNN, RMSSD값의 오차가 작아진다. 즉 낮은 샘플링 

주파수에서는 기존 알고리즘의 경우 큰 오차를 피할수 없다. 하

지만 제안된 알고리즘의 경우 parabola 근사법을 통해 peak값을 

보상해 줌으로써 낮은 샘플링 주파수에서의 오차가 높음 샘플링 

주파수에서의 오차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RRI

Fig. 6 RRI

그림 7 블랜드-앨트먼 도표

Fig. 7 Bland-Altman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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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MSE (RRI)

Fig. 8 RMSE (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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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MSE (SD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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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MSE (RMSSD)

Fig. 10 RMSE (RM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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