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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ep neural networks (DNN) that can replicate the behavior of the human expert who recognizes

the characteristics of ECG waveform have been developed and studied to analyze ECG. However, although the exist-

ing DNNs can not provide the explanations for their decisions, those trials have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patients have certain diseases or not and those decisions could not be accepted because of the absence of relating

theoretical basis. In addition, these DNNs required a lot of training data to obtain sufficient accuracy in spite of the

difficulty in the acquisition of relating clinical data. In this study, a small-sized continuous data processing DNN (C-DNN)

was suggested to determine the simple characteristics of ECG wave that were not required additional explanations about

its decisions and the C-DNN can be easily trained with small training data. Although it can analyze small input data

that was selected in narrow region on whole ECG, it can continuously scan all ECG data and find important points

such as start and end points of P, QRS and T waves within a short time. The star and end points of ECG waves determined

by the C-DNN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performed by human experts to estimate the accuracies of the C-DNNs.

The C-DNN has 150 inputs, 51 outputs, two hidden layers and one output layer. To find the start and end points,

two C-DNNs were trained through deep learning technology and applied to a parameter acquisition algorithms. 12

lead ECG data measured in four patients and obtained through PhysioNet was processed to make training data by

human experts. The accuracy of the C-DNNs were evaluated with extra data that were not used at deep learning

by comparing the results between C-DNNs and human experts. The averages of the time differences between the

C-DNNs and experts were 0.1 msec and 13.5 msec respectively and those standard deviations were 17.6 msec and

15.7 msec. The final step combining the results of C-DNN through the waveforms of 12 leads was successfully deter-

mined all 33 waves without error that the time differences of human experts decision were over 20 msec. The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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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of the ECG wave’s start and end points benefits the acquisition of accurate ECG parameters such as the

wave lengths, amplitudes and intervals of P, QRS and T waves.

Key words: Continuous data processing deep neural network (C-DNN), 12 lead ECG, Deep neural network (DNN),

Start (End) point of waveform,  Deep learning, Tompkins’s method

I. 서 론

현재 상용화된 자동 심전도 분석 시스템은 신호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심전도 파형의 크기, 변화량, 특정 주파수 성분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판정하고 있다[1-3]. 이와 같이 신

호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 분석 시스템은 잡음, 환자의 신

체적-질환적 특성, 측정 위치 등에 따라 심전도 파형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할 위험이 있다[4]. 반면에

사람 전문가는 심장질환이나 잡음으로 인한 비정상 심전도

파형인 경우에도 파형의 특징을 인식하고, 잡음으로 인한 오

류를 배제하며 자동 분석 시스템에 비해 정확한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 최근 사람의 인식 기능을 흉내 낸 심층신경망 기

술을 이용하여 기존 기술로 판정할 수 없었던 질환을 분석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의 신뢰성을 입

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심전계 기술과 직접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5,6].

심층신경망 기술을 이용하여 심전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특정 질환의 유무를 판정하는 제한적인 용도에 집중

되었다. 예를 들어 Acharya et al.(2017)은 148명의 심근경

색환자 데이터와 52명의 정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

킨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93%의 정확도로 심근경색 환자를

구분해내는데 성공하였다[7] 또한, Sannino et al.(2018)은

AED 등의 장치에서 심전도를 분석하여 shock을 주기 위한

시점을 결정하는 용도로 심층신경망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1466건의 정상 심전도 데이터와 1246건의 비정상 심

전도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다[8]. Goto et al.(2019)

은 12 lead 심전계에서 얻은 심전도를 이용하여 관상동맥재

건술이 필요한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심층신경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술이 필요한 249명의 환자와 시술이 필요하

지 않은 3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95%의 정확도를

가진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9]. 

기존 연구에서는 심층신경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었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

서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심층 신경망에

서는 입력 데이터가 많을수록 늘어난 뉴런 들을 학습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12 lead 심전계의

경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학습데

이터가 필요하고 학습데이터 가공을 위한 많은 인력과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2 lead 심전계가 1명의 환자에게서

10초간 1000/s의 샘플링 속도로 데이터를 측정할 경우 전체

데이터의 수는 120,000개에 이르는 데, 모든 심전도 데이터를

입력데이터로 사용하는 신경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용화된 심전계가 가진 연산양보다 많은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신경망을 훈련하기

위해 많은 양의 환자 데이터를 반복하여 기계학습을 할 경우,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도 기계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

대 1~2 주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개발 및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도 모든 심전도 데

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았으며, 1회 박동에 해당하는 데이만을

추출하여 입력의 크기를 줄였다[7~9]. Acharya et al.(2017)의

CNN의 입력은 650개 였으며, Sannino et al.(2018)의 DNN

입력은 54개, Goto et al.(2019)의 LSTM은 60000개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한 바 있다.

DNN을 이용한 기존 연구가 임상에 적용될 수 없었던 가

장 중요한 이유는 DNN이 입력 신호의 특징을 판정하는 정

도로 사용될 뿐, 판정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사용 목적,

즉 질환의 여부를 판정하는 목적에 사용한 것에 있다. 즉, 질

환의 판정은 질환을 일으키는 병리학적 지식과 심전도 상에

질환의 흔적을 드러내게 하는 생리학적 지식을 연계하여 설

명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DNN을 사용한 연구는 질환과 연계

된 지식을 연결하지 않은 채, DNN이 직접 질환을 판정한 후

결과를 제공하였으므로 판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DNN의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속적 데이터처리

심층신경망(Continuous Data Processing Deep Neural

Network, C-DNN)은 심질환을 판정하지 않고, 사람이 쉽게

오류를 구분할 수 있고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심질환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주요 파라미터를

인식하거나 파라미터의 확보에 필요한 파형의 특징을 인식하

는데 사용하였다. 즉, 심층신경망이 심전도 데이터 중에서 의

미 있는 파형의 유무 또는 파형의 시작점과 종료점 등을 판

정할 수 있다면, 파형의 폭, 파형의 간격, 파형의 peak-to-

peak, 면적, 일부 구간의 상승 여부 등 심장 질환 분석에 필

요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의료진이 이러한 파

라미터를 기반으로 심전도 분석 규칙을 검색하게 함으로서

합리적인 질환 판정을 가능하게 하거나 기존 심전도 분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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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인용한 자동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

엇보다도 파형의 유무 또는 시작점, 종료점 등을 인식하기 위

한 심층신경망은 많은 입력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적은

데이터만으로 기계학습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C-DNN은 12 lead 심전도 전체를 연

속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기계학습이 용이한 작은

크기의 심층신경망이며, 연속적으로 데이터 선택,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학습데이터 28200개의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나눔으로써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로도 효율적인

기계학습이 가능한 구조의 신경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안한 C-DNN이 P, QRS, T 파형의

특이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

데이터와 분리된 별도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이 판

정한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C-DNN 모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C-DNN은 150개의 입력을 사용하는

작은 신경망이며, 150개씩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검사하여

12만개의 심전도 데이터 전체를 검색한다. C-DNN의 입력

데이터 영역은 0.6초 분량으로 하였으나 1 kHz로 샘플링했을

때, 입력 데이터의 수는 600개로 뉴런 수가 크게 증가하므로

4개 데이터에서 1개씩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4n, 4n+1,

4n+2, 4n+3 (0≤n<150)과 같이 데이터를 분주하여 1회 입력

데이터의 수를 150개로 줄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C-DNN의 sampling rate은 250/s 이다. C-DNN은 한 시

점에 대해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50개 지점을 동시에 판

정하며, 심전도 중 각 lead 신호에서 입력데이터가 이동함에

따라 판정 시점이 중첩되도록 하여 같은 지점에 대한 판정을

최대 50번까지 판정하게 함으로써 판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최종적으로 12 lead 심전계 전체의 판정 결과를 합하여 파형의

시작점, 종료점을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작점과 종료점을 각각 판정하는 두 개의

C-DNN을 사용한다. 각각의 C-DNN은 입력층과 2개의 은

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와 같이 입력데이터는

150개를 사용하며, 출력은 51개로 구성된다. 2개의 은닉층의

가중치는 150x150의 행렬식으로 표현된다. 심층신경망의

입력은 12 lead 심전계에서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Lead I,

Lead II, Lead III, AVR, AVL, AVF, V1, V2, V3, V4,

그림 1.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12 lead 심전계로부터 심전도 파라미터를 자동 획득하기 위한 알고리즘

Fig. 1. Automatic algorithm for the acquisition of parameters from a 12 lead electrocardiogram using a deep neural network (D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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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V6) 중 하나에서 150 개의 연속적 데이터를 사용한다.

출력데이터 중 50개는 연속적인 50 개 데이터가 각각 파형의

시작점(또는 종료점) 인지를 나타낸다. 51번째 출력은 어떤

파형의 시작점(또는 종료점)이 없음을 표시한다. 그림 2의 학

습데이터와 같이 은닉층의 활성함수는 ReLU 함수를 사용하

였고 출력층의 활성함수는 softmax 함수를 사용하였다[10].

시작점(또는 종료점)이 표시되는 구간은 150개의 데이터 중

50개 영역에 불과한데, 입력신호의 데이터가 판정영역보다

100개 더 많은 것은 C-DNN이 파형의 시작점(또는 종료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초기 C-DNN 모델에서는 100개의 사전데이터와 50개의 판

정영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작점(및 종료점)을 판정하였으

나 단순한 Baseline의 상승 또는 하강을 파형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판정 영역의 뒷부분 중 20개 영역에서 간혹 관찰되었

기 때문에 20개의 데이터를 더 측정한 후 판정을 하도록 판

정 영역을 조정하였다. 판정을 위해 필요한 판정 영역 이후의

데이터가 늘어나면 실시간 측정에서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

지연이 늘어나게 되며, 판정시간을 지연시킴으로 인한 에러

의 감소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판정 영역

이전의 데이터수를 80개, 이후의 데이터를 20개로 결정하였다.

그림 2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최초 150개의 데이터 x[0], x[1],

..., x[149]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x[80]~x[129]개의 구간 중

시작점(또는 종료점)의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이후 입력데이

터의 위치를 1칸씩 옮겨 새로운 데이터 x[1], x[2], ..., x[150]를

입력하고, x[81]~x[130]개의 구간 중 시작점이나 종료점을

판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샘플링 주파수가 250 Hz로

10초간 수집된 2500개의 데이터에서 x[130]~x[2479]의 영

역은 시작점, 종료점의 판정 수가 50개까지 중복될 수 있다.

그림 2. 시작점(또는 종료점)을 판정하는 두 개의 심층신경망 모델 및 딥러닝을 위한 학습데이터

Fig. 2. Two DNN models to determine the starting and end points and trained data set for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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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N이 중복하여 판정한 결과를 기록하여 합산한 후 가장

많은 빈도를 얻은 시점을 시작점 또는 종료점으로 판정하면 판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데이터의 초기영역인 x[0]~ x[129]와

데이터의 마지막 부분인 x[2480]~x[2499]는 C-DNN 판정의

수가 적어서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만일, 시작점, 종료점이

모호하여 신경망모델이 시작점과 종료점을 각각 다른 위치에

표시할 경우, 가장 많이 선택된 데이터를 시작점, 종료점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얻어진 C-DNN의 해상도는 4 msec이다.

그런데 그림 1에서 C-DNN을 적용한 파라미터 자동 획득 프로그

램은 12만개의 심전도 데이터를 1 msec씩 이동하여 C-DNN에

입력하기 때문에 판정 결과 또한 4n, 4n+1, 4n+2, 4n+3

(0≤n<50)의 형태로 누적 합산된다. 따라서 파라미터 자동 획

득 프로그램의 해상도는 1 msec 이다. 

2. C-DNN 모델을 이용한 P, QRS, T 파형의 시작점, 종료점

판정 알고리즘 

파형의 시작점 및 종료점을 파악하기 위한 C-DNN을 이

용하여 12 lead 심전도의 각 lead 신호에서 P, QRS, T 파

형의 특이점(시작점, 종료점)을 구분하고 파라미터를 추출하

기 위한 알고리즘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3는 심전도에서 발생하는 P, QRS, T 파형의 일반적

인 형태를 나타낸 것이며, C-DNN을 통해 판정하고자 하는

각 파형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나타낸 것이다. C-DNN의 판

정 결과는 최대 50회까지 누적 합산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

며, 가장 많은 판정을 받은 시작점, 종료점을 최종 판정에 사

용한다. Tompkins method를 사용하여 R-wave를 감지한

후, R-wave 바로 앞의 시작점은 QRS의 시작점 R-wave의

바로 뒤에 종료점은 QRS의 종료점으로 판정한다[4]. QRS의

시작점 앞의 시작점과 종료점은 P wave의 시작점과 종료점

으로 판정한다. 또한, QRS의 종료점 이후의 시작점과 종료

점은 T wave의 시작점과 종료점으로 판정한다. 

3. 학습데이터의 제작 및 훈련

본 연구에서 학습과 평가에 사용한 환자 데이터는 PhysioNet

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PhysioNet은 1999년 미국 NIH의 후원으로

설립된 RRCPS(Research Resource for Complex Physiologic

Signals)가 환자에게서 측정한 영상, 심전도 등의 데이터를

전 세계의 연구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5명에게서 측정한 12 lead 심전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중 4명 분의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다. 12 lead 심전계를 통해 측정된 각 데이터의 길

이는 10초 이고 샘플링 주파수는 1000/s 였다. 심전도 데이

터는 다운 샘플링(down-sampling)을 통해 샘플링 주파수를

250/s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11]. 표 1과 같이 환자의 심박수는

39.47~78.53(/min)이고 2번 환자에게서 서맥(bradycardia)이

일부 관찰되었다. 학습데이터와 별도로 신경망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환자에게서 측정한 심전도를 이용하여

test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학습데이터에서 정답 데이터는 심전도 해석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직접 각각의 심전도 파형을 관찰한 후 P, QRS, T

wave로 판정된 파형들에 대해 시작점과 종료점을 각각 표시

한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전문가에 의해서 1차 제작된 환자

1인의 입력데이터의 개수는 2500개이며 정답 데이터의 개수는

시작점과 종료점에 대해 각각 2400개로 구성되었다. 1차 제

작된 입력데이터와 정답데이터는 다시 신경망의 입력과 출력의

형태에 맞게 150개의 입력(x[0]~x[149])과 입력 중 x[80]~x[129]

사이에 시작점 또는 종료점의 위치를 표시한 출력 y[0]~y[49]

또는 해당하는 값이 없음을 알려주는 출력 y[50] 등 총 51개의

출력에 대한 정답을 하나의 학습데이터로 구성하였다. 

환자 1인에서 1개의 lead에서 제작된 학습데이터의 수는

표 1. 학습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환자 파라미터

Table 1. Patients’ Parameters of trained-data and test-data

Patient’s number Classification Heart Rate (/min) Amplitude (mV) Remarks

1

Trained Data set

Avg: 68.50
Min: 66.37
Max: 72.46

Avg: 1.078
Min: 0.640 (V1) 
Max: 1.307 (V5)

2
Avg 48.93
Min: 39.47
Max: 57.25

Avg: 1.077
Min: 0.632 (Lead I) 

Max: 1.310 (V4)
Bradycardia

3
Avg: 76.32
Min: 75.00
Max: 78.53

Avg: 1.076
Min: 0.618 (AVL) 
Max: 1.303 (V4)

4
Avg: 61.64
Min: 60.24
Max: 64.38

Avg: 1.132
Min: 0.636 (V1)
Max: 1.310 (V6)

5 Test Data set
Avg: 67.98
Min: 58.59
Max: 74.26

Avg: 1.078
Min: 0.137 (V1) 
Max: 1.960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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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x[149]개의 입력으로부터 시작하여 x[1]~x[150] 순서로

x[2350]~]x[2499]까지 2350개가 제작된다. 동일한 입력을

사용하지만, 시작점과 종료점에 대한 결과를 따로 표시하기

위해 두 개의 신경망을 각각 기계학습 하였다. 12 lead 심전

계를 사용하였으므로 한 명의 환자에게서 얻은 학습데이터의

수는 총 28200개이며, 4명의 환자에게서 측정한 총 112,800개

의 학습데이터로 시작점과 종료점 판정을 위한 신경망을 훈

련하였고 별도의 환자(#5)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DNN의 기계학습은 공개된 프

로그램(TensorFlow v.1.9.0, Google inc.)을 사용하여 각

학습데이터를 5000회 반복(epoch)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

으며,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Dropout은 0.8을 유지하였다.

4.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TensorFlow는 기계 학습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학습데이터만에 대한 시작점, 종료점 판정의 정확

성을 제공하는데, 기계학습이 끝났을 때, 학습데이터에 대한

판정의 정확성은 ±20 msec 범위에서 각각 81.48%, 91.55%

였다.

기계학습이 끝난 C-DNN의 평가를 위하여 학습데이터와

전혀 관련 없는 환자(#5)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작점, 종료

점을 구하였으며, 사람이 판정한 시작점, 종료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시간차를 구하였다. 그림 1과 같이 12 lead 심전계

각각에 대해 얻은 시작점, 종료점의 합을 구하고 peak 치를

기준으로 하여 P, QRS, T 파형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구하

였다. 사람이 12 lead ECG를 각각 관찰한 후 시작점과 종

료점을 기입하여 얻은 시작점과 종료점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III. 연구 결과

10초간 환자(#5)에게서 측정 가능한 심박동은 10회였으며,

12 lead 심전계를 통해 신경망이 P, QRS,T wave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대한 판정한 수는 685회였다. 그림 4a는 사람이 직

접 12 lead 심전계 데이터를 각 lead 별로 확인하면서 시작

점과 끝점을 표시한 후, 그 결과를 합쳐서 비교한 것이다. 그

런데 2번 이상 중복하여 같은 시점을 판정한 경우가 10%에

그림 3. 심전도 상에서 심장의 박동시 발생하는 파형의 시작점과 끝

점에 대한 정의

Fig. 3. Definition of the Start and End Points during each

cardiac beat on Electrocardiogram 

그림 4. 환자(#5)의 lead I 데이터와 12 lead 심전도를 이용하여 (a) 인간 전문가가 판정한 시작점과 종료점, (b) 신경망이 판정한 시작점과 종료점

Fig. 4. ECG raw data (lead I) measured from #5 patient, (a) start & end points determined by a human experts and (b) start

& end points determined by the neural network models with 12 lead 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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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고 최대 7번 이상 중복한 경우가 1회 발생하였다. 그

림 4b는 C-DNN이 심전도 파형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판정

한 것이며 역시 중복하여 같은 시점을 판정한 경우가 드물었

지만, 전반적으로 사람이 판정한 것과 비슷한 위치를 판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DNN이 판정한 것과 전문가가 판정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전문가가 판정한 것을 ±0.05초 범위에서 C-DNN이 놓

치거나 C-DNN이 판정하였으나 ±0.05초 이내에 전문가가

판정하지 않은 것은 오류로 표시하였다. 시작점의 판정에서

92개, 종료점의 판정에서 53개의 오류가 발생하여 판정이 불

가능한 오류는 21.2%(=145개/685개) 였다. 그림 5는 C-DNN이

12개 lead에서 시작점 종료점을 판정한 결과를 사람이 측정

한 결과와 비교하여 오차에 대한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표시

한 것이며 그림 5 중, V1 파형이 기존 학습데이터 들에 비해

매우 작게 측정되었고 이로 인해 C-DNN이 시작점, 종료점

을 전혀 판정하지 못한 것이 에러율을 높인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일부 lead에서 파형이 작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파형의 변화가 완만하게 발생한 P, T 파형에서도 주로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림 6a는 C-DNN이 판정한 파형의 시작점과 종료점의

위치를 전문가가 판정한 시작점과 종료점의 위치와 비교한

후 발생한 오차의 크기에 따른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시작점과 종료점의 표준편차는 각각 17.6 msec, 15.7 msec 이며,

평균 오차는 각각 0.1 msec, 13.5 msec 이다. 그림 6b,c,d는 C-

DNN이 판정한 P, QRS, T 파형에서 각각의 시작점과 종료

점의 위치를 전문가가 판정한 시작점과 종료점의 위치와 비

그림 5. 환자(#5)에서 각 lead의 심전도에 대해 심층신경망과 사람이 판정한 시작점과 종료점의 시간 차이에 대한 히스토그램

Fig. 5. Histograms of the time differences between the start & end points determined by DNNs and an expert at each lead

of the #5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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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후 발생한 오차의 크기에 따른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P파에 대해 시작점과 종료점의 표준편차는 각각 10.2 msec,

20.7 msec이며, 평균 오차는 각각 -4.8 msec, 13.6 msec 이다.

QRS파에 대해 시작점과 종료점의 표준편차는 각각 4.9 msec,

9.3 msec이며, 평균 오차는 각각 11.6 msec, 10.3 msec이다.

T파에 대해 시작점과 종료점의 표준편차는 각각 16.3 msec,

14.8 msec 이며, 평균 오차는 각각 -24.8 msec, 17.6 msec

이다.

그림 7a와 같이 12 lead 심전도에 대해 사람이 판정한 시

작점과 종료점의 정보를 모두 표시한 후 20 msec 구간의 이

동 평균 값으로 나타냈을 때, 가장 높은 빈도로 판정한 시점에서

시작점과 종료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7b에서 C-DNN이

판정한 12 lead 심전도의 시작점과 종료점 또한 이동 평균

값을 이용하였을 때, 사람이 판정한 값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시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c와 7d는 그림

7a의 사람이 판정한 결과와 7b의 심층신경망이 판정한 결과

에서 각각의 최대치가 검출된 시점을 표시한 것이다.

C-DNN이 최종 판정한 P, QRS, T 파형에서 각각의 시작

점과 종료점의 위치를 전문가가 최종 판정한 시작점과 종료

점의 위치와 비교한 후 발생한 오차의 크기를 비교하였으며,

파형 전체 시작점과 종료점의 표준편차는 각각 11.8 msec,

8.9 msec 이며, 평균 오차는 각각 -3.5 msec, 14.5 msec 이다.

P파에 대해 시작점과 종료점의 표준편차는 각각 2.8 msec,

12.0 msec 이며, 평균 오차는 각각 -7.6 msec, 15.6 msec

이다. QRS파에 대해 시작점과 종료점의 표준편차는 각각

2.2 msec, 2.2 msec이며, 평균 오차는 각각 11.6 msec, 7.6

msec이다. T파에 대해 시작점과 종료점의 표준편차는 각각

6.5 msec, 1.8 msec 이며, 평균 오차는 각각 -14.4 msec,

20.0 msec이다. 테스트 데이터(#5)에 포함된 33개의 파형

(Q, QRS, T 파형 각 11개) 중 C-DNN이 12 lead 심전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한 결과는 파형의 시작점 종료점 검출에 실

패하거나 또는 엉뚱한 지점을 파형으로 인식하는 에러는 관

찰되지 않았다.

IV. 고 찰

12 lead 심전도에서 lead의 종류에 따라 측정된 파형과

크기는 다르게 보인다. 즉, P 파형이 매우 작게 측정될 수 있

고, QRS wave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며, T 파형이 역전되

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람 또는 신경망이 판정한 시작

점과 종료점은 12 lead 신호를 종합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C-DNN을 사용하여 분석한 테스트 데이터(#5) 중 V1의 판

정 결과 신경망은 파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반면, 사람은 파형의 크기가 감소하였음에도 17개의 파형을

그림 6. (a) 환자(#5)의 12 lead 심전도 전체 파형의 시작점 종료점에 대해 신경망과 전문가가 판정한 시작점 종료점의 시간차에 대한 히스

토그램, (b) 환자(#5)의 12 lead 심전도 파형 중 P 파형에 대한 시작점과 종료점의 판정에서 신경망과 전문가 판정의 시간차에 대한 히스토

그램, (c) QRS 파형과 (d) T 파형에서의 히스토그램

Fig. 6. (a) Histogram of time differences between the DNNs and the human expert about the patient’s (# 5) start and end

points of all waveforms on 12-lead ECG, (b) Histogram of time differences between the DNNs and the human expert about

the patient’s (# 5) start and end points of P waves, (c) QRS waves and (d) T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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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여 시작점과 종료점을 표시 하였다. 동일한 시간동안

다른 lead에서 29~30개의 파형을 측정한 것에 비해 판독의

수가 적은 것은 사람이 판독하기에도 파형의 크기가 작고 모

호했기 때문이다. V1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이 판독한 결과

와 신경망이 판독한 결과에는 차이가 있으며 신경망이 보인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12 lead 심전도의

판정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낮은 빈

그림 7. (a) 각 lead 심전도에서 사람이 판정한 내용의 평균과 (b) 각 lead 심전도에서 C-DNN이 판정한 내용의 평균, (c) 그림 7a의 피크

점, (d) 그림 7b의 피크점

Fig. 7. (a) Average of Expert’s determinations at each lead of ECG, (b) Average of the determinations by DNNs at each lead

of ECG, (c) Peak points on Figure 7a, (d) Peak points on Figure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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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자(#5)에서 C-DNN을 사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확보한 파라미터의 예 

Table 2. Example of the Patient’s (#5) Parameter Acquisition with the Algorithm using C-DNNs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P wdith (ms) 79 80 81 83 83 81 81 82

P-Q interval (ms) 74 75 74 73 74 73 74 74

QRS width (ms) 77 77 76 80 79 80 79 79

R-R interval (ms) 973 1121 1139 1133 1069 1071 1158 1131

S-T interval (ms) 127 127 127 124 125 125 126 125

T width (ms) 184 184 186 186 186 185 185 187

T-T 간격 (ms) 1142 975 1122 1141 1135 1069 1073 1160

P wave 
peak-to-peak

(mV)

lead 1 0.075 0.087 0.102 0.097 0.103 0.094 0.11 0.097

lead 2 0.209 0.222 0.216 0.212 0.219 0.216 0.225 0.222

lead 3 0.153 0.144 0.125 0.121 0.134 0.132 0.132 0.132

AVR 0.136 0.155 0.157 0.154 0.159 0.153 0.166 0.159

AVL 0.049 0.044 0.039 0.034 0.035 0.038 0.041 0.043

AVF 0.18 0.183 0.167 0.164 0.174 0.174 0.176 0.175

V1 0.1 0.093 0.11 0.087 0.109 0.103 0.096 0.1

V2 0.103 0.091 0.11 0.122 0.119 0.113 0.106 0.113

V3 0.1 0.1 0.112 0.115 0.109 0.116 0.103 0.112

V4 0.103 0.106 0.107 0.115 0.119 0.116 0.115 0.122

V5 0.094 0.106 0.1 0.11 0.119 0.106 0.107 0.11

V6 0.1 0.094 0.097 0.1 0.107 0.106 0.091 0.1

QRS wave 
peak-to-peak

(mV)

lead 1 0.403 0.366 0.475 0.459 0.477 0.457 0.41 0.458

lead 2 1.141 1.122 1.069 1.107 1.042 1.115 1.1 1.038

lead 3 1.05 1.022 0.991 1.08 1.022 1.042 1.022 1.042

AVR 0.619 0.617 0.721 0.658 0.63 0.609 0.598 0.626

AVL 0.506 0.488 0.485 0.552 0.537 0.525 0.508 0.557

AVF 1.093 1.071 1.024 1.083 1.022 1.075 1.053 1.03

V1 0.787 0.841 0.825 0.772 0.707 0.676 0.732 0.703

V2 1.757 1.581 1.896 1.781 1.753 1.793 1.632 1.763

V3 1.581 1.344 1.947 1.675 1.575 1.606 1.4 1.535

V4 1.566 1.529 1.659 1.44 1.331 1.456 1.425 1.331

V5 1.384 1.368 1.359 1.409 1.338 1.397 1.375 1.344

V6 1.182 1.168 1.172 1.228 1.175 1.206 1.19 1.187

T wave 
peak-to-peak

(mV)

lead 1 0.268 0.259 0.272 0.27 0.291 0.294 0.281 0.286

lead 2 0.331 0.343 0.347 0.362 0.359 0.347 0.359 0.372

lead 3 0.156 0.144 0.147 0.145 0.144 0.131 0.143 0.151

AVR 0.298 0.298 0.306 0.313 0.324 0.316 0.316 0.326

AVL 0.121 0.103 0.105 0.11 0.129 0.135 0.125 0.117

AVF 0.228 0.23 0.236 0.241 0.236 0.219 0.239 0.243

V1 0.094 0.091 0.075 0.075 0.084 0.113 0.085 0.062

V2 0.763 0.778 0.782 0.782 0.788 0.788 0.788 0.765

V3 0.725 0.694 0.675 0.682 0.679 0.712 0.685 0.662

V4 0.494 0.481 0.453 0.456 0.45 0.481 0.45 0.453

V5 0.428 0.41 0.41 0.419 0.407 0.425 0.406 0.409

V6 0.309 0.3 0.297 0.313 0.316 0.319 0.3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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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발생하는 오차의 영향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

여준다.

사람이 판정한 시작점과 종료점 또한 lead의 종류에 따라

불분명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12 lead 전체에 대해 시

작점과 종료점의 판정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7a와 같이

20~50 msec의 구간에서 시작점과 종료점이 분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판정한 시작점과 종료점을 12 lead

전체에 대해 종합하면 그림 7b와 같이 사람이 판정한 것과

표 2. Continued

Table 2. Continued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P-Q average
(mV)

lead 1 -0.039 -0.036 -0.033 -0.027 -0.036 -0.034 -0.029 -0.021

lead 2 -0.124 -0.112 -0.12 -0.112 -0.127 -0.117 -0.119 -0.109

lead 3 -0.085 -0.076 -0.086 -0.085 -0.09 -0.082 -0.089 -0.088

AVR 0.082 0.074 0.076 0.07 0.081 0.076 0.074 0.065

AVL 0.023 0.02 0.026 0.028 0.027 0.024 0.03 0.034

AVF -0.105 -0.094 -0.103 -0.098 -0.109 -0.099 -0.104 -0.099

V1 0.029 0.03 0.03 0.021 0.025 0.023 0.029 0.015

V2 -0.054 -0.031 -0.046 -0.042 -0.051 -0.044 -0.035 -0.037

V3 -0.105 -0.083 -0.095 -0.084 -0.114 -0.098 -0.08 -0.089

V4 -0.124 -0.096 -0.106 -0.098 -0.12 -0.107 -0.097 -0.095

V5 -0.115 -0.099 -0.107 -0.101 -0.118 -0.105 -0.098 -0.102

V6 -0.106 -0.096 -0.097 -0.094 -0.106 -0.098 -0.09 -0.101

S-T average
(mV)

lead 1 -0.011 -0.008 -0.011 -0.004 -0.005 -0.006 -0.007 -0.005

lead 2 -0.084 -0.07 -0.071 -0.069 -0.075 -0.074 -0.073 -0.068

lead 3 -0.072 -0.061 -0.061 -0.065 -0.07 -0.069 -0.066 -0.063

AVR 0.048 0.039 0.041 0.036 0.04 0.04 0.04 0.037

AVL 0.03 0.026 0.025 0.03 0.033 0.031 0.029 0.028

AVF -0.078 -0.066 -0.066 -0.067 -0.073 -0.072 -0.07 -0.065

V1 0.02 0.013 0.012 0.014 0.008 0.004 0.016 0.007

V2 0.008 0.016 0.033 0.022 0.02 0.019 0.022 0.01

V3 -0.049 -0.039 -0.032 -0.036 -0.049 -0.038 -0.032 -0.044

V4 -0.08 -0.07 -0.058 -0.059 -0.079 -0.067 -0.069 -0.067

V5 -0.067 -0.068 -0.061 -0.059 -0.072 -0.064 -0.062 -0.066

V6 -0.063 -0.059 -0.056 -0.054 -0.058 -0.061 -0.052 -0.061

T-P average
(mV)

lead 1 0.001 -0.002 -0.003 -0.003 -0.003 -0.002 -0.003 -0.003

lead 2 -0.005 -0.005 -0.005 -0.005 -0.004 -0.004 -0.004 -0.004

lead 3 -0.005 -0.002 -0.002 -0.002 -0.002 -0.002 -0.001 -0.001

AVR 0.002 0.004 0.004 0.004 0.004 0.003 0.004 0.004

AVL 0.003 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AVF -0.005 -0.004 -0.004 -0.004 -0.003 -0.003 -0.003 -0.003

V1 -0.004 -0.005 -0.005 -0.006 -0.006 -0.006 -0.006 -0.006

V2 0.008 -0.001 -0.002 -0.003 -0.003 -0.003 -0.004 -0.004

V3 -0.004 -0.007 -0.007 -0.006 -0.005 -0.006 -0.006 -0.006

V4 -0.006 -0.009 -0.008 -0.008 -0.006 -0.007 -0.007 -0.007

V5 -0.012 -0.01 -0.009 -0.008 -0.007 -0.007 -0.007 -0.007

V6 -0.012 -0.011 -0.009 -0.008 -0.007 -0.007 -0.0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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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5번 환자의 경우 P파형 9개, QRS,

T 파형이 각각 10개씩 측정되었는데, 12 lead를 분석한 신

경망의 종합적 결과는 모든 파형을 인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사람과 비교한 평균 오차도 -20~20 msec 이내에 불과하다.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P wave의 종료점, T

wave의 시작점과 종료점에서 20 msec 이상인 오차가 2회,

3회 발생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파형의 폭, 파형의 간격과 관

련된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제외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 lead 분석

결과의 합산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런

데, 10초 동안 측정된 심전도에는 보통 8~16개 까지 심박수

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파라미터만

을 인정하고 평균 값에 비해 20 msec 이상의 오차를 보이는

파라미터를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정확한 파라미터를 획

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C-DNN을 사용하여 얻은 파형의 시작점과

종료점은 심장 진단을 위한 주요 지표를 획득하는데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작점과 종료점을 인식하기 위한

두 개의 C-DNN이 포함된 알고리즘은 표 2에서 보듯이 P

파형의 폭, QRS 폭, T-파형의 폭, P-Q 간격, S-T 간격, R-R

간격 및 각 파형의 크기차이와 S-T 상승 또는 P-Q 상승 여

부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ead II

심전도에서 S-T 상승이 발생하고 T wave의 inversion이

발생하면 심근경색이다”라는 진단 규칙에 필요한 S-T 구간의

파라미터와 T-wave의 크기 그리고 다른 파형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본 알고리즘은 제시할 수 있었다. 또 각 R-

R interval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 HRV를 구할 수 있으며,

간헐적 부정맥인 PVC 등은 p-wave의 유무와 R-R 간격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판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질환 판정과 관

련한 연구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다른 질환 환자 데이터

의 분석을 통해 검증할 것이며, 본 연구는 제안한 C-DNN이

질환 판정에 사용되는 심전도 파라미터의 확보를 위해 파형

의 시작점 종료점의 판정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가에 대해 평

가한 것이다.

심전도를 분석함으로써 심장 질환을 판정하기 위한 규칙들은

오랫동안 검증되고 누적되어왔으므로 적절한 파라미터를 제

공했을 때, 질환을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충분

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규칙이 갱

신될 때마다 알고리즘을 새로 작성하고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12]. 이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인

규칙기반전문가 시스템은 판정 규칙에 대한 DB를 따로 관리

하며, 판정 규칙을 간단히 갱신할 수 있다. 규칙기반 시스템

은 환자에 대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규칙 DB에서 가장 적

합한 규칙들을 찾아 환자의 질환을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또

한 최종 판정에 인용된 규칙들을 나열함으로써 판정에 대한

검증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검증이 용이하므로 관련 기

술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C-DNN은 입력 노드가 150개, 은닉

층 2개, 출력층 51개이며, 다른 DNN에 비해 연산 횟수가

작지만, 연속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12만

개 심전도 데이터 전체를 검사할 수 있었다. C-DNN이 획득

한 정보는 P, QRS, T 파형 또는 부정맥으로 인한 비정상적

파형의 시작점과 종료점이었으며 이를 가공하여 심전도 진단

에 활용할 수 있는 79개의 파라미터를 각각의 심박동에 대해

따로 구할 수 있었다. C-DNN은 사람이 파형을 인식하고 특

이점을 찾는 방법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측정한 것과 거의 동일한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와 연구진이 심전도를 분석하여 얻어낸 지식과

판정방법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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