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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정맥 분류를 위한 기존 연구들은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회로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계학

습(Machine Learning) 등을 이용한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딥러닝은 신경회로망의 문제인 은닉층 개수의 한계

를 해결함으로 인해 인공 지능 기반의 부정맥 분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 기반의 특징점 추출과 

딥러닝을 통한 부정맥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잡음을 제거한 ECG 신호에서 R파를 검출하고 자기 회

귀 모델을 통하여 최적의 QRS와 RR간격을 추출하였다. 이후 딥러닝을 통한 지도학습 방법으로 가중치를 학습시키

고 부정맥을 분류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MIT-BIH 부정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 파라미터에 

따른 훈련 및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PVC는 약 97% 이상의 평균 분류율을 나타내었다.

ABSTRACT

Legacy studies for classifying arrhythmia have been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Neural 
Network, Fuzzy, Machine Learning, etc. In particular, deep learning is most frequently used for arrhythmia classification 
using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by solving the limit of hidden layer number, which is a problem of neural network. 
In order to apply a deep learning model to an ECG signal, it is necessary to select an optimal model and parameters.

In this paper, we propose parameter extraction based on AR and arrhythmia classification through a deep learning. For 
this purpose, the R-wave is detected in the ECG signal from which noise has been removed, QRS and RR interval is 
modelled. And then, the weights were learned by supervised learning method through deep learning and the model was 
evaluated by the verification data.

The classification rate of PVC is evaluated through MIT-BIH arrhythmia database. The achieved scores indicate 
arrhythmia classification rate of over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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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정맥이란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

고, 불규칙하고 고르지 않는 심장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정상인의 가벼운 리듬 장애부터 생명을 위협

하는 장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1-2]. 심실조기

수축(PVC :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은 건강

한 성인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부정맥이다. 심실에서 기

원하는 조기 심장박동으로 고령 환자, 고혈압 환자, 심장

질환 환자의 경우 심실빈맥(VT : Ventricular Tachycardia), 
나아가서는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실세동(VF : ventricular 
fibrillation)까지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PVC와 같은 부

정맥의 조기 검출은 심장질환에 대한 예방과 추후 발생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매우 중요하다[3]. 기존의 부

정맥 분류 방법으로는 RR간격을 이용한 심실조기수축, 
심실세동, 전도 차단 부정맥 검출 방법, 독립성분검출을 

이용한 방법, 한 구간의 심전도 신호를 신경망, 퍼지 등

을 이용한 부정맥 검출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방

법들은 의료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새로운 환자의 

경우 분류 성능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4-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산

량으로 잡음을 제거하여, 정확한 R파를 검출하고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부정맥을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R 기반의 특징점 추출과 딥러닝을 

통한 부정맥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잡

음을 제거한 ECG신호에서 R파를 검출하고 자기 회귀 

모델을 통하여 QRS와 RR간격 세그먼트를 추출하였다. 
이후 딥러닝을 통한 지도학습 방법으로 가중치를 학습

시키고 부정맥을 분류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 평

가를 위해 MIT-BIH 부정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 파

라미터에 따른 훈련 및 검증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한 방

법에 대하여 논하고, 3장에서는 실험결과에 대하여 논

하고 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Ⅱ. 제안한 방법

AR 기반의 특징점 추출과 딥러닝을 통한 부정맥 분

류 방법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다. 먼저 ECG신호로부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한 후 R파를 검출한다. 검출된 R파를 이용하여 

QRS와 RR간격을 추출하여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을 

구성한다. 이후 학습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딥

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부정맥을 분류한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2.1. 전처리

전처리 과정은 심전도 신호에 존재하는 잡음을 제거

하여 R파를 정확히 검출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가능

하게 한다. R파 검출을 위한 전처리 과정은 그림 2와 같

다. 먼저 잡음이 포함된 심전도 신호로부터 기저선(base 
line)과 같은 저주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미분 연산을 

이용하였다. 이후 저주파 과정을 거친 후 발생된 구간에 

집중된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 평균을 통한 

적분 함수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제곱 연산을 통해 정점을 증폭시킴으로

써 불필요한 잡음과 구분되는 원하는 신호를 얻게된다.

Fig. 2 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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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파 검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심전도 신호의 잡음 제거를 

통해 정확한 R파를 검출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샘플

링 주파수에 따른 전처리 기법과 적응형 문턱치에 의한 

최적치를 통해 R파를 검출하였다[7]. MIT-BIH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샘플링 주파수, 이동 평균, 미분값, 피크 

문턱치는 각각 360Hz, 8, 7, 6.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차 실험을 통해 획득한 최적화된 값이며, R
파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대상 프로세서의 성능에 맞도

록 샘플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파를 검출한 후에는 정상 신호와 부정맥 신호를 

포함하는 최소 심장 사이클에 대한 구간 설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QRS와 RR간격의 최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신호의 요소를 직접 처리하는 

대신 계산량을 줄이고 신호의 모델링이 가능한 AR 
(Auto Regressive)기법을 적용하여 RR 간격과 QRS 간
격에 대한 최적 세그먼트 길이와 최적 차수의 AR모델

링 변수를 추출함으로써 부정맥 분류를 위한 딥러닝의 

입력 변수로 사용하였다. 

2.3. 딥러닝(Deep Learning)

기본적인 딥러닝 모델은 은닉층(hidden layer)이 다수 

존재하는 신경회로망으로 일반적인 신경회로망 모델에

는 1개 이상의 층(layer)이 존재하는데 입력 데이터를 표

현하는 한 개의 입력 층(input layer), 입력층과 은닉층의 

선형결합과 비선형변환으로 이루어진 한 개 이상의 은

닉층(hidden layer), 출력 값이 있는 한 개의 출력 층

(output layer)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은닉층 안에는 여

러 개의 은닉 노드(hidden node)가 존재하는데 각 은닉 

노드(node)가 하나의 입력 값의 선형 맞춤과 비선형 변

환을 표현한다. 출력 층도 모든 은닉 층 값의 선형결합

과 비선형변환의 합으로 표현된다. 
각 층 사이에는 가중치 매개변수가 출력의 값을 조절

하고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를 통해 펄스 신호

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면서 반복적인 학습 과정으로 출

력 신호가 정확히 판단 또는 분류되도록 하며, 이 과정

에서 생기는 오차는 오류역전파를 통해 각 층으로 전달

하여 매개변수들의 기울기가 변화되면서 가중치를 최

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8]. 

2.4. 완전연결 계층

완전연결 계층은 모든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가중치

와 편향(bias) 파라미터를 갖는 딥러닝에서 가장 기본적

인 층을 말하며 가중치 연산의 행렬의 내적으로 출력 값

을 계산한다. 
딥러닝에서는 각 노드에 들어오는 값들에 대해 곧바

로 다음 층으로 전달하지 않고 주로 비선형 함수를 통과

시킨 후 전달한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 

부른다. 여기서 주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선

형함수를 사용할 시 층을 깊게 하는 의미가 줄어들기 때

문이다.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로는 Sigmoid, Tanh(Hyper 
Tangent), ReLu(Rectified Linear Unit) 함수 등이 있다. 
Sigmoid함수는 신경망 초기에는 많이 사용되었지만, 함
수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기울기 손실(gradient vanishing) 
문제, 함수의 중심값으로 최적화 과정이 느려지는 문제

가 발생한다. Tanh함수는 Sigmoid의 최적화 문제를 해

결했지만 기울기 손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ReLu함
수는 Sigmoid와 Tanh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9-10]. 

2.5. 딥러닝의 출력층

딥러닝의 출력층은 입력 데이터를 정확한 클래스로 

분류하는 과정과 신경회로망의 성능을 평가하는 오차 

계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수식(1)과 같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하여 정상파형과 PVC 파형일 확

률에 대한 2개의 값을 구한다. 

 


  









    . (1)

여기서 n은 출력 층의 뉴런 개수, m은 분류할 클래스

의 개수, 는 k번째 출력임을 뜻한다.

신경회로망의 성능 평가의 지표인 오차는 손실(loss) 
함수로 계산된다. 손실 함수는 딥러닝 모델의 출력이 정

확한 클래스로 분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낮

은 수치일수록 높은 성능을 의미하기에 손실 지표를 0
에 가깝도록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

신경회로망의 성능 평가의 지표인 오차는 손실(loss) 
함수로 계산된다. 손실 함수는 딥러닝 모델의 출력이 정

확한 클래스로 분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낮은 

수치일수록 높은 성능을 의미하기에 손실 지표를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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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BIH
Rec. no.

Total 
Bit no.

Detection 
Rate(%)

100 2274 99.95
101 1866 99.94
102 2187 99.95
103 2084 99.94
104 2229 99.73
105 2602 93.05
106 2026 99.88
107 2136 100
108 1763 92.48
109 2533 99.95
111 2123 99.94
112 2539 99.95
113 1794 99.93
114 1890 99.56
115 1953 99.94
116 2395 98.96
117 1535 99.92
118 2278 99.95
119 1988 99.94
121 1863 99.87
122 2476 99.95
123 1519 100
124 1619 99.93
200 2601 99.77
201 1949 98.22
202 2138 94.95
203 2988 99.93
205 2656 100
207 2324 99.78
208 2953 100
209 3006 99.87
210 2652 100
212 2748 100
213 3250 100
214 2262 99.96
215 3362 100
217 2208 99.86
219 2154 94.57
220 2048 99.90
221 2427 100
222 2485 98.75
223 2604 99.92
228 2060 97.48
230 2256 98.18
231 1571 100
232 1783 99.94
233 3077 99.97
234 2751 100
total 109,893 99.758

Table. 1 R peak detection rate 가깝도록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 딥러닝의 출력 

계층의 소프트맥스와 교차 엔트로피 오차 함수를 하나

로 묶어서 사용되어 역전파의 최종적인 결과는 출력과 

정답레이블의 차이로 표현된다. 즉, 소프트맥스의 함수

의 결과를 교차 엔트로피를 통해 변환하게 되면 원-핫 

인코딩 값, 즉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Ⅲ. 실험 결과 및 고찰

3.1. R파 검출 성능 비교

본 논문에서는 구현된 분류 방법의 실용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샘플링 주파수가 360Hz인 MIT-BIH 데이터

베이스에 샘플링 주파수에 따른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

여 R파 검출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검출률

의 계산은 수식 (2)와 같다.

검출률 전체비트수
전체비트수

     

. (2)

위의 식에서 FP는 검출알고리즘이 R파를 검출하였

으나, MIT-BIH부정맥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

을 경우이고, FN은 MIT-BIH부정맥 데이터베이스에는 

있으나 알고리즘이 이를 검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전체 

비트는 MIT-BIH에 존재하는 R파의 총 개수이다. 표 1
과 같이 총 48개 레코드를 대상으로 한 평균 R파 검출율

은 99.758%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표 2와 

같이 기존의 필터들을 이용한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좀 

더 우수한 검출율을 나타내었다.

Algorithm Linear
Filter

Median
Filter Wavelet proposed

avg(%) 96.54 97.59 98.84 99.77

Table. 2 Comparison of legacy algorithms for R wave 
detection result

3.2. PVC 분류 성능 비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딥 러닝 모델은 완전연결층과 

ReLU층을 이용한 심층신경망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서 PVC를 평가하였다. 

딥러닝 모델 구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ECG신

호로부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한 후 R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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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하고, 검출된 R파를 기준으로 QRS와 RR간격을 검

출한다.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 셋은 QRS와 RR간격과 

라벨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구성한다. 라벨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 후 학습데이터에 

대해 미니배치를 획득하여 각 완전연결 층에서 가중치, 
편향과 연산되어 1차원 데이터로 출력된다. 이 출력은 

층의 개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마지막 층에

서 정상과 PVC 2개의 심전도 비트로 분류된다.
분류 평가에 있어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파라미

터에 따른 최적값을 비교하였다. 비교 파라미터로는 완

전연결층 개수, Epoch 수, 활성화 함수, 최적화 함수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매개변수를 갱신하여 분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개변수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로 구성되며 학습 

과정을 통해 최적값으로 갱신된다. 초기 가중치, 바이어

스 값과 학습률은 모두 0.1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한 조기수축 부정맥 분류를 위한 최적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테스트 과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 최적치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선정된 결과 값

이다. 완전 연결층의 개수는 5, Epoch 수는 10,000, 활성

화 함수는 ReLU, 최적화 함수는 Adam함수를 사용하였

을 경우 제일 높은 분류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완전 연결층과 Epoch의 값이 

그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와 다른 활성화 함수와 최적화 

함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분류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정확도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설

계한 딥러닝 신경망을 통해 부정맥을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레코드의 매개변수 갱신에 따른 분류 정확도는 다

음과 같다. 100, 202, 205, 209 레코드의 경우에는 처음

부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 

정확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들 레코드의 경우 Normal 
비트가 P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높은 분류 정확도

를 보여준 것으로 예상된다. 203 레코드의 경우 잡음이 

섞여 있어 초기 정확도는 약 90%로 낮게 나왔지만 반복

된 학습으로 96.37%의 최종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106, 
119, 200, 210, 215, 221, 228, 233 레코드의 경우 대부분 

초기 정확도는 낮았으나 1 epoch 씩 학습이 반복되면서 

특정 시점에서 정확도가 향상되어 10,000 epoch에 이르

러서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VC의 평균 분류율은 97.84%의 우수한 특징을 나타

내었다. PVC에 대한 분류율을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하

여 표 4에 나타내었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 신경망을 통

한 분류방법(ANN)보다 적은 학습 데이터의 양으로 분

류의 정확도와 처리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ECG morphology를 이용한 방법과 비

교하였을 때 QRS와 RR간격을 분류 변수로 사용한 것

은 동일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AR모델링을 통한 세그

먼트 특징을 추출과 최적 변수를 사용함 분류의 정확도

를 높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AR기반의 특징

점 추출과 딥러닝을 통한 부정맥 분류 방법은 복잡도를 

줄임과 동시에 우수한 분류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 제안된 QRS, RR세그먼트와 최적 파라미터를 통한 

딥러닝 신경망 모델은 훈련 데이터의 지역적 특성에만 

적응하는 오버피팅 현상을 해결하여 심실조기수축 비

트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cord Accuracy(%)
100 97.86
103 99.78
106 100
119 99.49
200 96.34
202 96.47
203 96.37
205 100
209 99.22
210 96.35
213 93.33
215 99.79
220 96.83
221 95.42
228 100
233 99.28

average 97.84

Table. 3 Arrhythmia classification rate

Classification method Art papers Avg(%)

ANN Shyu et al 97.04

ECG morphology de Chazal et al 94.11

Our approach proposed 97.84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algorithm and state of the art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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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13번 레코드는 학습 과정에서 0%의 결과도 

중간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정확도가 

93.33% 결과로 다른 레코드에 비해 정확도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이 레코드의 경우 PVC파형은 582개
로 많은 개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PVC패턴이 결

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레코드에 비해 PVC가 Normal
로 잘못 검출 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또한 PVC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PVC가 반복됨으로써 RR간

격이 normal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

한 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합성곱 신경망(CN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통한 분류방식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를 통해 최적의 R파를 검출하

고 이를 활용하여 단기간의 입력데이터를 근거로 연산

의 복잡도를 줄이고, 정확하게 부정맥을 분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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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처리를 통해 잡음을 제거한 ECG신호에

서 R파를 검출하고 QRS와 RR간격을 추출하였다. 이후 

딥러닝을 통한 지도학습 방법으로 가중치를 학습시키

고 검증데이터로 모델을 평가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타

당성 평가를 위해 MIT-BIH 부정맥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각 파라미터에 따른 딥러닝 모델로 훈련 및 검증 정

확도를 확인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완전 연결층의 개수

는 5, Epoch 수는 10,000, 활성화 함수는 ReLU, 최적화 

함수는 Adam함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R파의 평균 검출

율은 99.77%, PVC부정맥의 평균 분류율은 각각 97.84%
의 제일 높은 분류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증상 유무 및 종류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 IoT 헬스케어 기반의 원격진료 시스템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딥러닝 기반의 부정맥 분류 알고리즘

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맥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심장 질환자들에 대

한 전문의의 해석을 정리 보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

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적합한 부정맥 분류 알고

리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전문의와의 협력과 

임상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이를 통한 진

단 알고리즘의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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