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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된 심전도 측정 임베디드 장비에서 템플릿 기반 

직선근사화를 이용한 통신오버헤드 감소 기법

(Communication-Power Overhead Reduction Method Using 

Template-Based Linear Approximation in Lightweight ECG 

Measurement Embedde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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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y,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wearable devices is increasing. In particular, wearable devices require algorithms 

suitable for low-power and low-capacity embedded devices. Among them,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a signal compression algorithm that reduces communication overhea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torage and transmission of electrocardiogram (ECG) signals requiring 

long-time measurement. Because normal beats occupy most of the signal with similar shapes, a 

high rate of signal compression is possible if normal beats are represented by a templat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for determining the normal beat template using the template 

cluster and Pearson similarity. Also, the template is expressed effectively as a few vertices 

through linear approximation algorithm. In experiment of Datum 234 of MIT-BIH arrhythmia 

database (MIT-BIH ADB) provided by Physionet, a compression ratio was 33.44:1, and an 

average distribution of root mean square error (RMSE) wa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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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임베디드 장비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통해, 다양

한 분야에서 임베디드 장비를 활용한 기술이 연구

되고 있다 [1-2]. 특히 생체신호 모니터링 [3-5]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며, 심전도 신호 분석은 심질

환의 조기검출을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생체신호

이다. 기존의 심전도 신호 분석은 그림 1과 같이 홀

터 모니터 (Holter monitor)를 이용하여 24 시

간~72 시간가량 장시간 측정을 통한 심전도 데이

터를 수집한 후,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홀터 모니터는 장시간 측정을 위한 전원공급장

치 및 기록장치를 소지하고 다녀야하므로,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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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홀터 모니터

Fig. 1 Holter monitor

(a)

(b)

그림 2. 임베디드 장비를 활용한 심전도 신호 측정

(a) 블루투스 기반 장비

(b) 스마트워치

Fig. 2 ECG signal measurement using 

embedded device

(a) bluetooth based device 

(b) smart watch

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6]. 

최근 임베디드 장비 및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심전도 측정기술이 개선되어 스마트폰이나 스

마트워치 등을 이용하여 개인이 손쉽게 심전도 신

호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자

가진단 혹은 확보한 데이터를 전문의에게 제공하여 

분석을 요할 수 있다. 그림 2는 임베디드 장비를 이

용한 심전도 신호 측정 장비의 예시이다.

심전도 신호는 일반적으로 100 Hz 이상의 높은 

샘플링 주파수로, 짧게는 10 분, 길게는 48 시간 

이상의 장시간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는 부정맥 진단에 사용되는 비정상심박의 발생빈도

가 낮기 때문에 장시간 측정된 대용량의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때, 획득된 신호의 전송 과

정에서 원신호를 그대로 전송할 경우 대용량의 데

이터 전송과정에서 많은 전력 소모를 요구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또한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사용자 수와 검사빈도의 증가

로 인해 데이터 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저용량-저전력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

시간 동작 가능한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신호압축 기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로 동적계획법을 이용한 

직선근사화 기법이 있다 [7-8]. 이는 신호를 직선

으로 이어진 소수의 정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데

이터 량을 정점의 개수만큼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

다. 또한 직선근사화 과정에서 사용된 동적계획법 

[9]은 오차를 최적화함으로써 획득된 정점이 심전

도 신호의 시작점, 끝점, 정점과 같은 기준점으로 

잘 나타나는 장점을 가진다. 해당 기법은 시간영역

에서의 처리기법이며, 심박단위로 적용이 가능하므

로 저용량 메모리에서도 실시간처리가 가능함을 보

인다. 그러나 모든 심박이 독립적인 직선근사화가 

적용되므로, 푸리에 변환 [10]이나 웨이블릿 [11] 

등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압축 기법에 비해 낮

은 신호압축률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전도 신호의 직선근사화를 바

탕으로, 심전도 신호의 주기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신호압축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은 심

전도 신호의 정상심박의 특징에 기반을 둔다. 일반

적으로 정상심박은 유사한 형태의 심박이 주기적으

로 발생하며, 부정맥에 따른 비정상심박은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박이 정상심박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 정상심박을 대표하는 템플릿 신호를 

신뢰있게 형성한 후, 정상심박으로 분류되는 심박정

보를 템플릿 신호로 대체함으로써 신호압축률을 크

게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심박이 입력될 경우, 정상

심박은 템플릿의 스케일링 가중치만을 전송하여 통

신에 소모되는 전력소모를 최소화한다. 이 때, 템플

릿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심박은 파형의 형태

가 변형이 된 비정상심박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심

박은 부정맥 진단에 활용가치가 낮아 영향력이 적

으므로 템플릿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여도 영향력

이 낮다. 반면, 비정상심박의 근사화오차로 인한 오

검출의 발생은 부정맥 진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템플릿과의 유사도가 낮아 편차가 크게 나타

나는 비정상심박의 경우, 기존의 직선근사화를 이용

하여 근사화오차를 최소화한 압축신호를 전송한다. 

그림 3은 제안한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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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 알고리즘 흐름도

Fig. 3 Proposed algorithm flowchart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심전

도 신호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 소개한 후, 기존 직

선근사화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위해 필요한 정상심박의 템플릿 형성 기법

에 대해 설명한 후,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성능을 

분석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심전도 신호의 직선근사화

1. 심전도 신호의 구성

P파는 심방의 수축, QRS군은 심실의 수축 및 

심방의 이완, T파는 심실의 이완에 의해 각각 발생

한다. 심실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QRS군은 가장 

전위변화가 크게 발생한다. QRS군의 정점인 

R-peak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전위값을 가져 검출

이 비교적 쉽고 정확한 까닭에 심박을 구분하는 기

준이 된다. R-peak의 검출을 시작으로 QRS군, P

파, T파의 기준점을 순차적으로 검출한 후, 특징값

의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4는 일반적으로 심전도 신호분석에 활용되

는 기준점 및 특징값을 나타낸다. 그림 5는 대표적

인 비정상심박인 조기심실수축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PVC)과 조기심방수축 

(Premature atrial contraction, PAC)에 대한 예시

로써 심전도 신호의 변형이 발생하여 형태 및 특징

값이 변형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정

상심박은 발생빈도가 높으며, 형태 정보가 유사하므

로 하나의 템플릿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2. 심전도 신호의 직선근사화

일반적으로 전위 변화가 작은 기저선 영역과 전

그림 4. 심전도 신호의 기준점 및 특징값의 구성

Fig. 4 The composition of fiducial points and 

features of ECG signal

(a)

(b)

그림 5. 비정상 심박의 예시

(a) 조기심실수축 (V) 

(b) 조기심방수축 (A)

Fig. 5 Examples of abnormal beats

(a)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V)

(b) Premature Atrial Contraction (A) 

위 변화가 큰 파형 영역의 경계인 시작점 및 끝점

과 같은 기준점은, 경계가 모호하여 검출이 어렵다. 

그러나 소수의 정점으로 직선근사화를 통해 표현할 

경우, 기준점이 정점으로 잘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전역 최적화 기법인 동적계획법을 이용하여 근사화 

오차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동적계획법은 전역최적

화 기법이므로 복잡도가 높은 단점을 지니며, 개

의 샘플 중, 개의 정점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그림 6과 같이 의 복잡도로 나타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

해 개선된 동적계획법은 심전도 신호의 특성에 의

해 그림 7과 같이 복잡도가  및 로 개

선되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경량

화 된 임베디드 장비에서도 동작 가능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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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일반적인 동적계획법의 복잡도

(a) 공간복잡도 

(b) 시간복잡도

Fig. 6 Complexity of conventional dynamic 

programming 

(a) spatial complexity

(b) time complexity

동적계획법을 최적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직선근사화

는 심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신호압

축률이 낮은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정상심

박의 주기적인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정상심박의 

템플릿 신호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신호압축 기

법을 제안한다.

Ⅲ. 템플릿 형성 

심전도 신호는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사람의 정상심박이 다른 사람의 비정

상심박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심

박의 템플릿은 개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어져야하

는 어려움이 있다. 템플릿의 형성은 전문가에 의해 

장시간 관측된 후, 수동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

며, 자동으로 형성하는 경우 입력된 데이터의 평균 

혹은 중간값 등의 통계값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그

러나 전문가에 의한 수동 형성과정 [12]은 비용 및 

시간이 크게 요구되며, 전문가의 학습정도, 컨디션 

등에 따라 동일한 데이터에도 결과가 상이하게 나

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의 통

(a)

(b)

그림 7. 개선된 동적계획법의 복잡도

(a) 공간복잡도

(b) 시간복잡도

Fig. 7 Complexity of advanced dynamic 

programming

(a) spatial complexity

(b) time complexity

계값을 이용하여 템플릿을 형성할 경우 [13], 비정

상심박과 같은 이상치 (outlier)가 입력되어 템플릿 

정보가 왜곡되며, 중간값과 같은 통계값의 경우 장

시간 측정 데이터를 요구하므로 저용량 메모리를 

사용하는 임베디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피어슨 유사도를 이용하여 템플

릿 군을 형성한 후, 밀집도가 가장 높은 템플릿을 

대표템플릿으로 획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피어슨 

유사도를 통해 정상/비정상 심박 간의 분리하여 템

플릿 군을 형성함으로써 정상/비정상 심박 간의 혼

합을 방지하며, 정상심박의 발생빈도가 높은 특징에 

기반하여 형성과정에서 측정된 밀집도가 가장 높은 

템플릿을 대표템플릿으로 획득함으로써 신뢰있는 

정상 심박의 템플릿을 형성한다. 제안 방법에 대한 

세부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입력심박을 템플릿 군의 첫 번째 템

플릿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템플릿의 밀집도를 1로 

초기화한다. 이에 대한 알고리즘은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초기화 후, 순차적으로 심박을 입

력하여 템플릿 군을 갱신한다. 입력된 번째 심박에 

대해, 가장 유사한 템플릿을 검출한다. 만약 가장 

유사한 템플릿과의 유사도가 임계값을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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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

input beat


 : 

th
template of cluster


 : count of 

th
template

 : number of template in cluster

Initialize


  


  

  

그림 8. 템플릿 군 초기화 알고리즘

Fig. 8 Template cluster initialization algorithm

 : maximum similarity

 : template number at 

 : pearson similarity

 : threshold for update

Update

% 
th

input beat is given as  

  % Initialize

% Find most similar template

for  from 1 to 

   Calculate  between   and 


   if  

      
       

   endif

endfor

if    % Update using weighted mean

   
 

×
 



   
 



else  % Added as a new template

   

   
 

   


endif

그림 9. 템플릿 군 갱신 알고리즘

Fig. 9 Template cluster update algorithm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템플릿을 업데이트한 후, 밀집

도를 증가시킨다. 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템플릿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템플릿으로 추가한다.

이 때, 템플릿 형성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두 

신호 ( ) 간의 유사도 측정은 심전도 신호의 기

저선 변동 및 스케일 변화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

기 위해 식 (1)의 피어슨 유사도를 이용한다.





  







  (1)

 : maximum position in 

Optimization

  

for  from 2 to 

   if  




      

   endif

endfor


 is determined as representative 

template

그림 10. 대표 템플릿 결정 알고리즘

Fig. 10 Representative template determination 

algorithm

여기서 은 신호의 길이이며, 와 는 각각 평

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평균을 제거

한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두 

신호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그림 9는 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 9의 알고리즘에서 템플릿의 갱신은 가중평

균을 이용한다. 가중평균에서 사용되는 가중치는 해

당 템플릿의 밀집도를 이용한다. 즉, 높은 밀집도를 

가지는 템플릿은 변형된 심박이 입력되어도 밀집도

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템플릿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중평균을 이용하므로, 기존의 

템플릿 형성에 사용된 심박정보를 별도로 저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한다. 

템플릿 군을 갱신한 후, 최종적으로 가장 밀집도

가 높은 템플릿을 정상심박의 템플릿으로 검출한다. 

이는 정상심박이 신호의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밀집

도가 가장 높은 템플릿은 정상심박의 템플릿이 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에 기반을 둔다. 그림 10은 이

를 나타내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11은 Physionet에서 제공하는 MIT-BIH 

ADB [14]의 119번 데이터에 대해, 제안 방법에 

따른 템플릿군과 정상심박의 템플릿 형성과정을 순

차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8의 알고리즘을 통

해 그림 11 (a)와 같이 초기심박이 초기 템플릿 군

으로 획득된다. 여기서는 비정상심박이 초기심박으

로 들어온 상태이다. 그림 9의 템플릿 군 갱신을 통

해 그림 11 (b)와 같이 템플릿 군이 형성된다. 그림 

11 (b)의 범례는 각 템플릿의 밀집도를 나타낸다. 

그림 11 (c)는 그림 11 (b)의 템플릿 중, 정상심박

의 형태에 가까운 템플릿만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1 (b)의 범례와 비교할 경우, 밀집도가 가장 높은 

두 템플릿이 정상심박의 템플릿으로 분류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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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1. 템플릿 군 및 정상심박의 템플릿 형성과정

(a) 전체 심박 정보 및 초기 심박  (b) 템플릿 군 형성  (c) 정상 템플릿 추출

Fig. 11 Process of generating template cluster and template of normal beat

(a) total beat and initial beat  (b) generating template cluster  (c) extract normal template

Raw signal sample × amplitude

650,000 × 14 = Total 9,100,000 bit

Approximation 
of beats

beats ×
(Initial vertex position +
(vertices ×
(vertex interval + 

  vertex amplitude))

2751 × (64 + 20 × (5 + 14)) = 
Total 1,221,444 bit

Compression ratio
100% × (1-1,221,444/9,100,000) = 86.58%

7.45 : 1

표 1. 기존 방법에 따른 신호압축률

Table 1. Signal compression ratio according to 

the existing method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안 방법은 템플릿 군의 형성을 통

해 정상/비정상 심박이 별도의 템플릿을 형성하게 

되므로 템플릿의 변형이 최소화되었다. 또한 정상심

박의 빈도수가 높은 특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가

장 높은 밀집도를 가지는 템플릿은 정상심박의 템

플릿이 되었다. 따라서 제안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정상심박의 템플릿 획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

다.

Ⅳ.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Physionet에서 제공하는 

MIT-BIH ADB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MIT-BIH ADB의 각 데이터는 360 Hz의 샘플링 

Raw signal sample × amplitude

650,000 × 14 = Total 9,100,000 bit

Approximation 
of template 

vertices ×
(vertex interval + 
vertex amplitude)

20 × (5 + 14) = Total 380 bit

Normal beats

beats ×
(R-peak position + 
maximum amplitude + 
minimum amplitude)

2751 × (64+14+14) = Total 253,092 bit

Compressed signal
380+253,092 = Total 253,472 bit

Compression ratio
100% × (1-253,472/9,100,000) = 97.21%

35.90 : 1

표 2. 제안 방법에 따른 신호압축률

Table 2. Signal compression ratio according to 

the proposed method

주파수, 14 bit의 전위 정보로 약 30분간 측정된 

65만 개의 샘플로 구성된 신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234번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제안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직선근사

화를 개별 심박에 대해 각각 적용한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한다.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신호압축률은 각각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의 기존 방법과 달리, 표 2

의 제안 방법은 템플릿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 심박

에 대한 20개의 정점 정보를 개별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데이터량을 크게 절감한다. 그림 12는 표 

2의 실험결과 중 일부이다. 그림 12와 같이 정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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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템플릿 기반 신호 근사화 예시

Fig. 12 Example of signal approximation based 

on template

박은 유사한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표 2의

최대전위 및 최소전위의 전위차를 사용하여 스케일

링 된 템플릿을 적용하여도 대략적인 형태가 잘 유

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사화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식 (2)의 

RMSE를 이용한다.

 





  






(2)

RMSE를 적용하여 측정한 표 1과 표 2의 각 심

박에 대한 근사화오차의 분포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에서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심박은 비정상

심박을 나타내며, 1298번째 ~ 1347번째의 연속된 

비정상심박들은 P파의 왜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속된 조기접합부수축 (Premature junctional 

contraction, PJC)이다. 

그림 13의 근사화오차의 평균은 각각 0.28%와 

1.55%로, 템플릿을 적용하여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근사화오차를 유지한다. 또한 대부분의 근사화오차

가 유사한 그림 13 (a)와 달리 제안방법을 적용한 

그림 13 (b)에서는, 비정상심박 혹은 기저선 변동이 

포함된 정상심박은 높은 근사화오차를 가지는 특징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그림 13 (b)의 정상심박 중, 기저선 

변동에 의해 근사화오차가 크게 측정된 심박의 예

시이다. 그림 14와 같이, 기저선 변동으로 인해 높

은 근사화오차를 가지나, 부분적인 P파, QRS군의 

형태정보는 템플릿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1과 표 2, 그리고 그림 13의 실험결과를 통

해, 기존 방법은 낮은 근사화오차와 낮은 신호압축

률을 가지며, 제안 방법은 높은 근사화오차와 높은 

신호압축률을 가지는 절충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맥 진단에 있어서 정상심박은 영향력이 

(a)

(b)

그림 13. 근사화 오차 분포

(a) 기존 방법

(b) 제안 방법

Fig. 13 Approximation error distribution

(a) existing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14. 그림 13 (b)의 654번째 심박의 근사화 

오차

Fig. 14 Approximation error of 654th beat in 

Fig. 13 (b)

낮은 반면 비정상심박은 영향력이 높다. 따라서 정

상심박은 신호압축률에 중점을 둔 템플릿을 제안방

법을 적용함이 적합하며, 비정상심박은 근사화오차

에 중점을 둔 기존 직선근사화 방법을 적용함이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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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signal sample × amplitude

650,000 × 14 = Total 9,100,000 bit

Approximation 
of template

vertices ×
(vertex interval +
vertex amplitude))

20 × (5 + 14) = 
Total 380 bit

Normal beats

beats ×
(R-peak position + 
maximum amplitude + 
minimum amplitude)

2698 × (64+14+14) = Total 248,216 bit

Abnormal 
beats

beats ×
(Initial vertex position +
(vertices ×
(vertex interval + 

  vertex amplitude))

53 × (64 + 20 × (5 + 14)) = 
Total 23,532 bit

Compressed signal
380+248,216+23,532 = Total 272,128 bit

Compression ratio
100% × (1-272,128/9,100,000) =  97.01%

33.44 : 1

표 3. 심박 분류에 따른 적응적 신호압축률

Table 3. Adaptive signal compression ratio 

according to beat classification

표 3은 정상심박과 비정상심박에 따라 제안 방

법과 기존 방법을 각각 적용한 경우의 신호압축률

을 나타낸다. 표 3과 같이, 비정상심박은 드물게 발

생하므로, 별도의 직선근사화를 통해 압축하더라도 

높은 신호압축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템플릿을 이용하여 정상심박의 정보량을 최소화

하며, 비정상심박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직선근사화

를 통해 정보손실을 최소화한 압축결과를 얻는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전도 신호의 직선근사화 기법

을 기반으로 신호압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

상심박이 가지는 특징에 기반하여 정상심박의 템플

릿을 이용한 신호압축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

법은 심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상심박은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며, 부정맥 진단에 활용도가 낮은 특

징을 기반으로 한다. 피어슨 유사도와 템플릿 군을 

이용한 신뢰있는 정상심박의 템플릿을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다수의 정상심박을 효과적으로 나

타냄으로써 신호압축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비

정상심박의 경우, 별도의 직선근사화 정보를 저장하

더라도 높은 신호압축률을 가짐을 보였다. 또한 템

플릿 형성과정에 사용된 가중평균은, 메모리 사용량

을 최소화함으로써 저용량 임베디드 장비에서도 구

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차후 연구로써, 비정상심박의 형태가 유사하게 

반복될 경우, 템플릿 군 형성 과정에서 획득된 비정

상심박의 템플릿을 이용하여 신호압축률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상심박의 템플릿

을 비정상심박에 적용할 경우, 높은 근사화오차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통해 비정상심박 검

출 기법으로의 응용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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