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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심전도를 이용한 생체 인식 기술은 피험자에 피부자극을 일으키지 않고 위조가 어렵다. 기존의 생체 인식 시

스템인 지문, 얼굴 등의 인식시스템과 쉽게 접목이 가능하여 다중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 계수를 사용한 심전도의 파형 특성분석법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심전도 신호의 특징추출은 총 9개의 이산 웨이블릿 변환 계수를 대상으로 상관 계수 분석으로 수행하였

다. 식별은 각 클래스의 특징벡터를 입력으로 오류 역전파 신경망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MIT-BIH QT 데이

터베이스내 24명의 심전도에 대해 98.88%의 식별율을 나타냈다.

ABSTRACT

Research on how to use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is being actively

conducted. Electrocardiogram(: ECG) based biometric system is difficult to counterfeit and does not cause skin irritation on the

subject. It can be easily combined with conventional biometrics such as fingerprint and face recognition to give multimodal

biometric systems. In this thesis, biometric identification method analysing ECG waveform characteristics from Discrete Wavelet

Transform(DWT) coefficients is suggested. Feature selection is performed on the 9 coefficients of DWT using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verification is achieved by using the error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s. Using the proposed approach on 24

subjects of MIT-BIH QT Database, 98.88% verification rate has been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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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체 기관의 특성을 이

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용화된 생체 인식 시스템은 홍

채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정맥 인식 방법 등이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생체 정보들은 위조 및 변조

의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의 부재 시에도 사용될 수

있어 산소레벨, 체온, 빛의 흡수나 반사, 동공의 수축

정도 등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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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시스템이 요구된다[2]. 생체정보 중 심전도 신호

는 개개인 마다 심장의 위치, 크기, 구조, 나이, 성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개인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록되는 생체 신호이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어렵고, 위치의 장소에 구애 없이 측

정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심전도를 이용한 생체인식은 2000년부터 미국, 일

본, 캐나다 및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 연구되기 시작

했다. 2001년 Lena Biel은 SIMENS사의 ECG 신호측

정 장비에서 20명의 피실험자에게 심전도를 측정하여

30개의 추출된 특징으로 개인인식을 수행하여 100%

인식결과를 보였다. John M, Irvine은 심장이 스트레

스인 상태에서도 심전도가 개인인식에 사용될 수 있

다는 유효성을 입증하였으며, T. W. Shen, Steven

A.Israel 등에 의해 심전도의 개인 인식 알고리즘이

소개되었다[3]. 일반적인 심전도 개인 인식 알고리즘

은 특징점 분석법, 형태분석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심전도 신호의 이산웨이블릿 변환

을 이용해 특징점을 추출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분

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심전도

전기적 자극에 의해 심장이 수축한다는 사실이

1856년 Kőliker와 Műler에 의해 처음 밝혀졌으며, 심

장의 전기적 활동에 의한 신호의 측정은 1903년 네덜

란드의 생리학자인 Williem Einthhoven에 의하여 최

초로 시도되었다. 그는 자신이 고안한 검류계를 이용

하여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표면

에서의 전위차를 기록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심전도

(ECG : Electrocardiogram)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

었으며, 이후 심전도 신호는 심장질환(heart disease)

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4].

심근의 세포활동으로 심장에 전기적 자극을 발생시

켜 심근을 수축시키는 것을 탈분극이라 하고, 심근의

전기적 회복으로 심근이 이완되는 것을 재분극이라

한다. 심방과 심실의 탈분극과 재분극에 의해 발생한

전류는 전극에 의해 측정된 후에 증폭되고 표시되어

심전도 기록지에 파형과 군으로 기록된다. 심방의 탈

분극은 P파로 기록되고 심실의 탈분극은 Q, R, S파,

즉 QRS 군으로 기록된다. 심방의 재분극은 심방 T파

로 심실의 재분극은 심실 T파로 기록된다. 심방 재분

극은 정상적으로 심실 탈분극 동안에 발생하기 때문

에 심방 T파는 QRS군에 묻혀서 나타나지 않는다. 정

상 심장주기 내에서 P파가 처음에 발생하고 이어서

QRS군과 T파가 나타난다. 심전도 파형의 변화지점을

표시하는 P, Q, R, S, T 라는 특징값의 조합으로 해

석되는 신호의 크기, 거리, 모폴로지로 구성된 형태는

특징 검출을 통해 심전도 해석의 중요한 임상적 소견

을 제공한다[5]. 그림 1은 전형적인 심전도 신호의 파

형과 파형간 특성을 나타낸다.

정상 심전도에서 P파는 동방결절에서 나온 전기적

자극이 심방을 수축 시킬 때 일어나는 심방 탈분극으

로 소요시간은 0.05～0.12초이다. 정상 QRS군은 정상

심실의 탈분극 상태로, 동방결절에서 시작한 전기 자

극이 방실결절을 거쳐 심실로 전도되어 좌·우 심실벽

및 심실중격을 흥분시켜 심실을 수축시킬 때 나타나

며 정상기간은 0.06～0.12초이다. QT간격은 QRS군의

시작점에서 T파의 끝점까지로 정상인 경우 0.32~0.4초

정도의 간격을 가지며, 심실의 탈분극 시작부터 재분

극 종료까지의 시간을 나타낸다. T파는 심실수축 후

의 회복기를 나타내는 심실의 재분극으로 소요시간은

0.1～0.25초이다.

그림 1. 심전도 신호 파형
Fig. 1 A typical ECG waveform

2.2 이산웨이블릿 변환

웨이블릿 변환은 입력된 샘플링 주파수를 다른 형

태의 샘플링 주파수로 변환시켜 다양한 주파수 대역

에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다해상도 시스템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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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신호에 적용함으로써 잡음제거 및 파형분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신호내의 각 특징 요소들에

대한 높은 분해능을 제공한다[6].

웨이블릿 변환은 입력신호를 웨이블릿 함수와 스케

일 함수에 각각 곱하여 고주파와 저주파로 주파수 대

역을 나누어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변환된 신호

를 분석할 수 있다. 웨이블릿 함수 로부터

스케일 계수 와 천이요소 로 구분하여 식(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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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의 이산신호 을 이산 웨이블릿으로 변

환시키려면 식(1)에서의 스케일링 요소()와 천이요소

()를 이산화 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레벨  

일 경우 고주파 성분의 신호인 

과 저주파

신호인 

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심전

도 이산 신호를 =

 + 


으로 나

타내며 일반적으로 식(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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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레벨 가 감소함에 따라 샘플수가 2분주

됨을 나타낸다. 식(2)는 고주파 성분인 detail 신호로

써 웨이블릿 함수의 천이요소()에 의해서 입력신호

의 고주파 성분을 레벨 에 따라 분할하며, 식(3)은

저주파 성분 approximation 신호로써 스케일 요소()

에 의해 입력신호의 저주파 성분을 레벨 에 따라 분

할한다[7].

(detail)는 웨이블릿 계수와 관련된 FIR 고대역

필터계수이고 (approximation)는 스케일 함수 계수

와 관련된 FIR 저대역 필터계수이다. 각 필터를 지나

그 길이가 반으로 감소한 신호를 다음 스케일 레벨에

서 반복하여 변환시킨다. 웨이블릿 변환으로 추출된

웨이블릿 계수는 웨이블릿 모함수에 대한 유사도로

이는 주어진 시간에 따른 주파수 신호를 나타낸다. 그

림 2는 입력신호가 저주파 부분과 고주파 부분으로

분해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저주파 부분을 순차적

으로 분해해 가는 다중 해상도 분석과정을 단계별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2. 이산 웨이블릿 변환
Fig. 2 Discrete wavelet transform

Ⅲ.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심전도 신호의 개인 식별을 위

한 처리 순서 블록 구조도는 그림 3과 같으며, 실험을

위해 사용한 심전도 데이터는 MIT-BIH QT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였다[8].

그림 3. 심전도신호 식별 시스템
Fig. 3 ECG identification system

MIT-BIH QT 데이터베이스내의 심전도 신호에 대

한 정확한 P, QRS, T파의 검출은 각 신호에 대한 개

인 식별 판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

주기의 심전도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QRS군을 검출한 후, 기준 구간을 설정하고 P파와 T

파를 검출한다.

전처리 과정으로 측정시 호흡 및 움직임등에 의해

심전도 신호내에 삽입되어 있는 기저선 변동을 제거

한다. 기저선 변동 제거를 위해 연속된 두 개의 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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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필터를 사용하여 기저선을 추출한 후 이를 원 신

호에서 감산하였다[9].

전처리된 신호에서 R-peak를 검출하기 위해 미분

값인 을 구한다.

    (4)

이 값을 제곱한 후에 식 (4)와 같이 이동 평균 필

터 기법을 사용하여 R-peak 값을 강조한다. 여기서

필터의 구간 길이는 5로 하였다.

식 (5)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의 최댓값이

R-peak 이고 또한 한 주기를 200ms로 한정하여 반복

적으로 R-peak를 검출하였다[10].

 






 (5)

Q-peak를 검출하기 위해서 R-peak 값에서 좌측 방

향으로 일정한 범위내의 신호 차이를 구해보면

R-peak와 신호 사이의 최대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발

생하게 된다. 바로 이지점이 Q-peak로 해석되며

S-peak 또한 Q-peak 검출법과 같은 방법으로 R-peak

의 우측 방향으로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고 R 값과 최

대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S-peak로 해석한다[11].

일반적인 QRS 군의 간격은 0.04초에서 0.12초로 R

파를 중심으로 150ms 내에 나타나므로, 검출된 하나

의 R-peak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31개의 데이터와 오

른쪽으로 32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64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세그먼트로, 그림 4와 같이 특징값 추출을 위

해 총 256개의 데이터로 구성된다[12].

그림 4. 특징값 추출을 위해 구성된 256개의 데이터
Fig. 4 256 synthesis data for feature extraction

구성된 256개 데이터에 대한 특징 추출을 위해

Db6 모 웨이블릿을 이용하여 8레벨까지 이산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5는 #sel16265 신호의 웨

이블릿 분해 계수이다. 이 계수중에 QRS 군의 에너지

가 웨이블릿 스케일 레벨 3, 4, 5, 6의 주파수 대역에

집중되어 있어 , , , 의 detail 웨이블릿 계

수만을 특징값으로 사용하였다[13-14].

그림 5. #sel16265 웨이블릿 분해 계수
Fig. 5 Wavelet transform detail coefficients of #sel16265

추출된 99개의 특징값을 개인 식별을 위한 파형분

류기인 오류 역전파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신경망의 네트워크 구조는 입력뉴런 99개, 은닉1계층

뉴런 50개, 은닉2계층 뉴런 25개 그리고 출력뉴런을

24개로 구성하였다.

MIT-BIH QT 데이터베이스내 11명의 정상 심전도

신호와 13명의 부정맥 심전도 신호의 데이터중 20%

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

하고 나머지 80%는 개인 식별을 위한 실험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총 24명의 측정자를 대상으로 측정자 당

100회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표 1과 같이 98.88%의

식별율을 나타냈다. 정상인 심전도가 아닌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높은 개인 식별

결과를 수행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체에서 측정되는 생체신호중 심장

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인 심전

도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한 이산 웨이블릿 변환 계수를 이용한 심전

도의 파형 특성 분석과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는 정상

심전도와 부정맥 심전도를 갖는 24명의 데이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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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Data

1
6
2
6
5

1
6
2
7
2

1
6
2
7
3

1
6
4
2
0

1
6
4
8
3

1
6
5
3
9

1
6
7
7
3

1
6
7
8
6

1
6
7
9
5

1
7
1
5
2

1
7
4
5
3

1
0
0

1
0
2

1
0
3

1
0
4

1
1
4

1
1
6

1
1
7

1
2
3

2
1
3

2
2
1

2
2
3

2
3
0

2
3
1

sel16265 99

sel16272 100

sel16273 1 100

sel16420 100

sel16483 100

sel16539 100

sel16773 100

sel16786 100

sel16795 99

sel17152 98 2 1

sel17453 1 100

sel100 100 1

sel102 98

sel103 100

sel104 2 94 1

sel114 100

sel116 100 1

sel117 98

sel123 99

sel213 2 95

sel221 4 98 1

sel223 1 3 1 96

sel230 100

sel231 2 3 99

표 1. 심전도 신호 식별의 분할표
Table 1. Contingency table of ECG identification

해 98.88%의 식별율을 나타냈다.

향후 실시간에서의 동적인 상황과 잡음 환경에서

심전도 신호를 이용한 개인 식별에 대한 연구와 간단

한 접점만으로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심전도 레코

드의 하드웨어 개발에 대한 연구는 심전도 생체인식

기술의 실용성 및 상용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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