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0, No. 3, March 2017(pp. 465-473)
https://doi.org/10.9717/kmms.2017.20.3.465

1. 서  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에서 

개인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ID/

PW 방식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인증 방식

은 대형포탈 사이트에서의 유출로 사회적 문제가 발

생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생체신호를 이용한 개인

인증 방식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생체신호는 지문

인식[1], 홍채인식[2], 음성인식[3]과 같이 개인의 고

유성을 지닌 생체특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인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체신호들은 사고나 선

천적 장애에 의해 신체일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되어 

생체신호를 획득할 수 없거나 변형되는 문제가 존재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지문과 같이 생체인증기기에 

접촉할 때 발생하는 흔적을 채취하여 생체정보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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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나 프린트된 이미

지를 통한 홍채의 위조, 녹음기를 이용한 음성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4].

생체인증의 문제점을 최소화 및 낮은 인증률을 보

완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생체신호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5,6]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생체신호

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중 심전도 신호가 

각광받는다. 또한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은 손가락,

안구, 음성 등의 사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IoT

(Internet of Things)와의 접목이 어려우나, 심전도 

신호는 손목에 장착하는 밴드형 디바이스를 통해 일

상생활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을 가져 이를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심전도 신호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그린 신호로

써, 심장질환의 진단 및 예후활동에 널리 사용된다.

심전도 신호는 20세기 후반 디지털 신호분석이 가능

해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 중 가장 흔히 

쓰이는 분석은 심박변이(HRV: Heart Rate Vari-

ability) 측정[7]이다. 심전도 신호는 산모와 태아의 

신호를 분리하는 연구[8], 심방 및 심실 세동과 심근 

경색증 등의 부정맥 식별[9-12], 그리고 개인인증에 

관한 연구[13-19]까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심전

도 신호는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P파, 심실의 탈

분극을 나타내는 QRS군, 심실의 재분극을 나타내는 

T파로 구성할 수 있다. 각 파형은 개인에 따라 탈분

극이 시작되는 지점인 Pacemaker의 위치 및 심장의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파형의 형태에 

고유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인증

이 진행된다.

심전도 신호의 개인인증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P파, QRS군, T파의 시작

점, 끝점, 첨두를 각각 기준점으로 검출한 후, 이들 

사이의 거리정보 혹은 각 기준점들에서의 전위차이 

등을 특징값으로 획득하여 개인인증을 진행하는 방

식이다[13,19]. 또 다른 방식은 파형의 형태를 직접적

으로 사용하여, 파형 형태의 유사성을 획득하는 방식

으로 개인인증을 진행하게 된다[14]. 기준점 기반의 

개인인증 방식은 다양한 특징값을 바탕으로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13],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15] 등의 알고리즘을 접목시

켜, 유의미한 특징값을 획득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개

인인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인증 알고리즘은 대부분 10～

30명 가량의 소규모 그룹에 대한 알고리즘이며, 50

～70명 이상의 다수의 그룹에 대해 적용할 경우 오검

출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기준점 

기반의 개인인증의 경우, 유사한 특징값을 가지는 데

이터가 많아짐으로써 오검출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점과 형태 기반의 개인인증의 경우, 데이터

베이스가 많아짐에 따라 형태비교과정에서 수행시

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그룹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

는 개인인증을 위해 기준점 기반의 개인인증과 형태 

기반의 개인인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계층적 개

인인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특징값의 

비교를 통해 개인인증 후보군을 검출하는 단계와 검

출된 후보군에 대해 형태 기반의 개인인증을 진행하

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는 다수의 그룹에 대해 기

준점 기반 개인인증은 후보군 검출단계까지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며, 형태비교를 후보군에 대해서만 진

행함으로써 수행시간을 크게 줄이면서 검출 정확도

를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계층적

으로 개인인증을 진행함으로써, 다수의 그룹에 대해

서도 신뢰성 있는 개인인증을 짧은 수행시간에 진행

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Physionet에서 제공하는 74개의 QT-DB

에 대해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의 

분석 및 타 논문과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 알고리즘

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계층적 심전도 신호 개인인증
제안 알고리즘은 다수의 그룹에 대한 개인인증을 

진행할 때, 기준점 기반의 개인인증과 형태 기반 개

인인증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두 가지 개

인인증 방식을 계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다. 먼저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제안 알고리즘은 크게 전처리 단계, 기준점 기반 

후보군 검출 단계(1단계), 형태기반 개인인증 검출 

단계(2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각 단계를 자세히 풀

어보면, 먼저 전처리 단계에서는 입력신호에 대해 노

이즈 제거 및 R-peak 검출이 진행된다. 그리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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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출단계에서는 검출된 R-peak 점을 기준으로 심

박을 분류하고, 기준점 검출 및 특징값 획득을 한 후 

특징값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각 심박 별로 개인인증 

후보군을 결정한다. 형태기반 개인인증 단계에서는 

앞서 결정된 후보군에 대해서만 심박 별로 형태기반 

개인인증을 진행한 후, 심박에 따른 개인인증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입력신호에 대한 최종 개인인증 결과

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자세한 방법과 

사용된 기법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전처리
심전도 신호 측정 시에 발생하는 노이즈는 기준점

의 오검출을 야기한다. 따라서 심전도 신호분석에는 

전처리가 선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처리 

알고리즘에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대역필터[20], 웨

이블릿을 이용한 필터[21], 형태학적 연산 기반의 필

터[22] 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심전도 신호 측정 중에는 측정장비로 

인해 약 60Hz의 전원노이즈가 발생하며, 측정장비 

주변의 근육 움직임에 의한 노이즈 및 0.06Hz 근처의 

기저선 변동 등이 발생한다. 실제 심전도 신호는 약 

1.1～40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며, 본 논문에

서는 노이즈 및 기저선 변동의 제거를 위해 대역필터

를 적용하였다.

2.2 R-peak 검출
R-peak 검출은 심전도 신호 해석의 가장 기본적

인 단계로써 정확한 검출을 필요로 한다. R-peak 검

출결과를 이용하여 분당심박수(BPM: Beat Per

Minute)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R-peak를 기준점으

로 QRS군의 시작점과 끝점을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또 다시 P파와 T파의 검출이 진행된다. R-peak의 

검출은 기준점 검출에 중요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형태 기반의 심전도 신호 분석에도 각 심박의 형태정

보를 획득하는데 기준점으로써 중요하게 사용된다.

R-peak 검출 방식에는 미분신호 및 평균필터를 

이용하는 방법[20], Wavelet을 이용하는 방법[21], 불

응기를 이용한 적응적 탐색구간을 이용하는 방법

[23] 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가장 대표

적인 Pan and Tompkins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R-

peak를 검출한다[20].

2.3 기준점 검출
R-peak의 검출을 기반으로, QRS군의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P파와 T파의 시작점과 끝점, 첨두를 

기준점으로써 검출한다. 기준점 검출 방법에는 

Wavelet을 이용한 검출[21], 적분 기반 검출[24], 곡

Authentication

Input Signal
R-peak 

Detection
Remove NoisePreprocessing

Separate
Beats

Find 
Fiducial
Points

Extract 
Features

Determine
Candidates1st step

Compare 
Waveforms

Summarize 
Results

Authenticate 
Heartbeats2nd step

Fig. 1. The proc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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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기반 검출[15] 등이 존재한다. 그 중 본 논문에서

는 곡률 기반의 검출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Fig. 2는 

곡률값을 계산하는 형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곡률은 Fig. 2와 같이 서로 다른 세 점 

           를 이용하며, 그 중 

중심점로부터 다른 두 점을 이은 직선까지의 

거리를 중심점에서의 곡률값()으로 측정한

다. 식 1은 두 벡터의 외적을 이용하여 정의된 곡률값

을 계산하는 식이다.

 

×
  

  


        


      (1)

이와 같이 정의된 곡률값은 각 파형의 시작점, 끝

점, 첨두와 같은 기준점에서 극값을 가지게 된다.

Fig. 3은 입력된 원신호와 입력신호에 대해 전처리를 

통한 기저선 변동 및 노이즈 제거, Pan and Tomp-

kins 알고리즘을 적용한 R-peak 검출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식 (1)의 곡률기반 기준점 검출을 진행하

여 기준점을 획득한 결과이다.

2.4 특징값 획득 및 후보군 검출
획득된 P파, QRS군, T파의 시작점, 끝점, 첨두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15]에서 제안한 15개의 

특징값에 추가적으로 QRS군의 너비, PP간격, RR간

격을 추가한 특징값을 사용한다. Table 1은 사용된 

18종류 특징값을 나타내는 표이다.

검출된 기준점으로부터 Table 1과 같이 18개의 특

Fig. 2. The description of the curvature calcu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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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traction of the fiducial points (a) input signal with noise, (b) fiducial points detection after noise r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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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값을 획득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 데이터

의 대표파형들의 특징값들과 유사도를 측정한다. 유

사도는 각 특징값에 대해 개별 유사도를 측정한 후,

이를 합하여 획득하고, 개별 유사도는 식(3)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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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  ≦    




 

 

 
 
 i f     

(2)

where

  log log≈     

여기서 는 입력신호의 번째 특징값을 의미하

며, 와 는 비교 데이터의 번째 특징값의 분포가 

가지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또한 는 식(3)

에서 제안된 세 개의 구간을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된 조정값으로 여기서는 0.01을 사용

하였다. 개별유사도는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

하는데, 먼저 특징값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다소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를 중심으로  너비의 

구간에 대해 1-의 값을 갖는 Uniform 분포 영역이 

있다. 그리고 Uniform 분포구간을 중심으로 양옆 구

간은 Sigmoid 함수를 기반으로 한 영역으로써,

 ±에서 1-의 값을 시작으로 점차 감소하여 

 ±에서 0.5를 가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Fig. 4는 

식(3)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와 같이 각 특징값에 대해 개별유사도를 획득하

고, 개별유사도의 총합이 임계값을 넘는 데이터에 대

해 후보군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선출된 후보군에 대

해서만 형태 기반의 개인인증을 이어서 진행한다.

Fig. 4. The extraction of the fiducial points.

제안한 후보군 검출은 일부 데이터의 경우 특징값

이 매우 유사하고, 실제 데이터는 노이즈로 인한 오

차의 발생으로 임계값에 따라 실제 데이터가 후보군

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었으며, 여러 개의 

심박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개인인증

을 하기 때문에 후보군 검출 단계에서의 실제 데이터

가 후보군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다.

2.5 파형 비교 및 최종 개인인증
NCC(Normalized Cross Correlation)는 두 파형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19], 입력신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신호()에 대해 식 (4)과 같

이 측정한다.

  



  





  
(4)

여기서 는 신호의 각 샘플위치를 의미하고 은 

Table 1. The table of extracted features
Extracted Features

1  =   7  =   13  ′ = 

2  =  8  =  14  =  

3 ′ =  9  width =   15  =  

4 ′ =  10  width =   16 ′ = 

5  =  11  width =   17  = 
  



6 ′ =  12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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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길이를 나타낸다. 와  , 와 는 각 신호의 

전위값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P파와 

QRS군, T파에 대해 각각 파형의 유사도를 측정한 

후, 이를 합하여 전체 파형의 유사도를 획득한다. 입

력신호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해당 심박의 개인인

증 결과로 결정하고, 각 심박의 개인인증 결과를 통

합하여 빈도수가 가장 높은 데이터를 최종적인 개인

인증 결과로 결정한다.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Physionet에서 제공하는 QT-Data-

base에서 심실세동 및 부정맥이 심하게 나타나는 일

부 데이터를 제외한 74개 데이터를 사용한다. QT-

Database의 각 데이터는 약 15분 길이의 데이터가 

제공되며, 그 중 안정적으로 획득되는 1분 길이의 데

이터(250Hz: 총 15000샘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데

이터를 심박단위로 나누었으며 74개의 데이터로부

터 총 5030개의 심박을 획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환경은 Intel i7-4770 3.40GHz 프로세서, DDR3

8GB 램을 사용하였으며, MATLAB 2011a 버전을 사

용하였다.

실험순서는 먼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18가지의 

특징값을 이용하여 개인인증을 진행할 때 검출률을 

확인하고, 특징값을 이용한 후보군 검출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후보군에 대해 형태기반 개인인증 검출률

을 확인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적 검

출의 장점을 보이기 위해, 기준점 기반의 개인인증 

알고리즘과 결과를 비교하여 우수성을 확인한다.

3.1 기준점 기반 개인인증
일반적으로 특징값 기준 검출 시에는 유효한 특징

값을 선택하기 위해 PCA 혹은 LDA 등의 알고리즘

[15]을 적용하여 개선된 특징값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인인증이 진행된다. Table 2는 주어

진 특징값으로 개인인증을 진행한 결과와 LDA를 적

용하여 수정된 특징값으로 개인인증을 진행한 결과

이다.

기준점 기반의 개인인증은 다수의 그룹에 대해 검

출률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DA와 

같은 알고리즘은 다른 데이터 간의 특징값이 유사한 

형태로 혼재해 있는 경우 그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는 

점을 비춰보았을 때, 다수의 그룹에 대한 개인인증 

시에 부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 계층적 개인인증
Table 2에서 확인하였듯이 기준점 기반의 개인인

증은 다수의 그룹에 대해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기준점 기반의 후보군 검출 및 형태 기반 

개인인증을 계층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먼저 Table 3은 형태기반 개인인증을 하기 전, 특

징값을 이용한 후보군 검출과정에서 입력신호와 일

치하는 데이터가 후보군에 정상적으로 포함되는 비

율을 나타낸다. 후보군은 특징값의 유사도가 큰 데이

터를 선출하였으며, 평균적으로 6개 정도의 데이터

를 후보군으로 획득하였다.

특징값을 이용한 개인인증 결과에 비해 후보군에 

포함될 확률은 크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The results of authentication by using generic features and LDA based features.

Feature Model
Rate of Correct Authentication 

 
×

over
90%

over
80%

over
70%

over
60%

over
50%

over
40%

under
40%

Average

No. of
Records

Generic 33 44 50 56 60 61 13 74.35%

LDA based 13 24 30 38 47 54 20 57.79%

Table 3. The ratio of correct candidates
Rate of Correct Candidates

100% over 95% over 90% over 85% Average

No. of Records 10 44 71 74 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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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형태 기반 개인인증을 

진행할 때, 74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형태정보를 

비교하여야 하는 것을 획득된 후보군에 대해서만 비

교함으로써 계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Table 4는 획득된 후보군에 대해 파형의 유사도를 

각각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인인증을 진

행한 결과이다.

입력신호를 개별심박 단위로 하였을 경우 검출률

은 91.18%로 낮지만 Table 2의 특징값 검출 기반 개

인인증에 비해 검출률이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입력

심박을 3개 이상을 주어 각 심박에 대한 매칭결과를 

얻고, 매칭률이 가장 높은 데이터를 개인인증 결과로 

나타낼 경우 검출률은 97%에서부터 점차 증가하여 

5개 심박 이상의 경우 99% 가량의 검출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 수행시간의 경우, 단일 심박

의 입력에 대해 약 22.4msec 가 걸렸으며, 차후 실시

간 개인인증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는 다수의 그룹에 대한 개인인증 알고리즘

들과의 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16]의 경우 신호의 절반을 학습하고 나머지 절반

에 대해 인증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의 경우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25시간까지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인증 시간이 지나치게 길며 검출률 

또한 낮았다. [17]에서는 약 8~10초 정도인 10개의 

심박에 대해서 인증을 진행하여 학습시간 및 입력시

간이 줄고 검출률 또한 95.55%로 크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10개의 심박의 경우 입력에 오랜 시간이 걸리

기 때문에 개인인증으로써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18]에서는 입력시간을 4초로 줄였으나 인증률은 

84.93%로 크게 감소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은 입력시간이 3개의 심박으로써 [18]에 비해 

1초 가량 감소하였으며, 검출률은 97.11%로 기존 알

고리즘들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그룹에 대한 심전도 개인인

증에서 기준점 기반 개인인증이 가지는 낮은 검출률

과 형태 기반 개인인증의 긴 수행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두 방식을 계층적으로 진행하여 높은 검출률 

및 짧은 수행시간을 가지는 개인인증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실험결과 74개의 데이터군에 대해 3개 심

박을 입력할 시, 97.11%의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이

는 기존 알고리즘들과 비교할 때 입력시간과 검출률

을 모두 개선한 결과로써, 심전도 신호의 개인인증에

는 특징값과 형태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제안 방법은 다수의 그룹에 

대해 효과적인 개인인증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차후 

개선된 기준점 기반 개인인증 및 형태 기반 개인인증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그룹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개인인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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