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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정맥이란 심장이 불규칙한 리듬이나 비정상적인 심박동수를 갖는 것을 말하며, 뇌졸중, 심정지 등을 유발하거

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전도 신호의 QRS 특징 추출에 적합한 CNN과 기존 LSTM의 직전 패턴의 수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BLSTM을 연결한 CNN-BLSTM 결합 모델을 이용한 부정맥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처리 과

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한 심전도 신호에서 QRS 특징점을 검출하고 단일 비트 세그먼트를 추출하였다. 이때 데이터

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AN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후 합성곱 계층을 통해 부정맥 신호의 패턴

을 정밀하게 추출하도록 구성하고 이를 BLSTM의 입력으로 사용한 후 매개변수를 학습시키고 검증 데이터로 학습 

모델을 평가한 후 부정맥 분류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MIT-BIH 부정맥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류의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score를 비교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각각 99.30%, 
98.70%, 97.50%, 98.06%로 우수한 분류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rrhythmia is a condition in which the heart has an irregular rhythm or abnormal heart rate, early diagnosis and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an cause stroke, cardiac arrest, or even death.

In this paper, we propose arrhythmia classification using hybrid combination model of CNN-BLSTM. For this purpose, the 
QRS features are detected from noise removed signal through pre-processing and a single bit segment was extracted. In this 
case, the GAN oversampling technique is applied to solve the data imbalance problem. It consisted of CNN layers to extract 
the patterns of the arrhythmia precisely, used them as the input of the BLSTM. The weights were learned through deep 
learning and the learning model was evaluated by the validation data.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classification accuracy, precision, recall, and F1-score were compared by using the MIT-BIH arrhythmia database. The 
achieved scores indicate 99.30%, 98.70%, 97.50%, 98.06% in terms of the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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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불규칙하게 뛰

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

이 50%정도로 약 5~6분 동안 심장질환 이상 증세가 발

생하여 병원에 도착하면 정상으로 변경되어 정확한 진

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1, 2]. 
심방부정맥의 경우, 그 자체로 생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중풍 뇌졸중이나 실신 그 다음에 심장 기

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호흡부전 또는 마비로 삶을 살아

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때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

면 실신이나 심장돌연사 등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3, 4].
기존 연구에서는 특징점을 이용한 다양한 부정맥 분

류 방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특징점 추출 과정에서 

다양한 잡음(signal noise)으로 인해 분류 성능이 하락할 

수 있다. 이에 DNN(Deep Neural Network),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 LSTM(Long Short Term Memory) 등을 이용

하여 부정맥을 분류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RNN은 순서화된 시퀀스(sequence) 데이터에 장점을 

가진 딥러닝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써 데이터 학습과정

에서 이전의 출력데이터가 현재의 출력 결과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따라서 현재와 과거의 연속적인 반복학

습에 유용하지만 너무 먼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분류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LSTM은 RNN 기반 딥러닝 모델의 한 종류로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반복 학습을 수행하지만 순서화된 입력

값으로 인해 출력 결과가 바로 이전 패턴을 기반으로 수

렴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5-7].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순방향으로 처

리하는 LSTM 계층에 역방향으로 처리하는 LSTM 계층

을 추가하는 BLSTM(Bid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방법이 제안되었다[8].

본 연구에서는 심전도 패턴 변화에 따른 QRS 영역의 

특징을 국소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CNN과 

기존 LSTM의 직전 패턴의 수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BLSTM을 연결한 CNN-BLSTM 결합 모델을 이용한 부

정맥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한 심

전도 신호에서 QRS 특징점을 검출하고 단일 비트 세그

먼트를 추출하였다[9]. 이때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한다. 이
후 합성곱 계층을 통해 부정맥 신호의 패턴을 정밀하게 

추출하도록 구성하고 이를 BLSTM의 입력으로 사용한 

후 매개변수를 학습시키고 검증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

한 후 및 부정맥 분류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MIT-BIH 부정

맥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정확도(accuracy), 정
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딥러닝 모

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기법과 결합 모델에 대하여 4장에서는 실험결과에 

대하여 논하고 5장에서 결론과 추후과제로 마무리한다.

Ⅱ. 딥러닝 모델

2.1.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 :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클래스 불균형 데이터는 다른 클래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소수 클래스가 포함될 때 

나타난다. 불균형 데이터를 사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

습시킬 경우 다수 클래스로 편향되기 때문에 소수 클래

스의 인식 성능이 낮게 나타나거나, 새로 입력된 데이터

에 대해 소수 클래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

가 발생한다. 
적대적 생성 신경망은 심층 학습을 이용한 대표적인 

생성 모델의 방법으로써 영상 생성, 해상도 개선, 자연

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GAN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자 모델과 생성된 데이

터가 실제 데이터인지 생성된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판별자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생성자와 판별자의 대립

구조를 이용하여 서로의 성능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학

습 방법이다.
생성자는 분류기가 실제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교한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는 한편, 판별자는 분류기

가 만들어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상반되는 목적으로 인해 이 두 모듈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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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GAN은 개별 속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학습 데이터와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데

이터를 생성해 낼 수 있다.
그림 1은 GAN의 개념적인 구조를 나타내며, 손실 함

수는 수식 (1)과 같다.

Fig. 1 GAN structure

 
 


 

(1)

여기서 
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확률분포에서 

뽑은 표본의 기대치를 나타내며, 
는 일반적인 가

우시안 분포를 사용하는 임의의 잡음에서의 표본분포 

기대치를 나타낸다. 는 생성자를 의미하며, 는 

생성자가 를 입력으로 받아 생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는 판별자 모델로, 입력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로 

판단한 경우 1,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0을 출력한다. 만
약 가 실제 데이터 표본인 가 입력되어 1을 출력

해야 하는 반면 는 생성된 데이터가 입력되었

기 때문에 0을 출력해야 한다.
판별자 입장에서는 가 1, 가 0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를 최대화하려 시도한다. 
반면 생성자 입장에서는 판별자를 속여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판별자가 실제 데이터라고 판단하게 만들어

야 하므로 가 1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고 이에 

따라 를 최소화하려 시도한다[10].

2.2. 양방향 장단기 기억 신경망(BLSTM)

BLSTM(Bidirectional LSTM)은 LSTM 신경망을 개

선한 모델이다. LSTM은 은닉계층에 기억된 과거의 데

이터 정보로 인해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반복 학습을 수

행하지만 순서화된 입력값으로 인해 결과물이 직전 패

턴을 기반으로 수렴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11].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순방향과 역방향 2개 형

태로 신경망을 학습하는 BRNN(Bidire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s)이 제안되었으나 이 방법 또한 데이터

가 길어질수록 장기 의존성 문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순방향으로 처리하는 

LSTM 계층에 역방향으로 처리하는 LSTM 계층을 추가

하는 BLSTM(Bid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림 2는 BLSTM의 구조도이다. 여기서 는 입력계

층, 는 순방향(forward) 계층, 는 역방향(backward) 
계층, Y는 출력계층으로 구성된다.

Fig. 2 BLSTM structure

데이터 입력 시간을 라고 할 때 순방향계층의 BLSTM 
알고리즘의 상태 갱신 후보값은 다음 수식과 같다.

 ∙ (2)

 ∙
  tanh∙

(3)

 ××
 (4)

 ∙

 × tanh
(5)

는 순방향계층의 망각 게이트 출력값, 는 

sigmoid 함수, 는 포워드 계층 가중치, 는 이전 

순방향계층 상태값, 는 순방향 시계열 입력데이터, 

는 순방향 바이어스, 는 순방향 입력 게이트의 출

력값, 는 현재 순방향계층의 상태 후보값, 는 순

방향 계층의 현재 상태의 출력 후보값, tanh는 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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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릭 탄젠트값, 는 순방향 계층의 현재 상태값, 

는 이전 순방향 계층의 상태값, 는 순방향 계

층의 출력 게이트 값이며 는 순방향 최종 출력값이

다. 순방향 계층의 입력 데이터는 시간   부터  

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나타내며 진행과정은 LSTM과 

동일하다. 
역방향(backward)계층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6)

 ∙  
  tanh∙  

(7)

 ××
 (8)

 ∙  

 × tanh 
(9)

파라미터는 순방향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는 역방

향을 의미한다.
BLSTM 최종 출력값은 다음 수식과 같다.

  (10)

출력 계층은 과거 순방향 계층의 LSTM 출력값과 미

래의 역방향 계층의 LSTM 출력값을 결합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따라서 과거와 미래의 데이터에 모두 의존함

으로써 기존 단일 LSTM의 결과물이 직전 패턴을 기반

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12, 13].

Ⅲ. 제안 모델

제안하는 모델은 신호의 형태학적 분석과 패턴을 찾

는데 유용한 1차원 CNN 모델과 데이터의 시퀀스 정보

를 기억하여 처리하는 기존 LSTM이 가지는 직전 패턴

의 수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BLSTM 구조를 결합한 

신경망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심전도 신호를 적은 반

복학습으로 공간적, 시간적 특성 정보 추출하고 최적의 

분류율을 얻기 위함이다.

3.1. 전처리 및 분할

본 연구에서는 오픈 표준 데이터인 피지오넷(physionet)
의 MIT-BIH 부정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각 레

코드 클래스는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권고에 따라 N, S, V, F, Q
의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 구성은 표 1과 같다. 정상 심

장 박동에 해당하는 N클래스는 90,589개, 조기 심방수축

(premature atrial contraction)박동과 관련된 S클래스는 

2,779개, 조기심실수축(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박동과 관련된 V클래스는 7,236개, 조기심실수축과 정

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융합(fusion)박동에 해당하

는 F클래스는 803개, 페이스박동(paced beat)과 정상박

동이 융합된 클래스와 분류 불가능한(unclassifiable)박
동 등이 포함된 Q클래스는 8,039개로 구성된다.

3.2. GAN 오버샘플링

분류 예측은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

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로, 주어진 데이터 셋을 사용

하여 학습시키는 것이다. 만약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

에 따른 데이터가 불균형한 분포를 가지는 경우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

한 샘플링 기법이 제안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기법은 오

버샘플링이다. 오버샘플링 기법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소수 범주의 데이터를 증가시켜 다수 범주의 비

율과 유사한 비율을 만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에 제

안되어왔던 오버샘플링 기법은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 

학습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이 생성된다. 이
는 결국 과적합(over fitting)과, 샘플링 된 데이터가 잠

재적 잡음(random noise)이 작용해 오히려 분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사용되는 5개 데이터 셋의 불

균형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분류 예측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GAN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GAN 기법은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여 실제와 가까

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오버샘플링 기법으로, 원본 데이

터의 분포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유용한 데이터를 생

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심전도 데이터는 5개의 클래

스로 구성되며, 가장 많은 정상 박동(N)에 비해 혼합 박

동(F)과 조기심방수축 박동(S)의 데이터 수는 상대적으

로 매우 적게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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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클래스에 따른 데이터 수의 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

한 실험을 위해 적은 데이터 수를 가진 혼합 박동(F)과 

조기심방 박동(S)에 GAN 기법을 적용하여 각 카테고리

에 포함된 데이터의 비율을 맞춰주었다. 그 결과 조기심

방수축 박동(S)과 혼합 박동(F)은 표 1과 같이 최종적으

로 각각 5,179와 2,339개의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구성

되었다. 

Class Description Amount of 
sample

Amount of sample
(GAN over-sampling)

N Normal 90,589(82.77%) 90,589(79.90%)

S Premature Atrial 
Contraction 2,779(2.54%) 5,179(4.57%)

V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7,236(6.61%) 7,236(6.38%)

F Fusion of Ventricular 
and Normal 803(0.73%) 2,339(2.06%)

Q Fusion of Paced and 
Normal 8,039(7.35%) 8,039(7.09%)

Table. 1 Data set configuration

3.3. 제안 모델

심전도 신호는 시간 변화에 따라 취득되는 시계열 데

이터로 등록 데이터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비교 데이

터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데이터 크기 부적합 문제로 

인해 분류 성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간의 크기 부적합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데이터 생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적대

적 생성 신경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AN 오버샘플링 모델은 그림 

3(a)와 같다. 한 주기 심전도 신호 생성을 위해 생성자의 

입력 데이터는 생성하고자 하는 주기의 크기와 동일한 

잡음 및 클래스 정보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 판별자 

모델은 실제 심전도 신호와 생성자 모델에서 입력받은 

가상 심전도 신호 및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판별자 모델의 구조는 실제 심전도 신

호와 클래스 정보, 가상 심전도 신호와 클래스 정보를 

각각 구분하기 때문에 생성자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지 않은 구조의 BLSTM 모델로 설계한다. 이렇게 생

성자 모델과 판별자 모델은 반복 학습을 통해 실제 심전

도 신호와 유사한 가상 심전도 신호를 생성하였다. 
제안한 결합 모델의 전체 구조도는 그림 3(b)와 같으

며,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인 CNN과 BLSTM을 결합하

(a) GAN Oversampling (b) CNN-BLSTM model
Fig. 3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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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정 구간에서의 부정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제안 

한 결합 모델(CNN-BLSTM)에 입력되는 값은 단일 비

트를 세 비트로 묶어 구성한 신호와 재구성된 이진

(binary) 클래스이다. 
심전도 데이터는 1차원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징 벡터(vector)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1차원 합성곱 

계층(1D convolution layer)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세 단계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CNN과 MaxPooling 3계층 구조로 되어있다. 
CNN 계층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주기적, 비주기적 특

성을 추출하여 Feature map을 출력값으로 생성한다. 
MaxPooling 계층은 추출된 특성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

는데 이용되며, MaxPooling 계층은 Feature map의 최대

값을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2번 반복함으로써 시계

열 데이터의 주기적 비주기적 특성들은 모두 추출되며 

크기는 처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된다. 단일 CNN 
모델과 달리 이 단계의 반복 횟수를 2번으로 줄인 이유

는 적은 반복 학습 횟수로도 정확한 분류가 수행됨을 보

여주기 위함이다. 입력값에 일정한 연산을 적용하여 출

력값을 결정하는 활성화 함수는 Swish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심층 반복학습 진행을 위한 BLSTM 계
층으로 반복적인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CNN을 통하여 

출력된 특징 데이터의 과거와 미래 데이터의 관계를 학

습한다. 학습된 관계를 기반으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

한다. 
세 번째 단계는 BLSTM 계층과 Pooling 계층으로 추

출한 데이터 셋을 Fully Connected 계층을 통하여 다차

원 행렬화된 데이터를 1차원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시켜

줌으로써 데이터의 특징을 분류한다.

Ⅳ. 실험결과 및 고찰

4.1. GAN 오버샘플링

그림 4는 실제 심전도 데이터 분포를 제대로 학습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혼합박동(F)에 대한 학습 진행에 따

라 생성자 모델로부터 생성된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한 

결과를 나타낸다. 데이터 셋이 유사한 분포를 생성할 수 

있을 때까지 입력 크기 187, 배치 크기 96, 최대 3,000 
Epoch만큼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율은 0.01, 최적화 

함수는 Adam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성자는 앞서 

수식(1)의 손실함수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경우 학습 초기에 충분한 변화도를 제공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를 최대화하는 방식으

로 학습하였다. 여기서 는 실제 심전도 데이터

와 가상 데이터들 모두에서 구해진 전체 데이터의 손실

값, 즉   를 의미하며, 
는 생성자의 손실값, 즉  를 의미

한다. 그림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학습 초기에는 원래 

데이터 분포와 다른 잡음에 가까운 심전도 신호를 생성

해내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중, 후반에는 실제 심

전도 신호 분포와 유사하게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000 epoch 이상 학습 횟수를 늘릴 경우 

기존 데이터의 분포에서 벗어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 4는 GAN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여 생성되

어 나가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여기서 epoch=300일 때

는 거의 잡음형태로 나타나다가 epoch수가 증가하면서 

혼합박동의 패턴을 따라가게 되고, 각 파형의 색상은 할

당된 배치에 따라 학습 횟수별 생성되는 심전도 데이터

와 다양한 잡음을 나타내고 있다. 

(a) Epoch = 300, Loss_D: 1.3517, Loss_G: 0.7140

(b) Epoch = 600, Loss_D: 0.3779, Loss_G: 2.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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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훈련 모델 검증

CNN-BLSTM 모델은 크게 파라미터 갱신을 위한 학

습 과정(training)과 매개변수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검증 과정(valid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과 검증 데이터의 비율은 8:2, 매개변수는 1 

epoch 마다 한번 갱신되며 검증 데이터를 통해 학습 모

델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5는 GAN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각 epoch에 따른 단일 CNN과 제안한 CNN- 
BLSTM 모델의 학습과 검증에 대한 정확도(accuracy)
와 F1-score 및 손실(loss)을 비교한 것이다. 

각 모델을 분석한 결과, 100 epoch일 때 정확도와 F1 

–score는 최적의 성능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단일 CNN 모델의 학습과 검증에 대한 손

실(loss)은 각각 0.042와 0.238, 제안한 CNN-BLSTM 모
델의 경우는 0.035와 0.237로 각각 수렴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100 epoch를 넘을 경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제안된 모델은 작은 반복 학습 대비 최적의 분류율을 

나타내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된 앙상블 결합 방법이다. 
QRS 영역은 심전도의 지역적 형태가  뚜렷하게 변하

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 변화에 따른 공간적 특징을 추출

할 수 있는 CNN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이 더 나은 성능

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c) Epoch = 900, Loss_D: 0.2095, Loss_G: 2.5643 (d) Epoch = 1,200, Loss_D: 0.5524, Loss_G: 2.3340

(e) Epoch = 1,500, Loss_D: 0.9397, Loss_G: 1.057 (f) Epoch = 1,800, Loss_D: 0.8829, Loss_G: 1.4811

(g) Epoch = 1,900, Loss_D: 0.6226, Loss_G: 1.5181 (h) Epoch = 2,400, Loss_D: 0.8921, Loss_G: 1.0725

(i) Epoch = 2,700, Loss_D: 2.1636, Loss_G: 1.5143 (j) Epoch = 3,000, Loss_D: 0.8799, Loss_G: 1.7622

Fig. 4 ECG synthetic signal(F class) by epoch(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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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uracy of general CNN model

(b) Loss of general CNN model

(c) Accuracy of CNN-BLSTM model

(d) Loss of CNN-BLSTM model

Fig. 5 Accuracy and loss of CNN and CNN-BLSTM 
training and validation model

4.3. 분류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GAN 오버샘플링 기법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CNN-BLSTM 결
합 모델을 통해 분류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클래스 분포가 불균형한 조기심방수

축 박동(S)과 혼합 박동(F)에 대해 GAN 기법을 적용하

여 최종적으로 각각 5,179, 2,339개의 데이터로 구성되

었다.
분류를 위한 성능 평가는 일반적으로 참양성(TP), 참

음성(TN), 거짓양성(FP), 거짓음성(FN)의 4가지 측정 

요소로 구한다. 성능 지표로는 모든 분류 결과 중에서 

양성 참과 음성 참으로 분류된 비율을 나타내는 정확도

(accuracy), 양성으로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양성의 비

율을 나타내는 정밀도(precision), 올바르게 검출되었다

고 생각한 결과에서 실제 양성 참으로 분류한 사건의 비

율을 나타내는 재현율(recall), 재현율과 정밀도의 조화 

평균을 나타내는 F1-score가 사용되었다. 

성능 지표는 아래 수식과 같다.

정확도 


Pr정밀도 


재현율 


  ×Pr
Pr×

(11)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클래스로 분류된 심전도 신호

에 대해 각 클래스 수로 평균을 취하는 매크로(macro) 
평균을 사용하였다. 

표 2와 표 3은 각각 GAN 오버샘플링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단일 CNN 모델과 CNN-BLSTM 
결합 모델의 부정맥 분류 성능에 따른 비교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제안 모델은 단일 CNN 모델에 비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score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한 모델의 경우 CNN에서

의 심전도 패턴 변화에 따른 QRS 영역의 특징을 더 국

소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특성이 BLSTM의 학습에 효

율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lass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N 100% 99.93% 99.13% 99.53%

S 97.18% 88.55% 99.14% 93.54%

V 99.74% 97.7% 98.51% 98.1%

F 98.79% 96.01% 98.25% 97.12%

Q 99.87% 99.09% 99.83% 99.46%

Avg 99.12% 96.26% 98.97% 97.55%

Table. 2 Classification result of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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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N 100% 99.97% 99.31% 99.64%

S 97.37% 99.09% 90.85% 94.79%

V 99.86% 98.16% 98.25% 98.20%

F 99.38% 96.87% 99.42% 98.12%

Q 99.91% 99.42% 99.67% 99.54%

Avg 99.30% 98.70% 97.50% 98.06% 

Table. 3 Classification result of CNN-BLSTM Model

표 4는 GAN 오버샘플링 기법의 적용 여부에 따른 

CNN-BLSTM 결합 모델의 F1-score 비교 결과를 나타

낸다.  조기심방수축 박동(S)과 혼합 박동(F)의 경우 적

용 여부에 따라 분류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
체 클래스 평균에서도 GAN 오버샘플링을 적용하였을 

때 분류율이 약 2% 이상의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GAN 오버샘플링 기법을 통해 클래스 분포가 

불균형한 조기심방수축 박동(S)과 혼합 박동(F)의 특징

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부정맥 분류 성능 

향상에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lass F1-score
(without GAN)

F1-score
(with GAN)

N 99.62% 99.64%

S 91.91% 94.79%

V 97.84% 98.20%

F 90.82% 98.12%

Q 99.48% 99.54%

Average 95.93% 98.06% 

Table. 4 Comparison of CNN-BLSTM Model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GAN 오버샘플링 기법과 심전도 신호의 지역적인 특

징을 추출하고 LSTM의 직전 패턴으로의 수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NN-BLSTM 결합 모델을 이용한 부정

맥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한 심

전도 신호에서 QRS 특징점을 검출하고 단일 비트 세그

먼트를 추출하였다. 이때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GAN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후 

합성곱 계층을 통해 부정맥 신호의 패턴을 정밀하게 추

출하도록 구성하고 이를 BLSTM의 입력으로 사용한 후 

가중치를 학습시키고 검증 데이터로 학습 모델을 평가

한 후 및 부정맥 분류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GAN 오버샘

플링 기법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정확도, 정밀도, 재
현율, F1-score를 사용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단일 CNN 
모델의 경우는 각각 99.12%, 96.26%, 98.97%, 97.55%
를 나타내었으며, 제안 모델은 각각 99.30%, 98.70%, 
97.50%, 98.06%로 단일 CNN 모델에 비해 성능이 우수

한 분류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GAN 오버샘플링 기법을 통한 데이터 생성과 CNN- 
BLSTM 결합 모델을 통한 분류 방법이 성능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CNN-BLSTM 결합 모델

은 진단 파라미터 추출의 정확도 향상과 부정맥 진단을 

위한 응급 상황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 적합한 부정맥 분류 모델을 정착시키

기 위해서는 심장 질환자들에 대한 임상 전문가의 협력

을 통한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통한 정확한 분

석 및 분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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