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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ECG, it is important to pinpoint the repeat interval of the ECG.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fficient algorithm for finding the QRS complex on the ECG. We escaped from the conventional methods to go through

multiple steps of preprocessing to make ECG easier to find the QRS complex. We selected the candidate peak that has

the possibility of the QRS complex in original ECG, and used technique to find the QRS complex among the candidate

peak. In this way, we could get similar efficiency to Pan & Tompkins Algorithm that is most representative QRS complex

detection algorithm, just used fewer operations than Pan & Tompkin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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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종 디지털 기기와 기반 시스템들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시스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중

U-healthcare system은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등장하였다. U-healthcare system은

사용자에게 단순히 건강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넘어 전문가에 준하는 진단 능력을 가지도록

진화하였다.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기록한 ECG는 각종

U-healthcare system에서 자주 이용하는 이슈 중 하나

이다[1]. ECG는 측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여러 방면으

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동능력을 기록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질병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서도 응용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시간 측정을 이용한

진단 시스템 개발에도 유용한 정보로 쉽게 활용될 수

있다[2].

EC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떠한 시스템이건, 기본적으로ECG측정시 발생

하는 잡음 제거와 ECG의 반복구간을 올바르게 찾아내

는 일련의 탐색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

서 이 처리과정의 효율성은 ECG를 응용하는 모든 시

스템에서 성능과 직결되는 문제로 주목한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저연산

으로 ECG의 구간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본 알고리즘은 연산단계를 최소화 하면서도 기존의 유

사 알고리즘들에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잡음을 제거한 ECG신호에

서 QRS의 후보가 되는 정점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찾

아낸 정점들이 실제 QRS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상기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위해 2절에서 ECG의 간

략한 설명을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ECG 구간 검출

알고리즘인 Pan & Tomkins의 알고리즘을 소개 한다.

보편적인 QRS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알고리즘의 특색을 부각시켰다. 3절에서 제안 알

고리즘의 자세한 설명을 하고, 4절에서 실험 결과를 통

해 효율성의 증명을 하였다. 마지막 5절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여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E-mail : qool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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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G와 Pan & Tomkins Algorithm 소개

2.1. ECG란?

ECG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피부에 부착

한 전극으로 측정하고 시간 변화에 따른 전압의 크기

의 변화를 기록한 것 이다. 전기 신호는 심장의 박동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정상적인 ECG는 유사

한 형태를 가지는 구간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된다.

Fig. 1은 정상 ECG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구간의 대표

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알파벳으로 이름이 붙은 각 파형들은 모두 심장의

좌우 심방 및 심실의 수축과 이완에 관련된다. 따라서

구간의 형태나 구간의 간격을 파악하는 것은 심장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파형

들 가운데 Q파, R파 그리고 S파로 이어지는 파형

(QRS complex, 이하 QRS)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ECG의 반복구간을 검출하기 위해 QRS를 기

준점으로 이용한다. 

2.2. Pan & Tompkins Algorithm

“A Real Time QRS Detection Algorithm”[3]은 Jiapu

Pan과 Willis J. Tompkins가 1985년에 발표한 것으로

ECG에서 QRS를 검출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 흔

히 Pan & Tompkins Algorithm으로 불리는 이 알고리

즘은 Fig. 2와 같은 전처리 단계와 임계 값을 이용한

peak검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Pan & Tompkins Algorithm에서는 잡음제거를 위하

여 저대역 필터와 고대역 필터를 적용한다. 그런 뒤 대

역 필터를 통과한 신호에 미분연산, 제곱연산, Moving

window integration 연산을 차례로 적용하여 QRS검출

이 쉬운 형태로 가공한다. 가공 된 신호에 임계 값을

적용하여 peak를 검출한 뒤, 최종적으로 원래 ECG에

서 QRS를 검출하게 된다.

3. QRS 검출 알고리즘

3.1. 개요

Pan & Tompkins Algorithm에서 제시하는 전처리 단

계의 목적은 신호를 QRS 검출이 쉬운 형태로 가공하

는 것 이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Pan & Tomkins Algorithm의 전처리 단계를 대폭 축소

하기 위해 신호를 가공하지 않고, 단지 대역통과 필터

를 이용한 잡음 제거만 수행한다.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QRS의 가능성이 있는 정점만 후보 정점으로 선

택한다. 최종적으로 임계 값을 이용하여 후보 정점들

가운데서 QRS를 찾아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Pan & Tomkins Algorithm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유

지하면서도 연산 단계를 줄이는 시도가 가능해진다.

3.2. 대역 통과 필터

ECG는 근전도나 측정기기를 착용한 사람의 움직임에

따른 동잡음, 전원부에서 발생하는 간섭에 의한 잡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쉽게 왜곡이 발생한다[4]. 따라

서 ECG이외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대역 통과 필터

가 필수적으로 이용된다[5].

Fig. 1. One interval of normal ECG.

Fig. 2. Preprocessing steps in Pan & Tompkins Algorithm

(a)Original signal, (b) Output of bandpass Filter,

(c) Output of differentiator, (d) Output of squaring

process, (e) Result of moving-window integration,

(f) Original ECG signal delayed by the total

processing time, (g) Output puls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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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ECG는 1Hz에서 50 Hz사이의 대역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지만, 손쉬운 QRS검출

을 위하여 QRS이외의 다른 파형은 모두 잡음으로 보

고 대역통과 필터 단계에서 제거한다.

이를 위해 5 Hz 2차 버터워스 저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고주파 잡음을 제거한 신호에 다시 15 Hz

2차 버터워스 고대역 통과필터를 사용하였다[6]. 대역

통과 필터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a)는 ECG의 원래 신호이다. 고주파 잡음이 포

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주파 잡음으로 인해 기저선

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b)는

원래 신호에 저대역 통과필터를 적용한 결과이다. 잡음

이 감쇄되어 신호가 말끔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c)에서 고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한 저주파 잡음

제거를 확인 할 수 있다. 두 가지 필터를 이용한 최종

신호에서 일련의 연산을 통해 QRS를 검출한다.

3.3. 후보정점 선택

대역통과 필터를 이용해 잡음이 제거된 신호에 일련

의 기준을 적용하여 QRS의 가능성이 있는 정점을 찾

아 후보정점으로 선택한다. 후보 정점으로는 기울기가

+에서 –로 급격히 변하는 정점, 혹은 –에서 +로 급격

히 변하는 정점이 선택된다. 이를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기준 1 : S[n] >=AVER일 경우,

S[n+1]-S[n] < X 이면서

S[n]-S[n-1] >X를 만족하는 S[n]

기준 2 : S[n] < AVER 일 경우,

S[n+1]-S[n] > X 이면서

S[n]-S[n-1] <X를 만족하는 S[n]

여기서 AVER는 잡음이 제거된 신호 S의 평균값이

다. X는 기울기 계수로 본 논문의 알고리즘에서는 0으

로 설정하였다. 만약 X를 더 큰 값으로 설정할 경우,

후보정점의 개수를 줄일 수 있으나 너무 큰 값으로 설

정되면 오히려 검출율을 떨어트리게 된다. 후보정점들

의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a)는 두 가지 필터를 통과하며 잡음이 제거 된

신호이다. 이 신호에서 기준 1과 기준 2를 적용하여 적

당한 후보 정점들을 찾아낸 결과를 Fig. 4(b)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3.4. 제곱 연산 

선택된 후보정점들에 제곱연산을 수행하는데, 이것

은 후보정점들 간의 높이 차이를 크게 하여 임계 값을

좀더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다. Pan &

Tomkins Algorithm에서의 제곱연산이 모든 신호 값에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선택된

후보 정점들에만 제곱연산이 적용되므로 연산횟수를

줄일 수 있다.

3.5. 최종 QRS 선택

최종적으로QRS에 해당하는 정점을 찾기 위하여 임

계 값을 이용한다. 임계 값은 Fig. 4(b)와 같이 후보 정

점 이외에는 0의 값을 가지는 새로운 신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임계 값 공식은 Pan

& Tompkins Algorithm에서 제안 하는 것과 유사하나,

공식이 후보 정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다르다. 신호

의 0이 아닌 값을 찾았을 때에만 임계 값을 적용하여

QRS의 여부를 판단하고 임계 값이 수정이 된다. 

 

SPK = 0.125 * CPK + 0.825 * SPK  (1)

NPK = 0.125 * CPK + 0.825 * NPK  (2)

THRESHOLD 1 = NPK + 0.25 * (SPK-NPK)  (3)

THREASHOLD 2 = 0.5 * THRESHOLD 1  (4)

Fig. 3. (a) Original signal, (b) Output of low bandpass

filter, (c) Output of high bandpass filter.

Fig. 4. (a) Output of high bandpass filter, (b) Selected

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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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K는 후보 정점의 절대값으로 만약 CPK가 QRS

라면 공식 (1)이, QRS가 아니라면 공식 (2)가 계산되

고 얻어진 SPK와 NPK를 이용하여 THESHOLD 1이

계산된다. THESHOLD 2는 THESHOLD 1이 너무 높

은 값을 가지게 되어 올바른 검출연산이 수행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THESHOLD 1의 절반의 값

으로 설정된다. 만약 THESHOLD 2에 의해 QRS가 검

출이 된다면 아래의 공식이 적용된다.

SPK = 0.25 * CPK + 0.75 * SPK  (5)

QRS는 일반적으로 100 ms의 간격을 가지므로 하나

의 QRS가 발견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다시 발견되는

QRS는 QRS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는 그 범위를 250 ms로 설정하였다.

임계 값을 이용한 QRS의 검출의 결과는 Fig. 5와 같다.

비교를 위하여 처음 입력된 ECG 신호인 Fig. 5(a)와

후보 정점들이 선택된 결과인 Fig. 5(b), 후보 정점 중

최종적인 QRS를 찾아낸 결과인 Fig. 5(c)를 나열하였

다. Fig. 5을 통해 최종적으로 QRS가 올바르게 선택되

었음을 알 수 있다.

4. 실험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위하여 ECG신호를 분

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MIT/BIH 데이터베이스[7]

를 사용하였다. ECG신호 분석을 위한 표준데이터인

MIT/BIH 데이터베이스는 360sample/sec로 샘플링 된

48개의 ECG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테이블들

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MIT/BIH 데이터베이스에 적

용하여 얻은 결과와 Pan & Tompkins Algorithm으로

얻은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101번 레코드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CG 진단을 위한 QRS 검출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QRS를 검출하기 위해 기울기를 확

인하여 QRS의 후보정점을 선택하고 후보정점들에 임

계 값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QRS를 검출하였다. 제

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매우 적은 연산단계만으로도 대

표적인 QRS 검출 알고리즘인 Pan & Tompkins

Algorithm에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QRS 검출을 위해 최소한의 단계

만으로 검출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Fig. 5. (a) Original signal, (b) Selected peaks, (c) QRS

position.

Table 1. Result of the proposed algorithm for the MIT/BIH

database.

파일 No. 전체 QRS 개수 FP(QRS 개수)FN(QRS 개수)

100 2273 0 0

101 1865 0 1

102 2187 0 0

103 2084 0 0

104 2230 16 2

105 2572 28 16

106 2027 22 14

111 2124 1 1

203 2256 67 78

합계 19618 134 112

Table 2. Result of the Pan & Tompkins Algorithm for the

MIT/BIH database.

파일 No. 전체 QRS 개수 FP(QRS 개수)FN(QRS 개수)

100 2273 0 0

101 1865 5 3

102 2187 0 0

103 2084 0 0

104 2230 1 0

105 2572 67 22

106 2027 5 2

111 2124 0 2

203 2256 53 30

합계 19618 13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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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아가 검출된 QRS를 이용하여 적절한 응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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