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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심심심전전전도도도 신신신호호호의의의 기기기저저저선선선 변변변동동동 잡잡잡음음음(((BBBaaassseeellliiinnneeeWWWaaannndddeeerrr)))제제제거거거를를를
위위위한한한 형형형태태태연연연산산산(((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FFFiiilllttteeerrr)))필필필터터터 설설설계계계

심전도 신호의 측정은 심장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이며 간편한 방법이다.그러나 심전도 측정시 발생하는 여러 잡음 들은 심전도의
정확한 진단을 곤란하게 하여 질환 진단에 어려움을 준다.심전도 측정시 발생하
는 잡음 중 1Hz미만의 저주파 잡음은 기저선 변동(BaselineWander)를 유발하
며,이로 인해 심전도 분석시 정확한 특징점 검출을 어렵게 한다.또한 저주파 성
분의 잡음은 심전도의 저주파 대역과 주파수 대역이 중첩하는 경우가 있어 주파
수 대역을 제거하는 디지털 필터의 사용시 신호의 왜곡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저선 변동 잡음을 추정하여 원 신호에서 기저선 변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형태연산(Morphological)필터를 사용해 심전도 기저선 변동 잡
음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형태 연산 필터의 경우 형태 연산자
(MorphologicalOperator)를 이용하여 적은 연산량으로 충분한 잡음 제거 성능을
보이며 신호의 왜곡 정도가 적어 Impulsive노이즈 성분 제거에 주로사용 되어 왔
으며,의용 영상 분야에서 먼저 발전되었다.
제안된 신호처리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심전도 기저

선 변동 잡음 제거시 사용되는 FIR/IIR,메디안,3차 CubicSpline필터들과 비교
하였으며,미국 심장협회(AHA)에서 권고하는 삼각파 테스트(TriangularWave
Test)를 실시하여 필터의 신호 왜곡 정도를 평가 하였다.잡음 제거 성능은
SNR(SignaltoNoiseRatio)를 측정하여 비교 하였으며,필터의 연산량 측정은 신
호처리 시 소비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삼각파를 이용한 신호 왜곡율을 평가한 결과 잡은 대역을 제거하는 FIR/IIR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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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경우 AHA에서 정한 Jpoint왜곡 기준을 초과하여 신호를 왜곡 하였으며,
기저선을 추정하는 메디안,형태연산,3차 CubicSpline필터의 경우 삼각파 신호
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다.기저선 잡음을 첨가한 삼각파에 대한 신호 왜곡율과
SNR은 3차 CubicSpline필터가 36dB,-0003mV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형태 연산 필터와 메디안 필터의 경우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그러나 실제 심전도
신호에 기저선 변동 잡음을 첨가하여 신호처리 한 결과는 기저선 변동 잡음의 변
동율이 증가 할수록 3차 CubicSpline필터 신호 왜곡율이 높아지고 SNR이 낮아
지는 결과를 보였으며,메디안 필터의 경우 형태 연산 필터에 비해 더 많은 ST
세그먼트 왜곡을 발생 시켰다.기저선 변동의 변동율이 증가했을 시 형태 연산 필
터의 경우 SNR은 11dB,신호 왜곡율은 16dB를 나타내었으며 CubicSpline필터
의 경우 각각 -3dB,28dB를 나타내었다.필터 연산량 측정 결과 형태 연산 필터
의 경우 0.156sec을 나타낸 반면 3차 CubicSpline필터의 경우 3.559sec으로 상당
히 많은 양의 연산량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형태 연산자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이 기존의 기저선 변

동 잡음 제거를 위한 신호처리 방법에 비해 적은 연산량으로 충분한 잡음 제거율
과 신호 왜곡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핵심 되는 말 :심전도,형태 연산자,형태 연산필터,TriangularWaveTest,
SNR,신호왜곡율,연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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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심전도 시스템의 설계와 신호처리에 관한 연구는 1960년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국내의 심전도 시스템의 설계와 신호
처리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본격적인 심전계의 개발은 1990
년 부터 시작되었다.,현재는 12채널 진단 심전계,홀터 심전계,스트레스 심전계,
그리고 환자감시 장치 등의 심장관련 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 되고
있다[1].
심전도는 파형의 최대 크기가 mV 단위인 미세한 생체 신호이다.이에 반해

심전도 측정시 발생하는 여러 잡음들은 심전도 신호 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2].따라서 심전도 파형에 측정시 발생한 잡음들이 섞여 있는 경우 심전도 신호
분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그러므로 정확한 심전도 신호 분석을 위해선 측정된
심전도 신호에 섞여 있는 측정시 발생한 잡음 성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
요하다[3].
심전계에 기록된 심전도 신호에는 근전도(EMG),60Hz잡음 등에 의한 고주파

성분의 잡음과 몸의 움직임,전극의 이동,호흡 등에 의한 저주파 성분의 잡음이
섞여 있다[4]-[6].또한 스트레스 심전계를 사용해 심근허혈(Myocardialischemia),
심근경색(Myocardialinfarction)등의 심장 질환 유무를 측정할 경우 일반적인 심
전계와 달리 운동부하 상태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호흡에 의한 잡음,전극-피부간
마찰에 의한 잡음,근육에서 발생하는 EMG 잡음 등이 심전도 신호에 더욱 많이
포함되어 측정된다[1].심전도 측정시 발생하는 잡음 중 고주파 성분의 잡음은
Impulsive한 피크 형태를 나타내며,1Hz미만의 저주파 성분을 갖는 잡음은 심전
도 신호의 기저선 변동(BaselineWander)을 일으킨다[7].
이중 기저선 변동을 일으키는 저주파수 잡음은 심전도의 ST-T 세그먼트 영역

과 비슷한 주파수 대역을 가진다.그러므로 기저선 변동을 일으키는 잡음 제거를
위해 측정된 심전도에서 저주파수 성분을 제거 할 경우 심전도에 해당하는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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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성분도 함께 제거되어 ST-T 세그먼트에 왜곡이 발생 할 수 있다[8].
일반적으로 기저선 변동을 발생 시키는 저주파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FIR/IIR 고역 통과 필터,보간법(Intrpolation),메디안(Median)필터,적응
(Adaptive)필터,웨이브렛(Wavelet)등 이 있으며,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FIR/IIR 고역 통과 필터 : 심전도 신호를 신호처리 하기 위해 초기부터
사용되던 방법으로 1975년 미국 심장협회(AmericanHeartAssociation)권고 사항
에 따라 0.5Hz의 차단 주파수를 가지는 고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기저선 변동
을 발생시키는 저주파수 대역을 제거 한다[9].일반적인 FIR/IIR고역통과 필터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을 제거하여 기저선 변동을 제거하기 때문에 ST-T 세그먼트
의 Distortion을 발생 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
(2)보간법(Interpolation):심전도 상에서 Iso-ElectricLine지점을 검출하여

기저선 변동을 추정하고 대상 파형에서 추정된 기저선 변동을 제거한다[10].보간
법(Interpolation)의 경우 주파수 대역을 제거하는 디지털 필터와는 달리 신호의 주
파수 성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호의 왜곡이 없이 기저선을 효과적
으로 제거하지만,기준점을 정확히 검출하지 못할시 오류가 발생될 수 될 수 있으
며[1],정확한 기저선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선 많은 연산량을 요구한다[11].주로
선형 근사화(LinearInterpolation)방법,3차 스플라인(CubicSplineInterpolation)
방법 등이 사용된다.
(3)메디안(Median)필터 :본래 고주파의 잡음 성분을 제거 하기 위해 사용되

어 왔던 메디안(median)필터의 성질을 역이용하여 기저선의 저주파 성분만을 추
정하고 대상 파형에서 추정된 기저선을 제거한다[11][22].
(4)적응(Adaptive)필터 : LMS(leastmeansquare)알고리즘에 기초를 둔 적

응 필터 방법이나 LMS의 변형된 방법인 ALE(AdaptiveLineEnhancement)방법
이 사용된다[12].적응 필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준(Reference)신호가 필요
하며 이 기준 신호와 주 입력 신호의 오차(error)가 최소화 되도록 가중치
(Weight)값을 조정하여 잡음 성분을 제거한다[1].LMS방법의 경우 기저선 잡음
을 제거하는데 탁월하며 부수적으로 넓은 주파수의 WhiteNoise를 제거하는데 효



- - - - 3 3 3 3 ----

과적이나 Reference신호를 찾기 힘들고,대안인 ALE 방법의 경우 주된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긴 하나 신호의 왜곡을 발생 시킨 수 있다[12].
(5)웨이브렛(Wavelet):입력신호를 웨이브렛 함수와 스케일 함수에 각각 곱

하여 고주파수와 저주파로 주파수 분할한다.분할한 주파수 대역 중 잡음 대역인
저주파수 대역을 제거하는 방법이다[1].

기저선 변동 잡음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
다.하나는 기저선을 변동시키는 주파수 범위를 제거하는 방법이고,다른 하나는
기저선 변동을 추정하여 원 신호에서 추정된 기저선 변동 신호를 빼줌으로서 기
저선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이다.전자의 경우 ST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저주파수
대역이 잡음 제거 시 함께 제거 될 수 있어 파형의 왜곡이 발생 할 수 있으며[8],
후자의 경우 기저선 변동을 얼마나 정확히 추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선 형태연산(MorphologicalOperation)필터를 사용하여 ST-T 세그

먼트의 왜곡을 최소화 하면서 기저선 변동의 원인이 되는 저주파 잡음을 효과적
으로 제거하고,향후 마이크로 프로세서 상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심전도 전처리 필터를 구현하고 그 성능을 분석 하였다.형태연산자를 이용
한 신호 처리 방법은 덧셈,뺄셈연산 그리고 최대,최소를 찾는 연산으로 수행되므
로 연산량이 적다.따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심전계에도 적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적은 연산량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잡음 제거 성능을 보여준다.제
안된 신호처리 방법의 노이즈 제거 성능과 신호왜곡 정도를 평가 하기위해
SNR(SignaltoNoiseRatio)을 측정하고 신호의 차를 계산하였으며,미국 심장협
회(AHA)에서 권고하는 삼각파 테스트(TriangularWaveTest)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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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심심심전전전도도도(((EEEllleeeccctttrrrooocccaaarrrdddiiiooogggrrraaammm)))신신신호호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체 표면에서 전극을
통해 기록한 것을 말한다.심장의 우심방(RightAtrium)에 위치한 동발결절(SA
node)에서 발생한 전기적 자극은 먼저 우심방과 좌심방(LeftAtrium)을 탈분극
(Depolarization)시키며,방실결절(AV node)에서 잠시 지체된 후 His bundle,
bundlebranch를 거쳐 Purkinje섬유를 통해서 심실(Ventricle)을 자극해 심극의
수축을 유도하고 이후 재분극(Repolarization)과정을 거쳐 심근의 이완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전도 과정을 거쳐 심장은 신체 장기 중 유일하게 스스로 수축과 이완
을 반복한다[13].

그림 2.1 심전도의 일반적 모양 

그림 2.1심전도에 나타나는 파형으로는 P-QRS-T 파가 있다.P파는 심방의
탈분극에 의해 형성되며,P파 높이(Amplitude)의 증가는 우심방확장을 의미한다.
QRS complex는 심실의 탈분극에 의해 형성되며,첫 번째 하향파를 Q,첫 번째
상향파를 R,R다음의 하향파를 S,S다음의 상향파를 R'로 부른다.대문자(Q,R,
S)는 심전도 그래프에서 5mm 이상의 큰 파형을 의미하며,소문자(q,r,s)는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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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작은 파형을 의미한다.QRS의 비정상적인 폭(Width)와 높이(Amplitude)는
심실내 전도 장애를 나타내며 심실 부정맥,심부전,폐기종 등으로 나타난다.T파
의 경우 심실의 재분극에 의해 형성된다.T파는 일반적으로 둥글며 약간 비대칭
형인 모양을 가지며 너무 파형이 뾰족하거나 높은 경우 심근경색,심근허혈 등의
질환을 의심한다.각 파의 간격(Interval)은 PR,QT,RR 간격으로 나타낸다.PR
간격은 P파 시작부터 QRS군 시간까지의 간격으로 심방부터 심실 근육까지의 자
극전도 시간을 의미하며,QT 간격은 QRS군 시작부터 T파 끝까지의 간격으로 심
실의 전기적 수축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RR 간격은 2개의 R파 사이의 간격을 나
타낸다.그 외 P파의 끝부터 QRS군 시작까지의 구간을 PR 분절(Segment)라 하
며,QRS군과 ST 분절이 만나는 부분은 ST접합부(ST Junction:Jpoint)이다.
ST분절은 ST 접합부(Jpoint)에서 T파 시작까지의 부위로 정상인에서 대부분 등
전위선과 일치한다[13].이처럼 심전도 신호의 각 파형은 비교적 일정한 모양과 주
기를 가지고 발생하므로 심전도 각 파형의 모양과 주기를 측정하여 심장 각 부분
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측정 할 수 있다[7].

222...222심심심전전전도도도 측측측정정정시시시 잡잡잡음음음의의의 종종종류류류

환자에게서 심전도 측정시 심전도 신호엔 여러 종류의 잡음 성분들이 존재하
며,잡음 성분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 심전도 잡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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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신호에 존재하는 잡음의 종류는 기저선 변동 잡음,전원(60Hz)잡음,
근(EMG)잡음,Impulsive잡음,및 불규칙적 기저선 변동 잡음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22...222...111근근근(((EEEMMMGGG)))잡잡잡음음음과과과 IIImmmpppuuulllsssiiivvveee한한한 잡잡잡음음음

신체의 근육이 움직일시 발생하는 근(EMG)잡음은 넓은 대역에 걸친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며,Impulsive한 잡음은 수 ms이내의 아주 짧은 간격에 바늘 모양
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Impulsive한 잡음의 경우 외부기기에서 유입되는 경
우 대부분 기저선에 발생하며,페이스메이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대부분 QRS
complex상에 발생한다[29][30].일반적으로 근 잡음과 Impulsive한 잡음 제거시
QRScomplex의 왜곡에 주의 하여야 한다.

222...222...222666000HHHzzz전전전원원원 잡잡잡음음음

심전도 신호의 측정 환경은 60/50Hz전원 잡음에 대부분 노출 되어 있으며,이
전원 잡음이 심전도 신호에 첨가 되어 있을시 심전도 해석에 큰 오차를 발생 시
킨다.P파와 Q파의 경우 각각 부정맥과 경색증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진단 파
라미터가 되는데,이 파들의 진폭과 간격은 잡음의 성분과 유사한 작은 진폭과 간
격을 갖기 때문에 잡음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 부정확한 검출인한 진단 결과의 오
류를 발생 시킬 수 있다.또한 전도 검출과 전해 불균형 측정에 중요한 요소인
QRScomplex와 QT 간격의 측정에 있어서도 잡음에 의해 정확한 간격을 측정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25][26].전원 잡음은 전기적인 성분과 자기적인 성분으
로 나눌 수 있다[26].자기적인 성분은 전원 장치의 변환기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
로 높은 고조파 성분을 가지며,전기적인 성분은 신체에 부착되는 전극의 변위전
류를 포함하는데,이 성분은 특정한 주파수에 집중되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많은 심전도 기록 장치에서는 아날로그 증폭단에서 큰 공통 모드 제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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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R)를 갖는 차동 증폭기를 사용하여 전원 잡음을 줄이지만 피부와 전극 사이
의 임피던스 불균형에 의한 전원 잡음은 계속 남아 있게 된다.이러한 잡음 성분
을 줄이기 위하여 디지털 필터가 주로 사용되게 된다[27][28].

222...222...333기기기저저저선선선 변변변동동동 잡잡잡음음음

심저도 신호처리에 있어서 안정된 기저선은 심전도 특징점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따라서 기저선 변동 잡음이 존재하는 심전도 신호에서 잡음 요소의 제거 없
이는 정확한 진단을 수행 할 수 없다.

그림 2.3 심전도 기저선 변동

특히 Q파와 ST-T 세그먼트와 같이 저 진폭,저 주파수 성분을 갖는 파형에 대한
기저선 변동의 발생으로 생기는 왜곡 현상은 심근경색(MyocardialInfarction)이나
심근허혈(MyocardialIschemia)의 진단에 큰 영향을 끼친다[24].ST-T 세그먼트
의 하강(depression)은 대게 심근허혈을 의미하며,상승(Elevation)은 심근경색을
의미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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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T-T 세그먼트 상승과 하강

기저선 동요는 주로 호흡이나 환자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되며,대부분이 1Hz
미만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다.

222...333형형형태태태연연연산산산(((MMMooorrrppphhhooolllooogggiiicccaaalllOOOpppeeerrraaatttiiiooonnn)))

형태학적 필터(MorphologicalFilter)는 신호의 기하학적 모양을 위치에 따라
수정하는 비선형 신호 변환(nonlinear signal transformation) 방법으로[14],
Matheron[15]과 Serra[16]에 의해 처음 소개된 영상 분석 방법인 수학적 형태
(MathematicalMorphology)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집합 연산에 근거를 둔 수학적 형태(MathematicalMorphology)는 신호의 형태

정보에 기초한 비선형 신호처리 연산자(non-linearsignalprocessingoperators)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14].형태연산(Morphologicaloperation)의 결과는
연산에 사용되는 집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집합의 형태는 집합의 요소들이
가지는 값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형태연산자엔 침식(Erosion)연산,팽창(Dilation)연산,제거(Opening)연산 그리

고 채움(Closing)연산이 있으며,이중 가장 기본적인 침식연산,팽창연산의 적용
순서에 따라 제거연산과 채움연산으로 나누어진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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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연산은 적은 연산량과 비교적 적은 신호 왜곡율로 영상처리 분야에서 먼
저 사용되었다.영상처리 분야에선 그레이-스케일 형태연산자로 알려져,로봇 비
젼과 의료 영상의 이미지 영상 처리 분야에서 먼저 발전되었으며[15],이후에 일부
생물학적 신호의 피크 잡음(ImpulsiveNoise)과 기저선 변동(BaselineWander)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16].

222...333...111침침침식식식(((EEErrrooosssiiiooonnn)))과과과 팽팽팽창창창(((DDDiiilllaaatttiiiooonnn)))연연연산산산

먼저 형태 연산(MorphologicalOperation)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형태 연산
의 기본을 이루는 침식(Erosion)과 팽창(Dilation)연산에 대해서 알아본다[17].
함수 f와 k는 각각 F={0,1,․․․․,N-1}와 K={0,1,․․․․,M-1}로 정의 된 이

산함수(DiscreteFunction)이며,f:F→ I이고 k:K → I이다.(I는 정수 집합이
며 N>M 이다.)
구조요소(SE)함수 k에 의한 함수 f의 침식연산은 f⊖k로 나타내고 식 2.1과

같이 정의 된다.

⊖             
      

    ⋅⋅⋅    

(2.1)

침식연산 f⊖k의 값은 항상 원 신호 f의 값보다 작기 때문에 축소(shrinking)연
산이라 한다.m 지점에서의 침식연산 f⊖k값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결정
된다.

┌ ① 구조요소(SE)를 점 m으로 이동시킨다.
├ ② 입력 신호에서 구조요소를 뺀다.
└ ③ 뺀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찾아 점 m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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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소(SE)함수 k에 의한 함수 f의 팽창연산은 f⊕k로 나타내고 식 2.2와
같이 정의 된다.

⊕             
       

       ⋅⋅⋅   

(2.2)

팽창연산 f⊕k의 값은 항상 원 신호 f의 값보다 크기 때문에 확장(expansion)
연산이라 한다.m 지점에서의 팽창연산 f⊕k값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결
정된다.

┌ ① 구조요소(SE)k좌우를 전환 한다.
├ ② 전환한 구조요소(SE)를 점 m으로 이동시킨다.
├ ③ 구조요소(SE)를 입력 신호에 더한다.
└ ④ 더해진 값 중 가장 큰 값을 찾아 점 m의 값으로 한다.

다음 그림 2.5는 임펄스 노치들이 첨가된 정현파 신호를 침식(Erosion)연산 후
팽창(Dilation)연산하여 임펄스 잡음을 제거한 예이다.이때 사용한 구조요소(SE)
의 길이는 3이고 구조요소 인자들의 값은 1로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
그림 2.5에서 원 신호는 사각형으로 나타내었고,침식연산의 결과는 원형으로

나타내었으며,침식연산 후 팽창연산 한 결과는 삼각형으로 나타내었다.두 연산의
결과를 살펴보면 침식연산에 의해서 원 신호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노치가 제거
되었으며 침식연산 후의 팽창연산에 의해서 축소되었던 신호가 원 신호와 동일한
크기로 팽창되어 신호가 복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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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nal input signal

: Eroded signal    

: Dilated signal    

그림 2.5 침식(Erosion)연산과 팽창(Dilation)연산

침식연산과 팽창연산의 연산량은 이산-컨벌류션(DiscreteConvolution)과 비슷
하며,구조요소(SE)의 역할은 컨벌류션(Convolution)의 윈도우 커널과 유사한 역
할을한다[17].구조요소(SE)에 의한 침식 또는 팽창연산과 컨벌류션 연산의 차이
는 컨벌류션의 곱셈 연산 대신 뺄셈 또는 덧셈 연산이 행해진다는 것이고,곱셈
연산의 결과들을 모두 더해 결과 값을 출력하는 컨벌류션과 달리 최소값 또는 최
대값이 연산 결과로 출력 되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다[17].

222...333...222제제제거거거(((OOOpppeeennniiinnnggg)))와와와 채채채움움움(((CCClllooosssiiinnnggg)))연연연산산산

제거(Opening)과 채움(Closing)연산은 앞에서 언급한 침식(Erosion)과 팽창
(Dilation)연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수행 할 수 있다.아래 식2.3에 제거연산과
채움연산의 정의가 나와 있다.

 제거(Opening)연산 :f◦k=(f⊖ k)⊕ k (2.3)
 채움(Closing)연산 :f•k=(f⊕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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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조요소(SE)의 길이가 M이고 평평한 모양을 가질시 제거연산을
수행하면 M-1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피크가 제거며,채움연산을 수행 시 음의 피
크가 제거된다.그림 2.6(a)를 보면 제거연산에 의해서 양의 임펄스 피크 잡음이
제가 제거됨을 볼 수 있고 ,그림 2.6(b)를 보면 채움 연산에 의해서 음의 임펄스
피크 잡음이 제거됨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2.6 (a) 제거(Opening)연산 f◦k
(b)채움(Closing)연산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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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333형형형태태태연연연산산산자자자(((MMMooorrrppphhhooolllooogggiiicccaaalllOOOpppeeerrraaatttooorrr)))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기기기저저저선선선 변변변동동동 추추추정정정 및및및 제제제거거거 방방방법법법

222...333...333...111형형형태태태연연연산산산자자자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기기기저저저선선선 변변변동동동 잡잡잡음음음 제제제거거거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원원원리리리

행태 연산자를 이용한 심전도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의 기본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침식(Erosion)연산과 팽창(Dilation)연산을 이용한 제거(Opening)연산과 채움
(Closing)연산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의 피크와 음의 피크를 제거하는 성
질을 가진다.원 신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4) 

X(n)은 P파,QRSComplex그리고 T파가 존재하는 심전도 파형이며,N(n)은
기저선 잡음이다.원 신호 Y(n)에 대해서 형태 연산자의 특징을 이용하여 심전도
의 P파와 QRSComplex,T파의 피크들을 제거한 후 기저선 변동을 추정한다.

     ∘ ∙    ∙ ∘   (2.5) 

Nest(n)은 기저선 변동을 추정한 것이며 SE는 구조요소(StructuringElement)를
나타낸다.추정된 기저선 변동을 원 신호 Y(n)에서 제거함으로써 원 신호에서 기
저선 변동이 제거된 출력 Yest(n)을 얻을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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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erage

Y(n) = X(n) + N(n)

제거연산
(Opening)

채움연산
(Closingi)

제거연산
(Opening)

채움연산
(Closingi)

Use SE

Use SE

Use SE

Use SE

Nest(n)

∑

Yest(n)

그림 2.7 형태연산자를 이용한 심전도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 순서도 

그림 2.7에 나타난 순서도는 제거(Opening)연산과 채움(Closing)연산의 순서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두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 연산을 두 번 실시하고
그 결과의 평균값을 최종 연산 결과로 사용한다.이 최종결과가 심전도 신호에서
추정된 기저선 변동 잡음이다.그림 2.8에 입력 신호 Y(n)으로부터 P-QRS-T파를
제거하고 기저선 변동 Nest(n)을 추정한 후 입력 신호로부터 추정된 기저선 변동을
제거하여 잡음을 제거한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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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심전도 기저선 추정 및 제거

형태 연산자를 이용한 심전도 기저선 변동 추정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저선
변동을 제외한 P,QRS,T파의 파형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는 것이며,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조요소(SE)의 크기,모양,길이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다[17].구조요소(SE)의 길이는 제거 되는 파형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거
되는 파형의 길이가 T sec이고 샘플링 주기가 SHz이라면,구조요소(SE)의 길이
L은 최소한 T ×S보다 커야 한다[17].
그림 2.7의 순서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저선을 추정하기 위해선 제거

(Opening)연산과 채움(Closing)연산이 필요하며,먼저 양의 피크를 제거하기 위한
제거연산 시 구조요소(SE)의 길이가 L이라면 음의 피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
는 구조요소(SE)의 길이는 2L보다 커야 하며,반대로 채움연산이 먼저 수행되면
다음에 수행되는 제거연산의 구조요소(SE)의 길이는 2L보다 커야 한다[19].구조
요소(SE)의 특징은 크기(Amplitude),모양(Shape),길이(Length)로 나타난다.그래
서 1989년 C.H.H.Chu와 E.J.Delp는 구조요소(SE)의 크기,모양,길이 중 연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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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실험 결과 파형을 제
거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길이(Length)로 구조요소(SE)의 길이에 따
라 제거되는 파형이 결정된다[17].그러므로 적절한 구조요소(SE)의 길이(Length)
를 정하는 과정은 형태연산시 매우 중요하다.

222...333...333...222형형형태태태 연연연산산산자자자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심심심전전전도도도 기기기저저저선선선 추추추정정정 방방방법법법

1989년 처음 소개된 형태 연산자를 이용한 심전도 처리 방법은 그림 2.8과 같
이 심한 기저선 변동시에도 간단한 형태연산만으로 기저선 변동 잡음을 효과적으
로 제거 할 수 있다.그러나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 시 ST segment의 왜곡을 발
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18].
기존의 형태연산자를 이용한 기저선 변동 제거 방법은 기저선을 제외한 심전

도의 P-QRS-T 파를 제거하여 기저선을 추정한 후 추정된 기저선을 입력신호에
서 제거하는 방법이다.기존의 형태연산 방법은 하나의 구조요소(SE)를 사용하여
P-QRS-T 파 모두를 제거 한다.이 때 PR세그먼트와 QT 세그먼트 부분에 파형
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사용되는 구조소요(SE)의 길이(Length)가 PR세그먼트
또는 QT 세그먼트 부분보다 클 경우 제거(Opening)연산의 결과가 실제 기저선
부분보다 높게 추정되며,T파의 길이가 구조요소(SE)의 길이보다 클 경우 T파의
나머지 부분들이 기저선을 추정하는데 오차로 작용하게 된다[18].그림 2.9는 기존
의 형태 연산자를 이용한 기저선 추정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예이다.

           (a)                       (b)                     (c)

그림 2.9 기저선 추정시 오차 발생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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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에서 (a)는 심전도 파형의 한 비트를 나타내며,(b)는 채움(Closing)
연산에 의해서 음의 피크들이 제거된 상태이며,(c)는 음의 피크제거 후 양의 피
크들을 제거한 상태이다.이처럼 기저선 추정 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 신호
에서 추정된 기저선을 제거 할 시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2.10을 보
면 하나의 구조요소(SE)를 사용하여 기저선 변동 추정 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
고자 두개의 구조요소(SE)를 사용하여 먼저 (b)(c)QRSComplex를 제거하고 그
후 (d)P,T 파를 제거하여 기저선 추정 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a)  (b)

 (c)     (d)

그림 2.10두개의 구조요소를 이용한 심전도 기저선 변동 추정

QRSComplex를 제거하기 위해 QRSComplex의 넓이를 측정하여 첫 번째 구
조요소1(SE1)의 넓이를 선택하고,P파와 T파 제거의 경우 T파의 넓이가 일반적
으로 P파보다 넓으므로 T파의 넓이를 측정하여 구조요소2(SE2)의 넓이를 선택한
다[18].또 신호처리시 연산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구조요소(SE)의 형태를 대칭적
으로 하고 구조요소(SE)인자들이 값은 ‘0’으로 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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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 알고리즘 순서도

그림 2.11은 두개의 구조요소(SE)를 이용하여 심전도 기저선 변동을 추정하고
원 심전도 파형에서 기저선 변동 잡음을 제거하는 순서도를 나타내고 있다.

     ∘  ∙    ∙  ∘   (2.7)

     ∘  ∙    ∙  ∘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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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12 형태 연산자를 이용한 심전도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

그림 2.12는 두 개의 구조요소를 사용하여 원 신호에서 기저선 변동 잡음을 추
정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a)는 기저선 변동 잡음이 첨가된 심전도
신호이며,(b)는 기저선 추정을 위해 구조요소1(SE1)을 사용하여 심전도 신호에서



- - - - 20 20 20 20 ----

QRScomplex를 제거한 것이다.QRScomplex가 제거된 신호에 구조요소2(SE2)
를 사용하여 P,T 파를 제거하면 (c)와 같은 기저선 변동 잡음을 추정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저선 변동 잡음이 첨가된 심전도 신호에서 추정된 기저선 변동 잡
음을 제거하여 (d)와 같은 출력 파형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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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선 제안된 형태연산 필터(Morphologyfilter)와 그 외 비교 대상 필터
들의 잡음 제거율과 신호 왜곡율 측정 하기 위해 SNR(SignaltoNoiseRatio)을
측정하고 삼각파 테스트(TriangularWaveTest)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 하였
다.또한 각 필터의 신호처리시 연산량을 알아 보기 위해 각 필터가 신호처리를
시작해 끝내기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연산량을 측정해 보았다.
형태 연산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대상 필터로는 일반적으로 심전

도 기저선 변동 제거시 사용되는 FIR/IIR0.5Hz고역 통과 필터와 메디안 필터 그
리고 보간(Interpolation)필터가 사용되었다.
삼각파 테스트는 미국 심장 협회(AHA)에서 필터의 신호 왜곡정도를 평가 하

기 위해 권고하는 테스트로 비선형 필터를 이용한 심전도 기저선 잡음 제거시 발
생하는 ST 세그먼트의 왜곡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이다[19].그러므로 본
논문의 필터 신호 왜곡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 심장협회(AHA)에서
권고하는 삼각파를 사용한 필터 성능평가를 실시 하였으며,삼각파에 기저선 잡음
을 첨가한 파형에 대한 각 필터의 SNR을 측정하여 잡음 제거율을 평가 하였다.
삼각파를 이용한 필터 성능 평가 후 심전도 신호에서의 기저선 변동 제거 성

능평가를 위해 Patient Simulator에서 발생된 심전도 신호를 심전도 기기
(MarquetteMAX-1)를 사용하여 획득하였다.획득한 신호를 노이즈가 없는 신호
라 가정한 후 이 신호에 기저선 변동 잡음을 첨가하여 각 필터에서의 신호처리
결과를 삼각파 테스트와 통일한 항목에서 비교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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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선 변동 잡음은 정현파에 1차함수를 중첩하여 모델링 하였다[17].

      ×    (3.1)

식 3.1에서 b(n)은 기저선 잡음을 나타내며,DC는 기저선의 DC성분,Gradient는
기저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필터의 잡음 제거 성능에 대한 평가는 신호 처리 전후 신호의 SNR(Signalto

NoiseRatio)을 비교하여 평가 하였다.SNR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2)

식3.2에서 S는 노이즈가 없는 신호이며,N 잡음이다.주어진 신호 X에 대해서 Xσ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3) 

식 3.3에서 L은 신호 X의 길이 이다.

333...111...111삼삼삼각각각파파파 테테테스스스트트트(((TTTrrriiiaaannnggguuulllaaarrrWWWaaavvveeeTTTeeesssttt)))

AHA의 권고에 따라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삼각파는 크기가
3mV이고 삼각파의 폭이 100ms이여야 한다[19].

100msec

3.0mV

1 second

그림 3.1 삼각파 테스트를 위한 Triangular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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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정의 된 삼각파 입력시 각 필터의 응답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삼각파 입력 시 그 응답인 출력 삼각파 끝 부분
│ 영역에서의 변형이 100uV 이내 여야 한다.
└ ② 삼각파 입력 시 그 응답인 출력 삼각파 이후 영역의 기울기가

300uV/second를 초과해선 안 된다.

위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은 J-Point가 하강(Depression)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두 번 째 조건은 ST 세그먼트가 상승(Upsweep)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333...222삼삼삼각각각파파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기기기저저저선선선 변변변동동동 잡잡잡음음음 제제제거거거 필필필터터터 성성성능능능 평평평가가가

333...222...111삼삼삼각각각파파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각각각 필필필터터터의의의 신신신호호호 왜왜왜곡곡곡 정정정도도도 비비비교교교
필터의 신호 왜곡에 대한 평가를 위해 AHA에서 권고하는 최대 크기가 3mV

이고 폭이 100ms이 삼각파를 모델링 하였다.삼각파의 주기는 1Hz이며 샘플 주파
수는 250Hz이다.필터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고역 통과
필터인 FIR/IIR 필터와 메디안 필터 그리고 보간(Interpolation)법과 비교하였다.
FIR/IIR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는 AHA에서 권고하는 0.5Hz로 하였으며,차수는
200차와 5차이다[20][21].메디안 필터의 경우 윈도우의 크기는 0.4초인 100으로 하
였다[11].보간 방법은 3차 cubicspline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기준되는 측거점들
사이의 250포인트들에서 원 신호를 추정하였다[10].
그림 3.2에 각 필터들의 삼각파 신호처리 결과 파형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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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삼각파를 이용한 신호 왜곡 평가 

그림 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파수 대역을 제거하는 (b)(c)FIR/IIR 필터의
경우 J Point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여 신호의 하강
(Depression)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FIR 필터의 경우 0.295mV의 신호 하강이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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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으며,IIR 필터의 경우 0.104mV의 신호 하강이 발생하여 AHA 기준인
0.1mV를 초과하였다.그 외 기저선을 추정하여 원 신호에서 제거하는 (d)(e)(f)메
디안 필터,형태연산(Morphological)필터 그리고 3차 cubicspline필터는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신호 처리한 신호의 크기 감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호 처리한 삼
각파 신호의 피크 값들을 측정하여 원 신호의 피크값과 비교하여 평균값을 구하
였다.

       (3.4)

식3.4에서 Peaknosiefree는 노이즈가 없는 원 신호를 나타내며,Peakfiltered는 노이즈가
첨가된 원 신호를 신호처리 한 결과를 나타낸다.

필터종류
필터링전 FIR IIR Median Morphology Cubic

Peakdef 0 293 172.3 0 0 0

표 3.1 신호처리 후 신호의 감쇄 정도 측정

(단위 uV)

그림 3.2에 나타난 신호처리 결과의 피크 값들은 측정하여 신호 감쇄 정도를
측정 하였다.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FIR/IIR필터의 경우 신호의 감쇄가 발생
하였으나 메디안,형태연산,CubicSplin필터의 경우 신호의 감쇄가 발생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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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선 변동 잡음을 첨가한 신호에 대한 잡음 제거 성능과 신호 왜곡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삼각파에 식3.1에서 모델링 한 기저선 잡음을 첨가하여 신호처리
후 결과를 비교 하였다.
다음 그림 3.3은 삼각파에 기저선 변동을 첨가하여 각 필터로 신호를 필터링한

결과이다.잡음 제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터링 결과의 SNR(Signalto
NoiseRatio)를 계산하였다.

필터종류

SNR
필터링전 FIR IIR Median Morphology Cubic

SNR -8dB 7dB 10dB 27dB 26dB 36dB

표 3.2 각 필터의 SNR 

(단위 dB)

표 3.2는 잡음의 감쇄 정도를 내며,3차 CubicSpline필터가 36dB로 가장 잡
음 감쇄 정도가 뛰어 났으며,메디안 필터가 27dB 그리고 형태연산 필터가 26dB
순으로 잡음 감쇄 성능이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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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저선 변동 잡음이 첨가된 삼각파 신호처리 결과

잡음이 첨가되었을 경우 잡음 제거시 신호의 왜곡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서 J
point와 ST 세그먼트 왜곡에 대해 측정하였으며,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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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종류

SNR
FIR IIR Median Morpholgy Cubic

J point 레벨 -0.371 -0.251 -0.010 -0.007 -0.003

ST 세그먼트 0.016 0.002 0.001 0.001 0.001

표 3.3 J point와 ST 세그먼트 왜곡율 측정

(단위 mV)

표 3.3의 결과 FIR/IIR 필터의 경우 기저선 잡음은 제거가 되었으나,Jpoint
왜곡에 대한 기준인 AHA의 0.1mV이내 신호 하강이 발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
족하지 못하였다.메디안 ,형태연산,3차 CubicSpline필터의 경우 Jpoint왜곡
조건을 만족하였다.또한 ST 세그먼트의 왜곡에 관한 조건인 기울기가 300uV/sec
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조건은 모든 필터 들이 만족하였다.신호의 왜곡에 관해 3
차 CubicSpline필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 냈으며,형태연산 필터와 메디안
필터 순으로 왜곡에 대한 성능이 뛰어났다.
노이즈가 첨가된 삼각파에 대한 신호처리 결과의 신호 감쇄 정도를 측정하였

다.

필터종류
필터링전 FIR IIR Median Morphology Cubic

Peakdef 0 191.1 172.3 2.2 2.2 0

표 3.4 노이즈가 첨가된 신호의 감쇄 정도 측정

(단위 uV)

표 3.4에서 3차 CubicSpline필터의 경우 신호 감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메디안
형태 연산 필터의 경우 2.2uV의 신호감쇄가 발생하였다.진단용 심전계의 경우
A/D 변환시 최소 LSB가 5uV이하이여야 한다.그러므로 2.2uV는 진단용 심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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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A/D 변화시 최소 LSB 수치 5uV보다 적은 수치이므로 A/D 변환시 상쇄
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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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신호에서 기저선 변동 제거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PatientSimulator
에서 발생한 심전도 신호를 심전도 기기(MarquetteMAX-1)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화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노이즈가 없는 깨
끗한 심전도라 가정 하였다. 수집된 심전도 신호는 ST 세그먼트가 하강
(Depression)되어있는 신호이다.
노이즈가 없는 심전도 신호에 앞에서 모델링된 기저선 변동 노이즈를 첨가하

였다.필터의 신호 왜곡 정도와 노이즈 제거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서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심전도 신호와 각 필터들의 출력 신호와의 차를 계산하였고,필터링
한 결과의 SNR(SignaltoNoiseRatio)을 측정하였다.또 필터의 연산량을 측정하
기 위해 필터들이 노이즈 제거를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신호처리시의
연산량을 추정하였다.노이즈가 없는 심전도 신호와 각 필터 출력 신호들과의 차
d(X,X')은 다음같이 정의 된다.

     ×  

   


       (3.5)

식 3.5에서 X(n)는 노이즈가 없다고 가정한 심전도 신호이고 X'(n)은 필터링 결과
이며,L은 X(n)데이터의 길이이다.
표 3.5에 각 필터 출력의 SNR과 노이즈 없는 신호와 필터 출력 신호의 차에

대해 측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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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종류
필터링전 FIR IIR Median Morphology Cubic

SNR -14dB 9dB 12dB 13dB 13dB 27dB

d(X, X') // 17dB 17dB 15dB 13dB -1dB

표 3.5 각 필터의 SNR과 d(X, X') 

(단위 dB)

표 3.5의 결과 노이즈 감쇄비와 두 신호의 차에 대한 비는 3차 CubicSpline
필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메디안 필터와 형태연산(Morphological)
필터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두 신호의 차에 대한 비에서 형태연산 필터
가 메디안 필터 보다 원 신호와 좀더 유사한 결과를 출력함을 알 수 있다.

필터종류
FIR IIR Median Morphology Cubic

수행시간 0.250 0.078 0.219 0.203 3.844

표 3.6 기저선 변동 잡음제거 수행시간

(단위 sec)

표 3.6은 각 필터들의 잡음 제거시 연산량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연산 시간
을 측정한 것이다.기저선 변동 잡음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형태 IIR 필터
가 가장 우수했으며,3차 CubicSpline필터의 경우 상당한 수행 시간이 필요로
하므로 연산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형태연산(Morphological)필터의 경우 IIR필
터 보다는 긴 수행 시간을 소비하나 다른 필터들에 비해 빠른 수행 시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4에 각 필터의 필터링 결과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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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각 필터들의 심전도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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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실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메디안(Median), 형태연산
(Morphological),3차 CubicSpline필터를 선택하여 다른 모양의 기저선 변동 잡
음에 대한 필터링 결과를 평가 하였다.그림 3.5에 세 개 필터의 심전도 기저선
잡음 제거 결과가 나타나있다.

그림 3.5 상위 세 개 필터의 심전도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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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종류
필터링전 Median Morphology Cubic

SNR -13dB 15dB 13dB 17dB

d(X, X') // 13dB 11dB 4dB

표 3.7 상위 세 개 필터의 SNR과 d(X, X') 

(단위 dB)

표 3.7은 기저선 변동 잡음 모델링 시 정현파 신호의 주파수를 증가 시켜 기저
선의 변화량을 증가시킨 기저선 변동 잡음에 대한 각 필터의 신호 처리 결과를
나타낸다.실험 결과 3차 CubicSpline필터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메디안 필터와 형태 연산 필터의 경우 이전 실험과 비슷한 잡음 감쇄율과
신호 왜곡 정도를 보여준 반면,3차 CubicSpline의 경우 신호 대 잡음비가 27dB
에서 17dB로 많이 감쇄되었으며,신호 왜곡비도 증가 하였다.

필터종류
Median Morphology Cubic

수행시간 0.203 0.156 3.559

표 3.8 각 필터의 기저선 변동 잡음제거 수행시간

(단위 sec)

표 3.8에 나타난 신호처리 시 걸리는 연산 시간을 측정결과는 형태 연산 필터
가 0.156초로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가장 적은 연산량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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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의 결과에서 각 필터의 신호 왜곡 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
해서 각 필터 출력 파형의 모양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교 하였다.

그림 3.6 각 필터의 신호 왜곡 비교 

그림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터링 된 신호의 모양(Shape)을 확인하고 비교
해 보았을 때 3차 CubicSpline필터가 가장 원 신호와 비슷한 파형을 출력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비슷한 잡음 제거 성능을 보이는 메디안 필터와 형
태연산 필터를 비교 했을 시 형태연산 필터의 경우 비교적 ST 세그먼트의 모양을
잘 보존하고 있는 반면 메디안 필터의 경우 ST 세그먼트 부분의 왜곡이 발생 하
였다.JPoint에 대한 왜곡 정도는 메디안 필터와 형태연산 필터가 비슷한 왜곡
정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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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좀 더 변화량이 많은 기저선 변동 잡음을 모델링하여 심전도 파형
에 첨가하여 각 필터로 필터링 하였다.

그림 3.7 기저선 변동이 증가된 심전도 파형의 잡음 제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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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에서 보듯이 기저선 변동의 변화량이 많은 경우 가장 좋은 신호처리
결과를 나타내던 3차 CubicSpline필터가 기저선 추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
였으며,이로 인해 기저선 잡음이 제거에 실패 하였다.각 필터의 신호 처리에 대
한 결과가 표 3.7에 나타나 있다.

필터종류
필터링전 Median Morphology Cubic

SNR -7dB 9dB 11dB -3dB

d(X, X') // 18dB 16dB 28dB

표 3.9 기저선 변동 증가시 필터들의 SNR과 d(X, X') 

(단위 dB)

기저선 변화량이 많이 증가한 경우 형태연산(Morphological)필터가 SNR값과
d(X,X')값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3차 CubicSpline필터의 경우 기
저선 변동이 빠른 경우 기저선 추정에 실패하여 잘못된 신호처리 결과를 출력 하
였다.이로 인해 매우 낮은 SNR 값과 매우 큰 d(X,X')값을 출력 하였다.메디
안 필터의 경우도 앞에서의 실험보다 낮은 SNR값과 d(X,X')값이 증가 되었다.
이외 3차 CubicSpline필터의 경우 심전도 상에서 PR 세그먼트 부분을 측정

하여 기저선을 추정하는데,PR세그먼트 부분이 잘못 측정된 경우 그림 3.8과 같
은 오류를 발생 하기도 한다.

그림 3.8 3차 Cubic Spline 필터 기저선 추정 오류의 경우



- - - - 37 37 37 37 ----

333...333...222...222EEEuuurrrooopppeeeaaannnSSSTTT---TTT DDDaaatttaaabbbaaassseee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SSSTTT 세세세그그그먼먼먼트트트 왜왜왜곡곡곡 비비비교교교
EuropeanST-T 데이터 베이스는 ST 세그먼트의 레벨이 30초 동안 연속적으

로 0.1mV 이상의 상승 혹은 하강이 될 경우 심근허혈 혹은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
다고 판단하여 레벨 변화의 시작과 끝 그리고 최대 변화점을 표시하며,이것을
ST 에피소드라고 명시하였다[1].

그림 3.9 European ST-T 데이터에서의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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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ST-T 데이터 중 16개의 데이터에 대해 각 필터를 이용해 기저선
잡음을 제거한 후 ST 세그먼트를 레벨을 측정하여 EuropeanST-T 데이터 베이
스에서 제시한 기준과 비교하였다.그 결과가 표 3.10에 나타나 있다.비교 대상이
된 세 가지 필터의 특징은 기저선 변동 잡음을 추정하여 제거 한다는 것이며,기
저선이 변동이 정확히 추정된 경우 주파수 제거 필터보다 적은 신호 감쇄 성능을
나타내었다.

필터종류

데이터
필터링전 Median Morphology Cubic

E0103 AST1 +200 +175 +190 +190

E0104 AST0 -150 -130 -140 -150

E0104 AST1 +350 +150 +345 +340

E0150 AST0 +600 +150 +550 +555

E0150 AST1 -150 -155 -170 -145

E0106 AST0 +100 +60 +90 +100

E0106 AST1 -200 -120 -145 -175

E0107 AST0 +300 +290 +290 +295

E0107 AST1 -150 -110 -160 -150

E0110 AST1 +150 +100 +135 +155

E0111 AST0 -600 -580 -600 -295

E0111 AST1 +600 +345 +580 +595

E0113 AST0 +100 +60 +80 +90

E0113 AST1 +400 +355 +400 +395

E0114 AST0 -250 -132 -215 -255

E0114 AST1 +250 +215 +245 +250

표 3.10 신호처리 후 ST 레벨 변화 측정 

(단위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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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에서 AST0는 ST-T 데이터 베이스의 2채널 중 첫 번째 데이터를 의미하
며,AST1은 두 번째 데이터를 의미한다.‘+’는 ST 세그먼트의 상승을 의미하며
‘-’는 하강을 의미한다.ST-T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를 세 가지 필터로 신호처
리하여 비교한 결과 CubicSpline필터가 ST 레벨의 왜곡이 가장 적었으며,그
다음으로 형태연산 필터,메디안 필터로 ST 레벨의 왜곡이 적었다.그러나 Cubic
Spline필터의 경우 E0111AST0테이터의 예를 보면,데이터에 대해서 측정 포인
트를 잘못 검출하여 기서전 잡음이 정확히 추정되지 않아 파형의 왜곡이 발생하
였으며,기저선 잡음 추정시 상당한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이에 반해 형태연
산 필터의 경우 CubicSpline필터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저선 변동 잡음 성능을
나타내진 못하였으나,적은 연산량으로 만족스런 잡음 제거 성능과 ST 레벨 왜곡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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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형태연산자(MorphologicalOperator)를 이용한 형태연산 필터
(Morphologicalfilter)를 이용하여 심전도 기저선 변동 잡음을 제거하였다.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심전도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에 사용되는
0.5HzFIR/IIR 고역 통과 필터,윈도우 크기가 100인 메디안 필터 그리고 측거점
들 사이 250포인트에서 기저선을 추정하는 3차 CubicSpline필터와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율과 신호 왜곡율을 비교 하였다.잡음 제거율은 SNR(SignaltoNoise
Rtion)를 측정하여 평가 하였으며,신호 왜곡율은 미 심장 협회(AHA)에서 권고하
는 삼각파 테스트(TriangularWaveTest)와 두 신호 간 차이를 제곱한 값으로 평
가 하였다.
삼각파 테스트 후 PatientSimulator와 Marquette심전도 기기를 사용하여

PatientSimulator에서 출력된 심전도 파형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모델링 된
기저선 잡음을 첨가하여 심전도 신호에서의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율과 신호 왜
곡율을 평가 하였다.
필터에 의해 발생하는 신호의 왜곡에 대해 평가하는 삼각파 테스트 결과,심전

도 기저선 변동 제거시 기저선을 변동 시키는 저주파 잡음 대역을 제거하는
FIR/IIR디지털 고역 통과 필터의 경우 잡음 대역과 심전도 신호 대역의 중첩으로
인해 저 주파수대역 제거 시 심전도의 Jpoint에 대한 왜곡이 발생 하였다.그에
반해 기저선 변동 잡음을 추정한 후 원 신호에서 제거하는 메디안,형태연산,3차
CubicSpline필터의 경우 삼각파 테스트 결과 신호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
다.삼각파에 모델링 된 노이즈 성분을 첨가하여 신호처리한 결과에 대해 SNR값
과 신호 왜곡정도를 측정한 결과 3차 CubicSpine필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
내었으며,형태연산 필터와 메디안 필터가 비슷한 잡음 제거 성능과 신호 왜곡율
을 나타내었다.
삼각파 테스트 후 실제 심전도 신호에서의 잡음 제거 성능과 신호 왜곡율을

측정하였다.기저선 변동 잡음의 변화가 완만한 경우엔 3차 CubicSpline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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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제거율과 신호 왜곡율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기저선의 변화량이 많
은 기저선 잡음을 첨가 할수록 3차 CubicSpline필터의 잡음 제거율과 신호 왜곡
율이 저하되기 시작 하였고 기저선 변동이 심한 경우 기저선 추정에 실패하여 신
호처리 오류를 발생 하였다.그에 반해 형태 연산 필터나 메디안 필터의 경우 비
교적 균등한 필터 성능을 나타내었으며,기저선 변동이 심한 경우 형태 연산 필터
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형태연산 필터와 메디안 필터는 비교적 비슷한 신호 처리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실제 신호의 모양(Shape)을 비교한 결과 같은 노이즈 신호에 대한 같은
시점의 심전도 신호에서 형태연산 필터의 경우 비교적 ST 세그먼트를 잘 보존한
반면 메디안 필터의 경우 ST 세그먼트의 왜곡이 발생되었다.형태연산 필터와 메
디안 필터의 경우 윈도우를 사용하여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은 비슷하나 메디안
필터의 경우 윈도우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해야하는 반면 형태연산 필터의 경우
제거 하고자 하는 신호의 넓이에 따라 적당한 윈도우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가능
하다.
신호처리 시 사용되는 연산량은 차후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 설계

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이에 본 논문에서도 간접적으로 연산량을 측정하기 위
해 필터링시 소비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그 결과 IIR 필터가 가장 우수한 성능
을 나타 내었다.3차 CubicSpline필터의 경우 상당히 긴 연산 시간을 나타 내었
으며,이에 반해 형태연산 필터의 경우 IIR 필터의 제외한다면 가장 적은 연산량
을 나타 내었다.
실제 심전도 신호인 EuropeanST-T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수행한 실험에

선,형태연산 필터의 경우 CubicSpline필터보다 적은 연산량을 가지며,메디안
필터보다 더 낳은 신호 왜곡 정도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형태연산자를 이용한 신호처리 방법은 적은 연산량으로 잡음제거율과

신호 왜곡정도에서 상당한 성능을 보여 주었으며,비교적 안정적인 필터 성능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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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선 심전도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를 위한 방법으로 형태연산 필터
(Morphologicalfilter)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을 제안 하였다.형태 연산 필터
외 다수 필터를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해 성능을 비교한 첫 번째 실험에서 형태
연산 필터는 SNR 13dB,d(X,X')13dB로 3차 CubicSpline필터의 SNR 27dB,
d(X,X')-1dB에 비해 잡음 제거율이나 신호 왜곡율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그러나 기저선 변동의 변동량이 증가한 잡음 모델링에서는 형태연산 필터
11dB,16dB로 3차 CubicSpline필터의 -3dB,28dB보다 좋은 신호 처리 결과 보
여 주었으며 형태 연산필터는 기저선 변동의 변동량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신호 처리 결과를 보여 주었다.또한 연산량을 측정하는 결과에선 형태 연산필터
0.156sec,3차 CubicSpline필터 3.559sec으로 형태 연산 필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연산량을 보여 주었다.실제 심전도 신호인 EuropeanST-T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실험에선,적은 연산량으로 만족스런 신호 왜곡 정도를 나타내었
다.이처럼 형태 연산 필터는 적은 연산량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기저선 변동 잡음
제거 결과를 나타내었다.그러므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Real-time스트레스
심전계나 홀터 심전계에서 발생하는 심한 기저선 변동 잡음을 ST segment의 왜
곡을 최소화하며 실시간으로 제거 할 시 적용 할 수 있으며,소형화된 휴대용 심
전계에도 적용 할 수 있다.그러나 형태연산시 구조요소(SE)의 넓이를 적응
(Adaptive)한 방법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여러 형태의 구조요소
에 따른 필터의 성능 평가에 관한 부분은 차후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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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EEECCCGGGBBBaaassseeellliiinnneeeWWWaaannndddeeerrrRRReeejjjeeeccctttiiiooonnn
UUUssseeeIIImmmppprrrooovvveeedddMMMooorrrppphhhooolllooogggiiicccaaalllfffiiilllttteeerrr

Bae,Ki-Su
Dept.of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ECG signalmeasurement is the most popular and easy way to detect
cardiac-disease.When measurementofECG signal,therearevariousnoise.
Thisnoisedisturbcorrectlydetectionofdiseaseanddiagnosis.Oneofnoise
havebelow 1Hzlow frequencycausebaselinewander.ECG signalthathave
baseline wander is so difficult diagnosis because don't detect correctly
significantpoint.AndmanycaseECG frequencyregionoverlaplow frequency
noiseregion.Sosometimesnoiseremovecausesignaldistortion.Thereduce
signaldistortion isvary importantthingsthatECG signalprocessing.This
paper describes an improved morphologicalapproach to remove baseline
wanderfrom electrocardiogram signals,withparticularemphasisonpreserving
theST segmentoftheoriginalsignal.Thealgorithm consistsoftwostagesof
morphologicalprocessing.first,the QRS complex removed from the input
signal.Second,theP,T wavesremovedfrom theFirstprocesspassedsignal.
Finally we obtain and remove baseline wander.The performance ofthe
algorithm isevaluatedwithtriangularwavetestandsimulatedECGsignal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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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and European ST-T database used.Compared with other filtering
methodFIR/IIR filter,Medianfilter,CubicSplinefilter,aboutJpointsignal
distortion that FIR/IIR filtering method have distortion but median,
morphological,cubicsplinefilteringmethoddon'thavedistortion.CubicSpline
filterbestperformanceremovenoiseandsignaldistortion 36dB,-0.0003mV
andmedian,morphologyfilterhavesimilarperformance.WhenUserealECG
signal,increasingbaselinewandercubicsplinefilterperformancebecomelower.
ButMorphologicalfilterperformancedosenotchangedserious.operationtime
isthatcubicsplinefilterhave3.559secandmorphologicalfilterhave0.156sec.
morphologicalfilterhavefastoperationtime.
Experimentresultshow thatmorphologicalhavefastoperation timeand

enoughnoisereductionandsmallsignaldistortion.

Keywords:ECG,Morphologicalfilter,TriangularWavetest,SNR,
Signaldistortion,Operatio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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