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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텐서기반 MPCA 방법을 이용한 심전도신호의 개인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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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performance of individual identification on electrocardiogram using third-order
tensor-based MPCA(Multilinea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s performed. This method preserves the data
structure by extracting features directly from the tensor representation without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data
due to the vectorization process in order to reduce the dimension. It is also less susceptible to small data
problems because it can learn more compact and potentially useful representation, and it can efficiently handle
large tensors. Here, the third-order tensor is formed by reordering the one-dimensional electrocardiogram signal
into a two-dimensional matrix and then taking the time frame into account. Physionet's
PTB(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diagnostic database for performance evaluation is used, and MPCA
showed 91.85%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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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느 회사들은 작고 가볍고 편리
하며 다양한 기능들이 포한된 웨어러블 장치들을 개발
하고 출시해왔다. 특히 건강 체크에 중요한 다양한 생
체 신호들의 수집기능은 필수로 되어가고 있다. 심전
도(electrocardiogram)는 심장주기동안 전위의 변화
를 측정한 것으로 그 측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하
게 변화되었고 개인식별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 연구
들이 보고되고 있다[2-5]. 심전도 신호로 개인식별을
하는 것은 심전도 신호가 잡음에 민감하여 동일한 사
람에게서 얻더라도 편안한 상태, 흥분한 상태, 화난
상태, 운동상태 등에 따라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1]. 이러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식별성능을 얻
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센서와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 많은 데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분야에서 성공하려
면 세부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대
부분 빅데이터들은 다차원이고 그것들은 보통 다차원
배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 클라
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에서 텐서 기반 컴퓨팅이 부

1. 서 론
1)

개인식별 기술은 개인의 유일한 특성인 행동적 또는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현재 보안, 은행, 출입관리, 의료, 오락 등 광범위하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얼굴과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이용한 개인식별은 위조, 변장 할 염려가 있고
개인식별을 위해서 시스템이 설치된 특별한 장소로 이
동해야하는 취약점이 있어서, 최근 신체 내부의 생체
신호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연구되고 있다[1]. 건강하
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간편
하게 몸 상태를 측정하여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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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다. 다차원 데이터로부터 세부 특징들을 텐
서기반으로 학습하기 위해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방법인 다선형 부분공간 학습
(multilinear subspace learning)이 개발되었다. 다
선형 부분공간 학습의 목적은 고차원 텐서로부터 저차
원 텐서로 직접 사상(direct mapping)시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여기서 텐서는 벡터와 행렬의 일반
화된 의미를 가진다. 스칼라는 0차 텐서, 벡터는 1차
텐서, 행렬은 2차 텐서, 그리고 3차 이상은 고차텐서
라고 부른다.
현실에서 텐서 데이터는 보통은 고차공간에서 명시
된다. 고차공간에서 데이터의 직접적인 연산은 두 가
지 차원의 저주를 야기한다. 첫째는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프로세싱 부하와 자원을 많은 사용하게
되어 계산비용이 커지고, 둘째는 사용가능한 데이터의
개수가 그 데이터의 차원에 비해 적을 때 기존 수단들
은 적절치 못해 많은 문제들에 타당성을 잃게 한다.
차원축소는 대부분의 물리적 또는 구조적 정보를 유
지한 채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표현하는 변환
방법이고 저차원 표현은 특징 추출 과정으로서도 인식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부분공간 학습 알고리즘들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 CCA(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PLS(Partial Least Squares) 같이 벡
터에서 연산되는 선형 알고리즘들이었다. 1차 이상의
텐서 데이터에 대해 선형 부분공간 학습(linear subspace
learning) 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텐서를
벡터로 재정렬(reshape)해야 했다. 이런 벡터화
(vectorization)는 2가지 근본적인 제한을 야기한다.
첫째로 벡터화는 원래 데이터에서 보통의 구조와 상관
관계를 파괴하고 원래 데이터에서 내포된 고차 의존성
과 가외성을 축소시킨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세부 또
는 유용한 특징을 잃게 된다. 둘째로 고차 텐서 데이
터로부터 벡터화된 데이터는 매우 고차원이 되어 계산
과 메모리 부하가 크고 데이터 수가 차원수보다 적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텐서기반 컴퓨팅 및 모델링은 매 20년마다 발돋움
을 하였다. 스칼라 수준부터 행렬 수준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 블록 행렬 수준까지 진행되었다. 이제 행렬기
반 컴퓨팅에서 텐서기반으로 이행할 시기에 왔다. 기
존의 선형 사상(linear mapping)과는 반대로 다선형
사상(multilinear mapping)은 텐서를 벡터로 재정
렬시키지 않는다. 다선형 사상으로 학습된 특징들은
그리드같은(grid-like) 구조와 규칙들로 축소된다. 이
것은 3가지 주요 이점을 가진다. 첫째로 데이터의 구
조를 보존하고 둘째로 더 세부적이고 유용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고 적은 데이터 수의 문제에 덜 심각해진
다. 셋째로 큰 텐서 데이터를 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6].
본 논문에서는 3차 텐서기반 MPCA 방법을 이용한
심전도신호의 개인식별에 대한 성능을 비교한다. 2절
에서는 특징추출 및 분류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3절
에서는 실험결과 및 분석을 설명하고, 4절에서 결론맺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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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심전도기반 개인식별 기법

기존의 심전도기반 개인식별을 위해 벡터 기반 기술
로는 주성분 분석 기법(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7-8]과 매트릭스 기반의 기술로는 2차원
주성분 분석 기법 (2D PCA: two-Dimensiona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9]있다.
2.1 주성분 분석 기법(PCA)

주성분 분석 기법은 분산까지의 통계적 성질을 이용
한 2차 통계적 기법으로, 고차원의 입력 데이터의 차
원을 효율적으로 축소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 주성
분 분석 기법을 요약 하자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의 분산이 큰 몇 개의 고유 방향에 대한 축으로
선형 투영 시켜 차원을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7-8].
주성분 분석 기법을 이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차원의  ×   데이터를 1차원   ×   벡터
로 변환한다.  개의 학습 벡터를      
와 같이 행렬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 벡터와 평균 벡
터의 차는 다음과 같다.

   
     






 



(1)

식(1)에서 구해진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공
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  은 식(2)과 같다.




(2)

여기서 공분산 행렬에 의해 얻어지는 고유치
는 분산을 최대로 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이 고유치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eigenvector)는 특정
방향의 변동성을 나타낸다. 특징벡터는 학습 벡터를 고
 
유벡터 
            에 투영 시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igenvalue)

  
  

(3)

2.2 2차원 주성분 분석 기법(2DPCA)

2차원 주성분 분석 기법은 2차원 데이터를 1차
터로 변화하지 않고 직접 공분산을 구하는 방식을
하는 방법이다[9]. 2차원 주성분 분석 기법의 학습
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데이터를        라 하고 학습
이터 크기는  ×  로 가정 한다. 전체 데이터들의
균 데이터  은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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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산 행렬  는 식(5)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여기서 2차원 주성분 분석 기법은 데이터를 2차원
형태로 직접 공분산 행렬  을 계산하게 되어 수평방
향의 공분산 행렬,  ×  크기의 공분산 행렬을 얻는
다. 즉, 2차원 주성분 분석 기법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축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유 벡터  와 고유치 
는 식(6)에서 구해진다.
   

(6)

여기서, 공분산 행렬  의 가장 큰  개의 고유치에
상응하는 고유벡터를            라 한다. 특징
행렬  는 학습 얼굴 영상 행렬   를 투영 행렬
              에 투영 시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텐서들은 전형적으로  로 표시하고, 텐서의 요
소는  에 의해 표시된다.  은 텐서 대상의 차수를
나타내며 각 지수는 하나의 모드를 정의한다. 즉, 벡
터들은 1차 텐서이고 행렬들은 2차 텐서이다.   
를 가진 텐서들은 고차의 벡터와 행렬의 일반화된 형
태로써 보일 수 있다. 텐서의 요소는 괄호에서 지수를
 ×  ×  ×  
가지고 표시되며,  차 텐서는  ∈   
이
다. 그것은  개의 지수들        에 의
해 표시되고, 각   은  의 n-모드를 할당한다.
 ×
 ×   에서 행렬  ∈    에 의한 텐서  의
n-모드 곱은 다음과 같은 텐서로 표현되어진다.
(8)

 ×                          

      ∙      




두 텐서의    ∈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곱은

의 스칼라



(9)



2차원 주성분 분석 기법은 기존의 주성분 분석 기
법을 이용할 때보다 매우 작은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
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빠르고, 인식률 또한 더 좋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으로는 특징 행렬의 크기
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며
매칭 부분의 유사도 측정 시간이 매우 길게 소요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10-12].

놈 (Frobenius norm)은
준
다선형 대수식에 따라 텐서  는 다음의 곱 형태로 나
타난다.

3. 다선형 주성분 분석

   ×     ×     ×  ×     



텐서  의 프로베니우스

     과 같이 정의 된다. 표
∥  ∥   

(10)

여기서,  는 다음과 같다.

센서에서 받아진 데이터는 여러 잡음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정규화와 스파이크를 제거하고 R피크검출을
한다. 검출된 R피크를 가지고 전후 400프레임을 입력







   ×     ×     ×  ×      (11)

으로 사용한다.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MPCA;Multilinea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주성분 분석 기
법의 다선형 확장이며, 최근에 Lu[13]에 의해 걸음새
인식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졌다.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은 2차원 주성분 분석법과 같이 얼굴 이미지를 1
차 벡터로 변환하지 않고 직접 공분산을 구하는 방식
을 취하는 방법이다.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과 2차
원 주성분 분석법과 차이가 있다면, 2차원 주성분 분
석법의 경우 입력데이터의 크기가 w×h인 경우 w×w
또는 h×h의 크기를 가지는 고유벡터 중 하나만을 구
하여 사용하는데 다중선형 주성분 분석법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의 고유벡터를 모두 구하여 이용한다.



∙        

3.1 전처리

3.2 특징추출



          로  ×  의 직교행렬이다.






집합이
 텐서의
} 때 총 분산은 식(12)과 같다.

 ⊗  ⊗   공간에서
       일

{



 

 ∥





 







 ∥

(12)



(13)







여기서, 
 는 평균 텐서,  는 텐서 총 분산을 나타
낸다. 여기서 n-모드 총 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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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여기서    은   의 n-모드 전개 행렬(unfolded
matrix)이다.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은 텐서기반 스
캐터 척도를 최대화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개의 선형
최적화 문제로 분해되어져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 모든
다른 투영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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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개의 고유치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들로 구
성하는   를 식 (15)과 같이 최대화 한다. 고유 벡
터는 식(16)과 같이 구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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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각도 거리(AD;angle distance)를 계산하
는 공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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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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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g(h)는 가중치벡터를 나타낸다. 검증데이
터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최근접 분류기(nearest
neighbor classifier)을 적용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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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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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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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행렬  은   로서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그것들의 모두가 인식을 위해 유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클래스 분별력을 통해 선택되어질 수 있
다. 클래스 분별력에 의해 순서화된 특징벡터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되어진다[14].
얻어진

 







3.3 특징분류

분류에서 특징벡터간의 거리는 분류 모듈의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멘하탄
거리(L1), 유클리디안 거리(L2), 각도거리(AD; Angle
Distance), 마할라노비스 거리(MAH;Mahalanobis),
수정된 각도 거리(MAD;modified angle distance)
를 사용한다. 아래 수식들은 각 거리 공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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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igure 1. Diagram of proposed method.

4. 실험 및 결과 분석

(18)
(19)

본 실험에서 사용한 컴퓨터 사양은 Intel I7-7700,
NVIDIA Geforce GTX 1060이고, ECG데이터는
PhysioNet의 PTB 진단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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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총 40개의 데이터를 갖게 된다. 이중에서
20개는 학습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검증으로 사용된
다. 전체 사람 수가 54명으로 사람당 20개의 데이터
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학습과 전체 검증 데이터의 수
는 각각 1080개이다. 개별 ECG 신호는 전처리과정
을 통해 정규화가 수행되고 스파이크가 제거되고 R피
크점들이 검출된다. 그림 2a는 원신호를 보여주고, 그
림 2b은 정규화된 신호를 보여주고 그림 2c은 스파이
크 제거된 신호를 보여준다. 그림 3은 검출된 R피크
점을 보여준다.
(a) Origial signal

Figure 3. Detected R peaks.
(b) Regularized signal

(c) Spike-removed signal
Figure 2. Pre-processing.

PTB데이터는 15개의 리드에서 기록되었으며, 다양
한 연령과 다양한 질환자 및 건강한 남녀의 290명으
로부터 획득되었고 매번의 기록은 6개월가량의 시간차
를 가지고 측정되었다[15]. 사람마다 레코드의 개수와
길이가 달라서 4개이상의 레코드를 가진 사람들로 제
한하였고 그때 사람 수는 최대 54명이었다. 사람마다
4개의 레코드 중에서 2개는 학습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개는 검증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사
용하였다. 각 레코드에서는 순차적으로 3초씩 분할하
여 10개까지만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사람마다 4개의
레코드가 있고, 레코드마다 1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한 데이터는 3초간의 측정값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데이터는 전처리를 거치게 되어 R피크점들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 3초 동안 보통 2~5개의 R피크점이
존재하며 이들 R피크점들을 기준으로 앞뒤 400프레임
들을 모아서 평균을 취한 후, 다선형 주성분분석을 통
해 개인식별을 수행한다. 유사도 측정 방법으로는 L1,
L2, AD, MAH, MAD를 이용하였다. 한 리드에서 R
피크점을 기준으로 앞뒤 400프레임을 취하면 중앙까
지 포함하여 801프레임을 얻는다. 리드 I와 리드 II에
대해서 2번 수행한 후에 연결하기 때문에 1602프레임
이 얻어진다. 학습데이터 수가 1080개이기 때문에 학
습용 데이터 크기는 1602x1080이 된다. 마찬가지로
검증용 데이터 크기도 1602x1080이다.
다선형 주성분 분석에 입력하기 위해 1차원의 벡터
를 3차원의 텐서로 변경한다. 데이터 4개씩 묶어서 시
퀀스 데이터를 생성하면, 한 개의 데이터 크기는
1602x4이 된다. 그리고 1차원 벡터의 맨처음과 맨끝
의 1프레임을 버리고 재정렬(reshape)를 하면 텐서의
크기를 40x40x4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습데이터
1080개에서 4개씩 묶어 3차 텐서를 구성했기 때문에
학습데이터의 수는 270개가 되어 텐서의 크기는
40x40x4x270이다. 마찬가지로 검증용 데이터 크기
도 40x40x4x270이다. 심전도의 경우 측정자의 상태
에 따라 신호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럴 경우 다양한
상태에서 학습데이터를 구성하면, 그 사람의 다양한
상태에 대한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
는 심전도에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나
치게 데이터를 다양하게 구성할 경우, 오히려 다른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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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의 심전도와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하는 경우의 수
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
래서 어느정도 잡음을 허용하면서, 허용한 잡음이 다
른 클래스와의 거리를 좁히지 않도록 적당한 데이터를
구성해야한다. 다선형 주성분분석에서 Q는 보존 에너
지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으로 고정하였고, 반복
수는 여러번 반복해도 정확도에 큰 변화가 없어서 1로
사용하였다. 표 1은 다선형 주성분 분석으로 텐서기반
개인식별한 정확도를 보여준다. 특징차원은 10부터
170까지 10간격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유사도별로
가장 높은 인식률들을 보여준다. 그림 4는 특징차원을
10부터 170까지 10간격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유사도별로 인식률을 보여준다. 그림 5는 심전도 신호
를 다선형 주성분 분석으로 추출한 특징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심전도 신호에서 하나의 주기에 대해 1차원
적 또는 2차원적 실험을 하였으나 본 논문은 연속된
여러 주기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본래 정보를 유지한
체 다차원 배열로 구성하여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방
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MPCA의 특성상 추정 파라미
터 수가 적어서 메모리, 컴퓨팅 부하가 적게 드는 장
점을 가진다.

득하여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고, 인식률 향
상을 위해 연구할 계획이다.

Figure 4. Accuracies of MPCA

Table 1. Maximum Accuracies of MPCA
특징추출
특징차원
방법
Q 반복

MPCA

97

1

유사도

정확도

60

L1

91.85 %

40

L2

90.00 %

60

AD

90.37 %

30

Mah

88.15 %

60

MAD

91.48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차 텐서기반 MPCA 방법을 이용한
심전도신호의 개인식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MPCA는 고차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특징추출을 하
여 데이터의 추정파라미터 수가 매우 적어지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실제 고차 데이터의 거대한 크기의 데
이터를 다룰 때 효율적이다. 심전도 신호는 PTB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전처리와 R피크 검출을 통해
서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그 다음 재정렬을 통해 1차
원 벡터를 2차원 행렬로 만들고 그 행렬들을 겹쳐 3
차원 텐서로 구성하였다. MPCA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였고 5가지 유사도 계산을 통해 인식률을 살펴
보았다. L1 유사도 방법이 특징차원 60일 때
91.85%로 가장 좋은 정확도를 가졌다. 반면 MAH
유사도 방법은 특징 차원이 커질수록 인식률이 급격하
게 감소하였다. 향후 PTB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획
공학기술논문지 제11권 2호 (2018)

Figure 5. Feature maps of MPCA from
electrocardi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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