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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부정맥 중 하나

로 심방 심근이 매우 빠르게 무작위적으로 수축하는 부정맥이다.  이 때 

혈전을 생성하게 되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된다.   미국에서는 2010년 

대비 2050년에는 심방세동 환자가 3~6배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국내 환자도 2019년 대비, 2060년에는 심장세동 환자가 

3~6배가 되어 총인구의 5.8%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머신 비전, 자연어 처리등 최근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

고성능을 기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검출하

는 분야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에서 딥러닝 기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분류 성능과 일반화 성능 향상이 검증된 오토인코더 기법을 사용하였

다. 먼저 unlabeld 데이터를 이용해 오토인코더를 학습하여, 입력되는 데

이터의 형태를 이해하고 숨겨진 특징을 추출하는 모델을 학습하였고, 이후 

공공데이터의 labeled 데이터를 이용해 심방세동을 분류하는 전이학습이 

수행되었다. 개발된 오토인코더는 multi-kernel size CNN을 기반으로 

ResNet을 응용하여 구성되었으며, 학습에 사용된 내부 데이터인 

MICU-2019 데이터에 대해 0.00042, 외부데이터인 Shaoxing 데이터에 

0.00061, PTB-XL 데이터에 0.00036의 mean-squared-error를 얻었다. 

개발된 전이학습 모델은  학습에 사용된 내부 데이터인 공공데이터에 대

해 0.89의 f1 score,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외부 데이터인 MICU-2018 

데이터에 대해 0.90의 f1 score를 얻어,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모델을 실제로 장시간 저장된 심전도에 적용하여 스크리닝 효과를 확

인하였다. 129명의 환자 데이터 중 모델이 심방세동이 발생한 것으로 예

측한 환자의 수는 32명이었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부정맥의 리듬 이외의 다른 부정맥 리듬

은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공공데이터 2종에서 중

복을 제외하면 총 17종의 부정맥의 파형만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심방

세동이 아닌 리듬을 심방세동으로 예측하는 False positive 케이스를 증가

시킬 수 있다. 해당 문제는 향후 active learning 기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전도 기록에서 심방세

동을 찾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스크리닝을 진행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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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배경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AFib)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부정맥 

중 하나이다[1,2].  2010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심방세동 환자가 220만

명이었으며, 2050년에는 600~1200만명으로 추산되며, 유럽은 2060년에 

1790만명의 심방세동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3]. 국내의 심방세동 

유병률은 2019년 기준 1.07-1.6%로 당시 인구수 5171만으로 환산시 약 

55만명-82만명이며 2060년에는 인구수의 5.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4]. 

심방세동은 심방 심근이 매우 빠르게 무작위적으로 수축하는 것이 특징

인 부정맥으로 이 과정에서 혈액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혈전을 생성하는 

것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심방세동을 진단은 시간에 따른 심장의 

전기활동을 나타내는 심전도(Electrocardiogram) 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정상적인 심전도에서 심장의 1회 박동은 그림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 정상적인 심전도



- 2 -

정상 심전도에서는 심장의 심방의 수축을 나타내는 P파, 심방의 이완과, 

심실의 수축을 나타내는 QRS군, 그리고 심실의 이완을 나타내는 T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P-QRS-T의 파형이 분당 60-100회로 

일정하게 반복된다. 

정상 심전도와 심방세동이 발생했을 시의 심전도를 비교해 보면 정상 심

전도는 P-QRS-T의 파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일정한 반면, 심방세동은 

심방이 분당 400회 이상, 빠르게 박동하여 P파가 가늘게 떨리듯이 나타나

거나, QRS 파형도 일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이 경우 항응고 약물치료 혹은 율동조절 치료 등이 필요하다.

그림 2 동일환자의 정상 심전도와 심방세동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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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은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ESC)의 제안에 따라 1)첫 

진단된 심방세동, 2)발작성 심방세동(48시간 이하 지속), 3)지속성 심방세

동(7일 이상 지속), 4) 장기간 지속성 심방세동(1년 이상 지속), 5) 영구형 

심방세동(영구 지속)으로 분류된다[5]. 심방세동 진단은 심전도 검사를 시

행하고 기록된 당시에 이상 파형이 발견되어 진단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홀터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홀터 심전도

는 24시간 혹은 48시간 동안 환자가 심전도 기록 장치를 몸에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며 데이터를 기록하는 검사이다. 단시간에 부정맥이 발생하

지 않으면 발견이 어려운 일반 심전도 검사와 달리, 홀터 심전도 검사는 

장시간에 걸쳐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확률

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임상의가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

대한 양의 심전도 기록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 중환자실과 같이 24시간 내내 심전도가 기록되는 환경에서는 임상의가 

모든 심전도 기록을 확인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 중 최근에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이

있다. 딥러닝은 Graphics Processing Units(GPU)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졌으며 고성능의 컴퓨팅 능력을 통해 데이터 안에 숨은 특성을 찾

아 스스로 학습하는 기법이다 (그림 3).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지 분

류, Machine Vision, 자연어 처리 등의 작업에서 딥러닝을 적용하여 최

고성능을 기록하였다[6]. 심방세동을 포함한 부정맥 검출 및 분류에 관한 

작업들 또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다수 수행되었고 많은 연구들에 의

해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딥러닝은 학습을 위해 입력데이터에 매

치되는 정답지가 필요하고, 데이터 안에서 숨은 특성을 스스로 찾아 학습

한다는 특징 때문에 매우 많은 정답지를 필요로 한다. 심전도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경우, 임상의가 확인하여 검증한 수많은 정답지 즉 labeling을 

필요로 하게 되고, 여기에는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의가 심전도 기록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적용하려고 하면 모순적이게도 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

미 임상의들이 확인하여 검증된 open-access 데이터셋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 개발을 통해 labeling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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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양한 분야의 딥러닝 적용 

2. Open-access 데이터를 이용한 심방세동 자동검출 연구

이미 open-access 데이터셋을 이용한 심방세동 자동검출에 관한 딥러닝 

모델 개발은 많은 연구에서 수행되었다.

HSIEH 외(2020)는 심방세동을 포함한 부정맥을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open-access 데이터셋인  PhysioNet Challenge 2017 데이터셋[7]

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Machine Vision, 자연어 처리 

등 많은 분야에서 최고성능을 보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적용하여 심방세동을 검출했다. 원래의 데이터 형태인 시계열 데

이터 심전도가 그대로 사용되었고, 10개의 CNN layer와 1개의 Batch 

Normalization layer, 그리고 3개의 Fully Connected layer를 이용해 

총 14 layer로 딥러닝 모델을 구성해 0.78의 F1 score를 얻었다[8].

M Zihlmann 외(2017) 또한 PhysioNet Challenge 2017 데이터셋을 사

용하여 심방세동을 포함한 부정맥을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심

전도 데이터는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기법을 이용하여, 시간과 주파

수 정보를 가진 도메인의 데이터로 변환되었다. 저자들은 CNN에 시간 정

보를 분석하는 분야에서 최고성능을 보였던 Recurrent Neural Network 

(RNN)를 응용하여 24 layer를 가지는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CRNN) 모델을 구성하여 0.82의 F1 score를 얻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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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연구들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기록된 내부 데이터셋에서만 

학습하고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경우 외부의 다른 데

이터셋을 이용하여 성능을 테스트 했을 때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

다는 검증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외부 데이

터셋을 적용하는 경우 성능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인다.

3. 오토인코더와 전이학습을 이용한 심방세동 자동검출 연구

오토인코더(Auto-encoder) 기법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오토인코더 기법은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압축된 형태

로 축소하는 인코더(Encoder)와, 축소된 숨겨진 표현(Hidden 

representation)을 다시 입력과 같은 차원과 형태로 복원하는 디코더

(Decoder)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4).

그림 4 오토인코더 학습 과정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향상돼 더 적은 차원의 데이터만

으로도 입력데이터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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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방법은 딥러닝 기법의 원리이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label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정답지가 

확인되지 않은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learning) 방법이기 때문이다. 딥러닝에서의 오토인

코더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숨은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한다. 학습의 결

과로 얻어지는 Hidden representation은 더 적은 차원의 데이터로도 입

력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은 그림5와 같이 미리 학습된 모델 

(Pre-trained model)의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학습할 

때 더 빠른 학습과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학습 방법이다[11].

그림 5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의 학습 과정

이 전이학습은 unlabeled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오토인코더를 적용하

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1차로 unlabeled 데이터를 학습하여 숨은 데이터

의 특성을 이해하는 Pre-trained model을 얻고 2차로 다시 labeled 데이

터로 재학습하는 형태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Kuba 외(2021)는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전이학습을 이용하여 부정맥 분류 작업에서 성능 향



- 7 -

상을 검증하였다. Icentia사의 single lead 심전도 모니터링 장치인 

CartioSTAT를 이용해 기록된 11,000명의 심전도 데이터를 포함하는 

Icentia11K 데이터셋을 이용해 오토인코더를 학습하고, PhysioNet 

Challenge 2017 데이터셋을 이용한 전이학습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오

토인코더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최고 0.731의 F1 score를 얻은 반면, 오

토인코더를 사용한 전이학습을 이용해 0.779의 F1 score를 얻어, 성능 향

상을 검증하였다[12].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전이학습으로 부정맥 분류 작업의 성능이 향상된 사

례는 다른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JH.Jang 외(2021)는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기록된 26,481명의 unlabeled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해 오토인코더를 학습하여 pre-trained model을 얻었다. 

그 후, 10,646명의 환자의 심전도와 부정맥 label이 포함된 Shaoxing 

open-access 데이터셋[13]을 이용해 재학습하였다[14]. 오토인코더를 사

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학습한 경우와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전이학습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전자의 F1 score는 0.843였고, 후자의 F1 

score는 0.863이었다. 오토인코더에 사용된 unlabeled 데이터를 제외하

면, 같은 양의 데이터와 label을 가지고도, 더 좋은 성능 모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저자들은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을 

줄여가면서 다시 전이학습 적용 여부의 효과를 비교하여, 적은 데이터양에

서 전이 학습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전에 수행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1. 오토인코더 전이학습을 이용해 공공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 향상과 일

반화 성능을 얻으면서도, labeling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2. 학습에 사용된 내부데이터가 아닌 외부데이터를 이용한 성능 검증을 

통해 심방 세동 검출 성능을 확인

3. 실제로 장시간 저장된 심전도에 적용하여 스크리닝 효과를 확인

이러한 기여점을 바탕으로 오토인코더 전이학습을 이용하여 장시간 기록

된 데이터 중 심방세동이 발생한 시점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임상의의 판

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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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데이터셋

먼저 MATLAB (MathWorks, USA)을 이용하여 1일/ 1주/ 1달 단위로 

심박수, 심전도 waveform 확인 및 필요지점에 labeling이 가능한 data 

viewer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band-pass filter 기능을 사용할 수 있

고,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있다. 위의 창에 해

당하는 심박수 데이터를 plot하고, 원하는 시점의 심전도 waveform을 아

래창에 불러올 수 있다. 좌우 이동,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방 세동 검출 성능 확인을 위한 일부 환자 데이터의 labeling

이 진행되었다. 

그림 6 Data viewer 프로그램

연구에 사용된 전체 데이터셋은 그림 7와 같다. MICU 데이터셋은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에서 2018년 4월부터 10월에 수집된 

152명의 환자 실시간 데이터와 2019년에 1월부터 6월에 수집된 194명의 

232,882개의 무작위 데이터, 그리고 73명의 환자로부터 수집된 588개의 

noise 구성된 무작위 데이터를 포함한다. lead II로 기록되었고, 

sampling rate 240hz, 각 세그먼트의 길이가 10초로 분리되었다. 

MICU-2018-labeled 데이터에는 임상의가 확인하여 심방세동 발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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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시점이 라벨링 된 23명의 실시간 환자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심방 

세동 발생 ~ 종료 시간은 최대 30분이며, 실시간으로 기록된 후 10초의 

세그먼트로 분리되어, 총 15,134개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MICU-2018-unlabeled 데이터에는 라벨링이 되지않은 129명의 MICU 입

원 ~ 퇴원 까지의 실시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기록된 후, 

10초의 세그먼트로 분리되어, 총 6,480,960개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MICU-2019년 데이터는 194명의 환자에게서 중복 없이 무작위 시간대에

서 추출한 데이터이다. 실시간으로 기록된 데이터이며 232,882개의 10초 

세그먼트로 분할 되었다.

MICU-noise 데이터에는 73명의 환자로부터 기록된 588개 noise 세그먼

트가 포함되어있다. 각 segment는 임상의에 의해 확인되었고, 전체 10초 

중 5초 이상이 motion artifact에 의해 noisy하거나 전극 부착 문제 등으

로 인해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파형의 식별이 어려운 데이터이다

(그림 7).

그림 6 연구에 사용된 전체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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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oise 데이터 예시 

Shaoxing 데이터셋[13]은 서론에서 언급한 JH.Jang 외(2021)[14]의 연구

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이다. 중국 Shaoxing People's Hospital에서 기록

된 데이터로, sampling rate 500hz, 각 세그먼트의 길이는 10초이며, 

10,646명의 환자 데이터로 구성된 12-lead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셋은 

Sinus Bradycardia, Sinus Rhythm, Atrial Fibrillation 등 11개의 리듬

을 포함한다. 자세한 구성과 각 리듬의 데이터 수는 표1과 같다. 

Description # Records, n(%)

SB Sinus Bradycardia 3,889(36.53)

SR Sinus Rhythm 1,82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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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B-XL 데이터셋은 독일의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연구소에서 1989년 10월부터 1996년 6월까지 기록되었다[15]. 기존에 

400Hz의 sampling rate로 레코딩 되었으며 500Hz로 re-sampling 되었

다. 각 세그먼트의 길이는 10초이며, 21,210명의 환자 데이터로 구성된 

12-lead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셋은 Sinus Tachycardia, Sinus 

AFIB Atrial Fibrillation 1,780(16.72)

ST Sinus Tachycardia 1,568(14.73)

AF Atrial Flutter 445(4.18)

SI Sinus Irregularity 399(3.75)

SVT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587(5.51)

AT Atrial Tachycardia 121(1.14)

AVNRT

Atrioventricular Node 

Reentrant 

Tachycardia

16(0.15)

AVRT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8(0.07)

SAAWR

Sinus Atrium to 

Atrial Wandering 

Rhythm

7(0.07)

All All 10,646(100)

표 1 Shaoxing 데이터셋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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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hythmia, Atrial Fibrillation 등 12개의 리듬을 포함한다. 자세한 구

성과 각 리듬의 데이터 수는 표2와 같다. 

Description # Records, n(%)

SR Sinus Rhythm 16782(0.79)

AFIB Atrial Fibrillation 1514(0.07)

STACH Sinus Tachycardia 826(0.04)

SARRH Sinus Arrhythmia 772(0.04)

SBRAD Sinus Bradycardia 637(0.03)

PACE
normal functioning 

artificial pacemaker
296(0.01)

SVARR
Supraventricular 

Arrhythmia
157(0.01)

BIGU bigeminal pattern 82(0.00)

AFLT Atrial Flutter 73(0.00)

SVTAC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27(0.00)

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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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셋은 7:1:2의 비율로 각각train, validation, test set으로 분

리되었다. 모든 데이터셋은 각 10초의 세그먼트가 s일 때, 식1에 따라 –

1~1의 크기로 normalization 되었다. 

 












  ≥ 




   

식 1 Normalization  방법

2. 모델 개발의 워크플로우

MICU-2019 데이터를 이용해 오토인코더 모델을 먼저 학습하였다. 오토

인코더 모델의 입력 길이는 2400 sample이며, 300 sample의 길이를 가

지는 고차원의 압축된 표현을 생성하는 학습을 한 후, 다시 원 신호를 복

원하는 학습을 한다. 오토인코더 모델의 학습이 끝난 후 인코더 부분을 분

리한 후, AFib과 Non-AFib를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 모델을 인코더 뒤

에 연결하여 전이학습을 진행한다. 이때 분류기 모델의 전이학습은 

Shaoxing 데이터셋와 PTB-XL 데이터셋, 그리고 MICU-noise 데이터셋

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전이학습을 이용해 분류기 학습이 모두 진행된 

후에는 MICU-2018에 포함된 23명의 Label된 AFib 발생환자들의 데이터

를 이용해 모델의 성능이 평가되었다. 이후 MICU-2018에 포함된 129명

의 Unlabeled 환자들의 데이터에 적용되어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진행되었

다 (그림 9).

TRIGU Trigeminal Pattern 20(0.00)

ALL ALL 21,210

표 2 PTB-XL 데이터셋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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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델 개발의 워크플로우



- 15 -

3. 오토인코더 모델 구조

먼저 학습된 오토인코더의 모델은 multi-kernel size CNN을 이용한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의 구조를 기반으로 ResNet을 응용하여 만

들어졌다. multi-kernel size CNN의 각 블록은 입력을 4개 혹은 5개의 

kernel_size를 이용해 비선형화한 후 병합한다. 첫 multi-kernel size 

CNN 블록에서는 8, 16, 32, 64, 128의 길이를 가지는 kernel size가 사

용되며 이때 각각 16개의 feature map을 생성하며, Concatenate되고 

Batch-Normalization layer를 거친다. 두 번째 블록부터는 stride를 2로 

설정해 입력을 비선형화 함과 동시에 길이를 1/2로 줄여 표현을 압축한

다.  Skip connection은 입력을 각 블록의 입력에 맞춘 크기로 Average 

pooling하여 진행되며, linear convolution layer를 거치면서 80개의 

channel 수 만큼 특징을 추출하고, Batch-Normalization layer를 거친

다. 이후, multi-kernel size CNN과 skip connection을 더하여 다음 층

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이 각 층에서 반복되어 고차원의 압축된 표현을 생

성하며, 다시 이것을 Transpose multi-kernel size CNN을 사용하여 입

력된 신호의 길이를 증가시켜 원래의 신호로 복원 한다. Transpose 

multi-kernel size CNN블록도 multi-kernel size CNN 블록과 같은 방

법으로 이전 블록의 출력과 skip connection을 더해 다음 블록의 출력으

로 연결한다. Multi-kernel size CNN과, transposed multi-kernel size 

CNN는 비선형성의 증가를 위해 activation function으로 ELU가 사용되

었고, Skip connection은 입력형태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linear 

function이 사용되었다. Batch size는 128이며, learning rate은 0.001로 

학습되었다. Loss function은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가 

사용되었다 (식 2). 오토인코더 모델의 구조는 그림 10에 표시되었고 각 

블록에서 사용된 channel 수, kernel size, stride, activation function

과 같은 hyper-parameter 값은 표3에 표시되었다.

  



  



  


식 2 Mean square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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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오토인코더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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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marameter Conv1 Conv2 Conv3 Conv4 Conv5

multi size CNN 

layer 1

kernel size 8 16 32 64 128

#channels 16 16 16 16 16

activation elu elu elu elu elu

stride 1 1 1 1 1

skip 

connection 

layer 1

kernel size 1

#channel 1

activation linear

Avg pooling x

multi size CNN 

layer 2

kernel size 4 8 16 32 64

#channels 16 16 16 16 16

activation elu elu elu elu elu

stride 2 2 2 2 2

skip 

connection 

layer 2

kernel size 1

#channel 80

activation linear

Avg pooling 2

multi size CNN 

layer 3

kernel size 4 8 16 32 64

#channels 16 16 16 16 16

activation elu elu elu elu elu

stride 2 2 2 2 2

skip 

connection 

layer 3

kernel size 1

#channel 80

activation linear

Avg pooling 4

multi size CNN 

layer 4

kernel size 4 8 16 32

#channels 40 40 40 40

activation elu elu elu elu

stride 2 2 2 2

skip 

connection 

layer 3

kernel size 1

#channel 160

activation linear

Avg pooling 8

encoder_conv

kernel size 1

#channels 1

activation elu

stride 1

transposed 

CNN

layer 1

kernel size 4 8 16 32

#channels 40 40 40 40

activation elu elu elu elu

stride 1 1 1 1

skip 

connection 

layer 1

kernel size 1

#channel 160

activation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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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이학습 모델 구조

오토인코더가 모두 학습된 후 분류기의 학습은 dilated cnn을 기반으로 

한 전이학습과 일반 cnn을 이용한 학습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먼저 dilated cnn은 이전 연구에서 적은 parameter를 가지고 receptive 

field를 크고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16]. 오토인코더에

서 학습된 인코더를 분리하여,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인코더에 

Upsampling x

transposed 

CNN

layer 2

kernel size 4 8 16 32 64

#channels 16 16 16 16 16

activation elu elu elu elu elu

stride 2 2 2 2 2

skip 

connection 

layer 2

kernel size 1

#channel 80

activation linear

Upsampling 2

transposed 

CNN

layer 3

kernel size 4 8 16 32 64

#channels 16 16 16 16 16

activation elu elu elu elu elu

stride 2 2 2 2 2

skip 

connection 

layer 3

kernel size 1

#channel 80

activation linear

Upsampling 4

transposed 

CNN

layer 4

kernel size 8 16 32 64 128

#channels 16 16 16 16 16

activation elu elu elu elu elu

sride 2 2 2 2 2

skip 

connection 

layer 4

kernel size 1

#channel 80

activation linear

Upsampling 8

decoder_conv

kernel size 1

#channels 1

activation linear

sride 1

표 3 오토인코더 hyper-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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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ated cnn을 연결하여 AFib과 Non-AFib를 분류하는 모델을 새롭게 학

습하였다. 이때, 새로운 모델을 학습할 때 오토인코더의 가중치가 업데이

트 되지 않도록 freezing 된 상태로 fine-tuning 되었다. Dilated cnn의 

구조는 dilation rate를 변경하며 receptive field를 늘려 입력된 신호의 

특징을 추출하는 extraction block과 추출된 특징의 비선형성을 증가시키

는 concentration block으로 구성되었다. Extraction block과 

concentration block은 총 3층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convolution 

layer, batch-normalization layer, activation function, dropout 그리

고 global average-pooling layer를 지나 일반 cnn layer와 

Concatenate 된다.

다음으로 일반 cnn은 pre-trained model인 오토인코더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입력 데이터를 받아 non-linear convolution layer를 거치며 비선

형성을 증가시키고, max-pooling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형태를 가진다. 

kernel size는 5, activation function은 relu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에는 

global average-pooling layer를 거쳐 dilated cnn layer에서 계산된 가

중치와 Concatenate된다. 그 후 dense layer와 dropout을 거쳐 최종적

으로 AFib의 확률을 예측한다.

Loss function은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Binary cross entropy)가 사용

되었다 (식 3). AFib 데이터가 약 3000개, Non-AFib 데이터가 약 29000

개로 label이 매우 불균형하기 때문에, class weight가 1:0.3으로 설정하

여 class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였다. 분류기 모델의 전체 구성

은 그림11에 표시되었고, 각 hyper-parameter값은 표4에 표시되었다.

 
  




log 

loglog

식 3 Binary cross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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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분류기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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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1 Conv2 Conv3 Conv4

Extraction

Block 1

#channel 1 1 1 1

k_size 7 7 7 7

stride 1 1 1 1

dilation 1 2 3 4

Conv
#channel k_size stride dilation

1 1 1 1

Concentration 

Block 1

#channel 32

stride 2

Extraction

Block 2

#channel 32 32 32 32

k_size 5 5 5 5

stride 1 1 1 1

dilation 1 2 3 4

Conv
#channel k_size stride dilation

32 1 1 1

Concentration 

Block 2

#channel 64

stride 2

Extraction

Block 3

#channel 64 64 64 64

k_size 5 5 5 5

stride 1 1 1 1

dilation 1 2 3 4

Conv
#channel k_size stride dilation

64 1 1 1

Concentration 

Block 3

#channel 128

stride 2

Conv

#channel 512

stride 2

k_size 3

표 4 분류기 hyper-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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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결과

1.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압축 – 복원 학습

먼저 오토인코더가 원 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하는지를 평가하였다. 

MICU-2019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에 MICU-2019의 test-split을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reconstruction mean square error는 

0.00042이었다. 원 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하면서,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효

과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다른 work

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에 압축된 신호가 함께 표시되었다. 압

축된 신호는 더 적은 정보로도 입력 데이터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오토인코더가 특정 데이터셋에 over-fitting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

습에 사용된 MICU-2019 이외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MICU-2019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에 Shaoxing, PTB-XL 데이

터 셋의 test-split을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reconstruction 

mean square error는 각각 0.00061, 0.00036 이었다. MICU-2019 데이

터셋으로 확인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Shaoxing 데이터셋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13에, PTB-XL 

데이터셋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14에 표시되었다. 따라서 오토인코더 모

델은 학습에 사용된 MICU 데이터 이외에도 Shaoxing 데이터셋, PTB-XL 

데이터셋의 morphology도 이해해, 압축하여 고차원의 표현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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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ICU-2019 오토인코더 학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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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haoxing 오토인코더 학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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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TB-XL 오토인코더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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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이학습을 이용한 분류모델 학습

다음으로 전이학습을 이용한 분류기 모델 학습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Class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먼저 Shaoxing, 

PTB-XL, noise 데이터셋의 test-split을 이용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

다. Shaoxing, PTB-XL 데이터셋에서  AFIB label을 가진 리듬을 모두 

AFib으로 정의하였고, AT, AVRT, STACH, SR 등 AFIB이 아닌 모든 리

듬과 MICU-noise 데이터를 Non-AFib으로 정의하였다. Train split, 

validation split, test split은 연구방법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7:1:2로 분

배되었다. train split을 이용해 모델을 훈련하고, validation split을 이용

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였다. 최종적으로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test split

으로 성능을 검증하였을 때, 0.98의 recall, 0.82의 precision, 0.89의 

f1-score를 얻었다. MICU-2018 데이터셋은 AF 발생시점과 종료시점이 

라벨링 된 23명의 환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환자들에 대

한 모델의 예측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0.84의 recall, 0.97의 precision, 

0.90의 f1-score를 얻었다. 다음으로 심방세동의 진단 기준인, 30초 이상 

발생 지속의 경우를 고려해 모델의 예측을 평가하였다. 연속적으로 얻어진 

모델의 예측 값을 3개씩 (30초) 입력받아, 각각 반올림한 후, 3개 데이터

의  평균이 1일 경우 (모두 1일 경우), 최종적으로 30초 간의 예측값을 

AFib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Non-AFib으로 설정하였다. 이 방

법은 3 point moving average라고 정의 되었다. 3 point moving 

average 방법을 이용하여 0.88의 recall, 0.99의 precision, 0.93의 f1 

score를 얻었다. 따라서 분류기 모델은 f1 score 성능 기준으로, 학습에 

사용된 Shaoxing, PTB-XL, noise 데이터셋 이외에도 

MICU-2018-labeled 데이터셋에 적용해도 성능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입력데이터를 정확하게 AFib/ Non-AFib으로 분류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류기의 전체 성능은 표5에 표시되었다. 표6에는 

MICU-2018-labeled의 개별 환자에 대한 결과가 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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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Precision F1 score

Shaoxing +

PTB-XL +

MICU-noise

(Original)

0.98 0.82 0.89

MICU-2018-labeled

(Original) 
0.84 0.97 0.90

MICU-2018-labeled

(3 point moving 

average)

0.88 0.99 0.93

표 5 분류기의 성능

환자번호 Recall Precision F1 -score

1 1 0.105 0.19

2 0.491 1 0.659

3 0.831 0.993 0.905

4 1 0.993 0.997

5 1 0.984 0.992

6 0.994 0.977 0.986

7 1 0.994 0.997

8 1 0.992 0.996

9 1 0.975 0.987

10 0.133 1 0.235

11 0.889 0.98 0.932

12 1 0.994 0.997

13 1 0.992 0.996

14 1 0.5 0.667

15 0.983 0.992 0.987

16 0.844 1 0.915

17 0.318 1 0.482

18 1 0.889 0.941

19 0.892 0.994 0.94

20 0.967 0.993 0.98

21 0.868 1 0.93

22 0.731 1 0.845

23 1 0.976 0.988

표 7 MICU-2018-labeled의 개별 환자에 대한 모델의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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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6, 17, 18은 MICU-2018-labeled 데이터의 개별 환자에 대한 

모델의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차례로, 그림의 a파트에는 1. 실제 라벨, 2. 

MICU-2018-labeled 데이터에 대한 모델 예측값, 3. 2를 반올림 한 것, 

4. 2를 3 point moving average 한 것, 5. 4를 반올림 한 것이 표시가 

되었고, b파트에는 해당 시점의 심전도 데이터가 표시되었다. 여기서 색으

로 구분된 좌측은 AF발생 전 60초, 우측은 AF발생 후 30초를 나타낸다. 

그림 15 MICU-2018-labeled 환자1에 대한 모델의 예측결과 및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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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ICU-2018-labeled 환자2에 대한 모델의 예측결과 및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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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MICU-2018-labeled 환자13에 대한 모델의 예측결과 및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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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MICU-2018-labeled 환자22에 대한 모델의 예측결과 및 심전도

그림 15, 16은 환자 1, 환자 2 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각각 0.19, 

0.659의 낮은 f1 score를 기록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거의 AFib의 

발생시점은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림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델이 예측한 부분의 심전도도 심실의 수축을 나타내

는 qrs 파형이 irregularly irregular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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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ICU-2018-labeled 환자 1에 대한 false positive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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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크리닝 결과 검증이 수행되었다. 환자의 심전도가 안정되는 기

간을 두기 위해 MICU에 입실한 후 1시간 이후의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수

행되었다. 학습이 완료된 분류기 모델을 MICU-2018-unlabeled 데이터셋

에 적용하여 예측값을 얻고, 3 point moving average 방법을 사용해서 

심방세동이 30초 지속되었을 때를 심방세동 발생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129명의 환자 중 심방세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환자는 32명

이었다. 화살표가 표시된 부분은 모델이 심방세동 발생 시점으로 예측한 

부분이고 화살표의 좌측은 발생 이전 30초, 우측은 발생 후 30초를 나타

낸다. r-r interval이 regulary irregular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0,21). 또한 임상의에 의해 확인된 MICU-2018-labled의 파형과도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스크리닝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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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크리닝 결과-2 

3. 심박수 비교

모델이 심방세동이 발생했다고 예측한 부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 

환자의 정상상태와, 심방세동 상태의 심박수 비교가 수행되었다.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 MICU-2018-unlabeled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예측값을 얻

은 후, 심방세동으로 예측된 시점에서 1분간의 심박수 중간값과, MICU 퇴

실시 1분의 심박수의 중간값을 비교했다. MICU 퇴실시 1분은 

MICU-2018-unlabeled 데이터셋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중, 환자가 가

장 정상인 상태로 가정되어 비교가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상 심전도의 

심박수는 60-100bpm인 반면, 심방세동 발생시 심박수는 100-175bpm으

로 상승된다[17]. 개발된 data viewer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심방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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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지점은 그림 22와 같이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0-145bpm의 심박수가 관찰된다. 

그림 22 심방세동 발생시 상승된 심박수와 base line

모델을 이용하여 얻은 예측값으로 심박수의 중앙값을 계산한 결과, 심방세

동 시점의 심박수의 중앙값은 101.5였고, 퇴실전 심박수의 중앙값은 92.2

이었다. 9.3 bpm의 차이로 모델이 예측한 심방세동 시점의 심박수가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3).

그림 23 모델이 예측한 시점과 퇴실직전 시점의 심박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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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희소 부정맥에 대한 예측값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는 희소 부정맥은 데이터 모델 학습간 결과에 반

영이 되기 어려워, 제대로 학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Shoxing 데이터셋

에도 AVRT나, SAAWR과 같이 전체 데이터셋의 0.1% 미만을 차지 하는 

라벨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희소 부정맥을 모델이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희소 부정맥에 대한 정

확한 예측이 수행되지 않을 시, 다른 부정맥을 심방세동으로 잘못 예측하

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실험 및 결과에서, 모델이 심방세동으로 예

측한 부분의 심박수 중앙값이 9.3bpm 높아, 정상 심전도 대비 심박수가 

높아지는 심방세동의 특성을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ST와 같이 심박

수가 높아지는 다른 부정맥을 검출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검증이 

필요하다. 대상은 Shaoxing 데이터셋의 test-split으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 희소부정맥에 대한 예측 성능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6과 같다. 확인 결과 AVNRT, AVRT와 같이 데이터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1% 미만) 희소 부정맥들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반면, AF, AT와 

같이 수가 많은 데이터에서 부정확하게 예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은 모델이 심방에 관련된 부정맥인 AF와 AT를 구분하는 법을 정확하게 

학습하지 못하였거나, label noise에 의한 문제일 수 있다.

Shaoxing 데이터셋의 test split에 포함된 AF, AT 리듬은 irregular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 label noise가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24).

AF AT AVNRT AVRT SA SAAWR SB SR ST SVT

acc 0.75 0.83 1 0.98 0.95 0.99 0.99 0.98 0.99 1

표 6 전체 부정맥에 대한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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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haoxing 데이터셋의 AF와 AT 예시

2. 모델에 대한 인종 데이터 차이의 영향

Macfarlane 외 [18,19]의 연구에 의하면 QRS voltage, QRS duration, 

ST amplitude 등의 심전도의 요소들이 인종 및 민족에 따라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중국 환자들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Shaoxing 데이터셋, 독일 환자들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PTB-XL 데이터셋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종간 차이의 영향에 대해 모델의 성능의 차이

를 확인하였다. MICU-2019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한 오토인코더 pre 

trained model은 그대로 사용하되, 각각 Shaoxing 데이터, PTB-XL 데

이터 만을 사용하여 심방세동의 확률을 예측하는 전이학습을 진행하였다. 

PTB-XL 데이터셋의 경우 Shaoxing 데이터보다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Shaoxing 데

이터셋과 같은 수의 데이터만 추출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두 데이터셋 

모두 AFIB 데이터 1514개, Non-AFIB 데이터 10,380개를 이용하여 실험



- 38 -

이 진행되었다. 모델 학습 후 테스트는 동일하게 MICU-2018-labeled 데

이터를 통해 수행되었다.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Shaoxing 데이터셋과, 

PTB-XL 데이터셋을 모두 이용하여 전이학습을 수행한 결과와 함께 표시

되었다.

결과를 보면, Shaoxing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전이학습을 진행했을 때, 

0.02 더 높은 F1 score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테스트가 수행

된 MICU-2018-unlabeled 데이터가 대한민국 환자들의 데이터를 포함하

기 때문에, 같은 황인에 대해 학습된 Shaoxing only 모델이 백인의 데이

터를 포함하는 PTB-XL only 보다 더 높은 F1 score를 얻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인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테스트 하

는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haoxing 데이터와 PTB-XL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0.90의 F1 score를 얻었기 때문에, 모델에 영향

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데이터의 수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두 데

이터셋을 모두 사용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중국 환자들을 포함하

는 황인 데이터와, 독일 환자들을 포함하는 백인 데이터에 대해 모두 학습

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3.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부정맥의 리듬 이외의 다른 부

정맥 리듬은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Shaxoing, PTB-XL

에 포함된 리듬 총 23종 중에,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7종의 부정맥의 파

형만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심방세동이 아닌 리듬을 심방세동

으로 예측하는 false positive 케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active learning 기법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ctive learning은 unlabeled data에서 가장 

Recall Precision F1 score

Shaoxing only 0.92 0.83 0.87

PTB-XL only 0.81 0.90 0.85

Shaoxing +

PTB-XL 
0.88 0.93 0.90

표 7 모델 학습에 대한 인종 및 민족 데이터 차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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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ve한 sample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방법이다[20]. 본 연구에서는 

임상의에게 모델이 예측한 30초의 심전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AFib/ 

Non-AFib을 구분받아 다시 전이 학습 모델의 train 데이터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Shaoxing, PTB-XL 데이터에 포

함되지 않았던 부정맥 리듬도 모델이 새롭게 학습할 수 있게 되어, false 

positive 케이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 오토인토더를 이용한 전이학습을 사용하여 심방세동 자동 

검출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 개발에는 unlabeld 데이터와 labeled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여 labeling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였다. 개

발된 모델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이용해 검증되었으며, 장시

간 기록된 unlabeled 데이터셋에 적용되어 스크리닝 성능이 검증되었다. 

모델이 예측한 심방세동 검출 시점과, 비교군으로 설정한 MICU 퇴실시점

의 심박수는 각각 101.5와 92.2로 9.3 bpm의 차이를 보여 심박수의 증가

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희소 부정맥에 대한 예측 결과를 확인해, 

심박수가 높아지는 다른 희소 부정맥으로 오 분류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중국 환자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황인의 심전도 데이터, 독일 환자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백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여 두 인종에 

대해 일반화 성능을 가진다. 반면, 한계점도 존재했다. 희소 부정맥은 정

확하게 분류하는 반면, Atrial flutter와 Atrial tachycardia를 분류하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져, 심방 관련 부정맥을 오분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부정맥의 리듬 이외의 다른 부

정맥 리듬에 대한 오분류 가능성의 문제점이 고질적으로 남아있다. 

Shaxoing, PTB-XL에 포함된 리듬 총 23종 중에,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7종의 부정맥의 파형만을 학습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는 심방세동이 

아닌 리듬을 심방세동으로 예측하는 false positive 케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두가지 한계점은 향후 active learning 기법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

터에 대해 빠른 스크리닝 결과를 얻은 후, 훨씬 더 적은 데이터에 대해 

active learning을 적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보완한다면 매우 정확한 심방

세동 분류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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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bstract)

Atrial fibrillat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arrhythmias 

worldwide, in which the atrial myocardium contracts very rapidly 

and randomly. At this time, blood clots are created, which is the 

main cause of stroke. In the United States,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will increase 3-6 

times in 2050 compared to 2010.Due to westernized eating habit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heart fibrillation in 2060 will increase 

3-6 times compared to 2019. Is estimated to b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will increase 

worldwide.

Researches that recorded the best performance in various fields 

using recent deep learning techniques such as machine vis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detecting arrhythmia such as atrial fibrillation, deep 

learning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in a number of studies. In 

this study, an autoencoder technique that has been proven to 

improve classification and generalization performance was used. 

First, an autoencoder was trained using unlabeled data to 

understand the form of input data and a model to extract hidden 

features, and then transfer learning was performed to classify 

atrial fibrillation using labeled data from public data. The 

developed auto-encoder was constructed by applying ResNet 

based on multi-kernel size CNN. The results were calculated as 

mean-squared-error, and were 0.00042 for MICU-2019 data, 

which is the internal data used for training, 0.00061 for Shaoxing 

data, and 0.00036 for PTB-XL data. The developed transfer 

learning model obtained an f1 score of 0.89 for public data, 

which is internal data used for training, and an f1 score of 0.90 

for MICU-2018 data, which is not used external data, to confirm 

the generaliz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model was 

applied to an electrocardiogram that was actually stored for a 

long time to confirm the screening effect. Of the 129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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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he number of patients whose model predicted atrial 

fibrillation was 32.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accurately classify 

arrhythmic rhythms other than those of arrhythmia included in 

public data. Excluding the redundancy from the 2 types of public 

data, only 17 types of arrhythmia waveforms can be learned. 

This problem can increase false positive cases that predict 

rhythms other than atrial fibrillation as atrial fibrillation. It is 

believed that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active learning 

techniques in the future. Despite its limitations,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clinically meaningful 

in that it can automatically screen for atrial fibrillation in the 

process of finding atrial fibrillation in long-time ECG recordings, 

thereby reducing the time and cos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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