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쉬는데심장이쿵쾅, 부정맥진단에가슴이철렁. 2016/12/15,한겨레

정상 부정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65975&ref=A



정해진 시간 동안에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것

http://cardiacmonitoring.com/holter-monitoring/24-hour-14-day-continuous-ecg-monitoring/

24시간 데이터 기준 , 8만~11만(60bpm~80bpm)

http://cardiacmonitoring.com/holter-monitoring/24-hour-14-day-continuous-ecg-monitoring/


판독 전문가가 판독하고 심장전문의가 진단
* 24시간 데이터기준 판독에 2~3시간 소요

http://www.beneware.com.cn/img/detail_banner01.png



http://www.beneware.com.cn/img/detail_banner01.png

심전도가 Normal인 상태가 약 97.5%

2.5%의 이상을 찾기 위해
8만 beat이상을 분석

해당 구간을 빠르게 찾아주면
판독전문가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https://blogs.nvidia.com/blog/2016/07/29/whats-difference-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learning-deep-learning-ai/

룰 베이스

전문가의 지식수준에 따라 달라짐
한번 만들어진 룰은 변경하기 힘듦

머신러닝

Feature Extraction의 수작업이 필요함

딥러닝

Feature Extraction의 자동화
비 정형 데이터 대응 가능
새로운 데이터 발생시 모델 추가 학습 가능





딥러닝을 이용하여 부정맥을 판독하자

제한 조건 1 : ONLY CPU
제한 조건 2 : 판독전문가들의 실제 현업 소요시간보다 월등히 빠를 것
제한 조건 3 : 판독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정확도를 달성할 것



physionet에서 MIT-BIH, AHA, CU 등 open data를 구할 수 있음



연속된 심전도를 처리하기 위한 입력 단위 설정 필요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9/ECG-PQRST%2Bpopis.svg



데이터 학습을 위해 Labeling 진행



데이터가 끊임 없이 들어온다

단위데이터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

데이터가 파형을 가지고 있다

음성데이터랑 비슷하다

≈



Deep Speech 2

https://arxiv.org/abs/1512.02595 : deep speech 2, figure 1

https://arxiv.org/abs/1512.02595










https://www.altoros.com/blog/the-magic-behind-google-translate-sequence-to-sequence-models-and-tensorflow/

학습데이터를 특정 길이에 맞게 분배

Dynamic Padding

State Saver

Bucketing





대상장비 : 8 core CPU

대상데이터 : 24시간 ECG data

목표정확도 : Init 대비 26%이상 향상필요

목표속도 : Init 대비 8%수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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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개선

학습데이터의 길이분포를고려하여 분류한 후학습

https://www.altoros.com/blog/the-magic-behind-google-translate-sequence-to-sequence-models-and-tensorflow/
https://software.intel.com/en-us/mkl?_ga=2.62858031.2040802081.1541643500-2104086487.1541643474

판독 속도 개선

데이터압축

Matrix 연산량 감소 (via Intel MKL)

학습 데이터 정제

학습데이터중정답오류, 레이블링 오류등정제작업

https://www.altoros.com/blog/the-magic-behind-google-translate-sequence-to-sequence-models-and-tensorflow/


대상장비 : 8 core CPU

대상데이터 : 24시간 ECG data 

정확도 : Init 대비 29.3% 상승

속도 :Init 대비 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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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별 삽질 리스트

전처리

각 시그널 값을 one-hot encoding 하기
Inverse Data 로 학습하기

Hyper Parameter

CNN, RNN Hidden Unit 수 바꾸기
CNN, RNN Layer 수 바꾸기
Output Class 개수 바꾸기

그 외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삽질들

https://www.machinelearningplus.com/machine-learning/caret-package/attachment/one-hot-encoding/



Q & A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