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설명 

Achievement Score 

 성취 점수: 세션 기간 동안 표로 작성된 개별 일관성 점수의 합계입니다. 

성취도 점수에 대해... 

이 영역은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장의 변화를 추구하고 집단적 정합에 

기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점수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참조가 되는 수치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chievement Scoring 

성취 점수 산출 방법 

이것은 모든 정합 비율이 결합된 세션 기간 동안의 개별 정합 점수의 합계입니다. 

더 높은 정합점수를 성취하여 세션 동안 정합에 들인 시간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세션 보기의 하단 도구 모음에서 점수를 보거나 진행률 보기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점수를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수 알고리즘은 활성 세션 동안 5초마다 정합 점수를 업데이트하고 

Achievement라고 하는 메뉴에 그 합계를 제공합니다. 

일일 성취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루에 300점의 성취 

점수를 받는 것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스케쥴이나 기호에 따라 단일 세션에 누적되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세션에 분할되게 할 도 있습니다. 

Heart Coherence:  

심장 정합: 정합은 내면적 질서 또는 조화를 나타냅니다. 향상된 정합은 더 

나은 내면의 균형, 더 나은 건강, 새로운 수준의 창의성, 회복탄력성, 

그리고 생산성을 촉진시킵니다. 



 

Coherence Score:  

정합 점수: 심장 리듬 패턴의 정합 정도를 측정합니다. 정합적인 심장 

리듬은 0.04-0.24Hz(분당 3-15주기)의 단일 주파수에서 사인파와 유사한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반복 리듬입니다. 점수 알고리즘은 최신 64초의 심장 

리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초마다 점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심장 리듬 주파수가 더 안정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정합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점수 범위는 0-16입니다. 연습과 규칙적인 사용으로, 정상적인 

정합 점수 수준을 알고, 집중도가 높거나 낮을 때, 혹은 더 높은 수준의 

내적 균형을 경험할 때 그 수준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도전 수준과 성취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점수 범위를 

사용하십시오. 

정합 점수 기준 

0.5 Basic – good beginner level(양호한 초보수준) 

1.0 Good 

2.0 Very good 

3.0+ Excellent 

Challenge Level:  

도전 수준: 이 설정은 여러분의 정합 수준이 낮은지 (빨간색), 중간(파란색) 

인지, 또는 높은지(녹색) 결정하는 기준치입니다. 1, 2, 3, 4로 4가지 도전 

레벨이 있습니다. 정합 점수가 높아지면 한 범위(낮음, 중간, 높음)에서 

다음 범위로 이동합니다. 세 범위 사이의 정합 점수 기준치는 더 높은 

도전 수준 1~3에 대해 15%, 3~4 사이에 30%의 비율로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음 표와 그림은 각 도전 수준에 대한 기준치 설정을 

보여줍니다. 정합과 성취 점수는 도전 레벨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oherence Over Time:  

시간 경과에 따른 정합 : 전체 기간 동안 정합 점수를 차트로 표시하는 

그래픽 디스플레이입니다. 차트는 각각의 새로운 점수로 5초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차트의 배경은 현재 도전 레벨 설정에 대한 정합 레벨 

기준값을 반영합니다. 빨간색 = 낮음, 파란색 = 중간, 녹색 = 높음. 더 

높은 수준의 정합 점수를 달성하면 파란색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이 작아집니다. 

 

Coherence Ratios:  

정합비율: 세 가지 도전 레벨 범위 각각에서 총 세션 길이의 백분율로 

나타낸 시간의 세션 요약입니다. 예를 들어, Coherence Ratio Display 



아래의 세션에서 48 (낮음), 29 (중간) 및 23 (높음)을 표시합니다. 이 점수는 

도전 레벨 설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