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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변이도 해석을 위한 가상 심장박동 발진기의 카오스-임계치 

모델 성능 평가

Assessment of Chaotic-Threshold Model on Integral Pulse Frequency Modulation 

for HRV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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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ll-known Integral Pulse Frequency Modulation (IPFM) cardiac oscillator has been used to generate the 

heart beat fluctuations as a representation of the modulatory autonomic nervous activity in terms of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state. The IPFM model produces heartbeats by integrating the modulated sinusoid signals and applying the 

threshold of unity or chaotic threshold levels.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IPFM model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threshold level with comparatively applying preset threshold of unity and Logistic-map and Henon-map 

chaotic-threshold. Based on our simulated results with interpreting the spectral features of Heart Rate Variability (HRV), we 

can conclude that the IPFM model with preset threshold level of unity can generate the optimal heartbeat variations int the 

sense of clinically valid heartb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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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율신경계는 체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내해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계가 존재하며 서로 길항작용을 함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

지하는 역할을 한다.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시간에 따른 심박의 주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자율신경계

의 항상성 조절 원리를 추적할 수 있는 평가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다[1]. 심박변이도는 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한 심박수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평온한 상태

에서는 심박의 변화 복잡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인 경우에는 심박의 복잡도가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따

라서 심박변이도를 통하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

경계의 활성도를 측정해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유무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2].

Integral Pulse Frequency Modulation (IPFM) 모델은 교감신

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적용시킨 가상 심장박

동 발진 시스템으로 해석된다[3]. 기존의 연구에서는 IPFM 모델

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가상의 심전도 R-피크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HRV의 심박변이도의 주파수 성분으로 해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유무 상태를 판단하고자 하였다[4, 5]. 이에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발진기를 2개의 고조

파로 구성된 모델과 4개의 고조파로 구성된 모델의 성능을 비교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서 IPFM 모델에서는 입력 신호를 임계치에 도달할 때

까지 적분한 값을 이용하여 R-피크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러한 임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

다. 즉, 실제로 측정된 심박 데이터를 중심으로 카오스 임계치 모

델의 성능과 고정 임계치 모델의 성능을 비교 및 검증하고자 하

였다.

2. 본  론

2.1 주파수 영역에서의 심박변이도 해석

주파수 영역에서의 심박변이도는 시간 영역의 심박변이도를 푸

리에 변환을 통하여 주파수 분포로 해석된다. 심박변이도 주파수 

영역으로는 크게 VLF(Very Low Frequency: 0~0.04 Hz), LF 

(Low Frequency: 0.04~0.15 Hz), HF (High Frequency: 0.15~ 

0.4 Hz) 대역 기준으로 구분된다[6]. VLF 대역의 주파수 성분에

서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말e혈액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반영된다. 압력 반사의 혈관 운동 부분의 

진동으로 혈압 파동을 측정할 수 있으며, LF 대역의 주파수 성분

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

가 반영된다. 심박의 흡기 동안 증가하고, 호기 동안 감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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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실험자
정신적 안정 상태의 

LF/HF 비율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의 

LF/HF 비율

A 1.238 2.828

B 0.561 2.280

C 0.556 1.483

D 1.119 3.283

E 1.354 3.681

표   1 피실험자의 정신적 상태에 따른 LF/HF 비율

Table 1 LF/HF Ratio for normal and mental-stress condition

이러한 호흡은 부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만 조절할 수 있으며 HF 

대역의 주파수 성분에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반영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 불안 등으로 인하여 교감

신경의 활동이 상승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파형의 변동이 

감쇄한다. 그 결과 파형의 변동이 비교적 일정해지기 때문에 고

주파 성분보다는 저주파 성분 대역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LF 영역의 파워는 교감신경의 활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

표로 사용된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안정한 상태이거나 휴식 중인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 되면서 심장박동이 비교적 느려

지면서 파형의 변동 폭이 증가한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 대역의 

에너지가 증가하여 HF 영역의 파워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평가

하는 지표로 사용된다[7]. 이에 따라 LF 영역의 파워와 HF 영역

의 파워는 스트레스 유무 판단의 지표로 사용된다. 파워의 비율

인 LF/HF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 (1)과 같이 Parseval의 정리를 

활용하여 각각의 주파수 대역의 파워로 연산하였다[8].

  


  

  


 





 
        (1)

여기서  는 에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를 적용한 결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LF/HF 비율은 정신적 

안정 상태일 경우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하여 비교적 낮지만 정

신적 스트레스 상태일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하여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LF/HF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14명의 건강한 건국대학

교 간호학과 학생 (25±1세)들을 대상으로 휴식 및 안정 상태와 

스트레스 및 긴장 상태일 경우 각각 심전도 데이터를 획득하였

다. 여기서 실험 데이터는 각자마다 약 5분 동안 측정했으며, 샘

플링 주파수는 125 Hz로 설정하였다. 실험 환경은 피험자들의 

학점 획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필기고사가 아닌 교수와 학

생의 일대일 실기 시험인 실습 학기말고사를 치르는 상황으로 설

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신적으로 안정한 상태와 스트레스

를 받는 상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동일한 피실험자에 대하여 시험

을 치르기 1주일 전에 측정된 데이터를 ‘정신적 안정 상태’ 실험 

프로토콜로 설정하였고, 이로부터 1주일 후 시험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측정되었던 데이터를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 실험 프로토

콜로 설정하여 심전도 측정 데이터를 획득하였다[9]. 

IPFM 모델의 성능을 비교 및 검증하기 위하여 z 14명의 피

실험자들의 데이터 중 정신적 안정 상태와 스트레스 상태가 비교

적 분명하게 나타난 5명의 피실험자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5

명의 피실험자들의 데이터를 각각 정신적 안정 상태와 스트레스 

상태일 때의 심전도 데이터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심박변이도를 

이용하여 HF 영역과 LF 영역의 파워를 구하여 LF/HF 비율을 

계산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5명의 피실험자 데이터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일 

경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LF 영역의 파워가 대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LF/HF 비율이 정신적 안정 상태일 경우에 비교하여 높

게 표현된다.

2.2 입력 고조파 신호에 따른 IPFM 모델 성능 비교

IPFM 모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을 수학적으

로 적용시킨 가상 심장박동 발진 시스템으로 교감신경 발진기와 

부교감신경 발진기의 상호작용으로 심박 발진기를 제어하는 심박 

제어 시스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발진

기를 4 개의 고조파로 구성하여 모델링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모델을 개선하여 2 개의 고조파 성분의 모델 해석법을 사용

하여 이를 비교 및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 모델에서는 각각 2 개의 고조파로 구성된 교감신

경 발진기  , 부교감신경 발진기 , 내부 입력  , 랜덤 신호 

의 상호작용으로 심박 제어 발진기를 구성하였다. 발진기 신호의 

구성은 식 (2)과 같이 표현되며 파라미터 값은 임의로 정하여 표 

2와 같이 적용하였다[10].

               ∙sin ∙     

               ∙sin ∙
               ∙sin ∙                 (2)

               ∙sin ∙
               ∙sin ∙   

상수 ( ) 계수 ( ) 주파수 ( )

 0.4 2 0.3141

 0.065 0.41 0.3141

 0.32 0.75 0.6283

 0.07 0.43 0.6283

 0.398 0.8 1.508

표    2 기존 모델의 파라미터 값

Table 2 Values of the parameters in the existing model

교감신경 발진기는    , 부교감신경 발진기는  

로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입력 신호 는 식 (3)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은 평균이 0,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랜덤 

신호를 의미한다.

                            (3)

또한 HR은 입력 신호가 0일 때, 평균 심장박동수로 1.18로 설

정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에서 개선된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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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조파 성분으로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교감신경 발진

기 와 부교감신경 발진기 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3].

 sin ∙  sin ∙                      (4)

는 의 기본 주파수이고 는 의 기본 주파수이며 기존

의 연구 모델과의 비교를 위하여 각각 0.3141, 1.508로 유사하게 

적용하였다[3]. 최종적으로 심장박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신호 

는 교감신경 발진기와 부교감신경 발진기에 각각의 커플링 변

수  , 를 곱한 신호의 합으로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 ∙                            (5)

심박 발진기 는 커플링 변수 값의 조절로 인한 발진기 와 

의 변화로 제어된다. 즉, 의 값을 크게,   값을 작게 적용

하면 교감신경의 활성 정도가 높아지고, 부교감신경의 활성 정도

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IPFM 모델을 활용하여 심박 제어 발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R-피크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과정의 블록선도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IPFM 모델을 이용한 R-피크 시계열 데이터 생성 과정

Fig. 1 Generation of R-peaks data by IPFM model

그림 1은 IPFM 모델의 블록선도로 R-피크 시계열 데이터는 

입력 신호를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적분한 값을 이용하여 생성

한다. 입력신호는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나

타내는 심박 발진기 신호  또는 로 이 신호를 적분한 값을 

라 한다.  값이 특정 임계치에 도달하면 R-피크 시계열 데이

터 이 임펄스 신호로 발생되고,  값은 다시 0으로 e기화되

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신호 구성에 따른 IPFM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임계치를 고정 임계치로 설정하여 R-피크 시계

열 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SDRR (Standard Deviation of RR 

intervals) 값을 계산하였다. SDRR 값은 데이터 측정시간이 길어

질수록 증가하며 일반적인 심전도 데이터는 ± 의 값을 

갖는다[3]. 기존의 연구 모델을 통하여 도출한 SDRR 값은 

, 2 개의 고조파 성분으로 구성한 연구 모델을 통하여 

도출한 SDRR 값은 이며 결과적으로 후자의 연구 모델

이 일반적인 심전도 데이터의 SDRR 값에 비교적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2.3 임계치 설정 방법에 따른 IPFM 모델 성능 비교

IPFM 모델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R-피크 시계열 데이터는 임

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비교 검증할 임계치 설정 방법은 3가지로 고정 임계치, 카오틱 

맵 중 로지스틱 맵과 헤논 맵을 사용하였다 [11]. 고정 임계치는 

고정된 임의의 상수를 임계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IPFM 모델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카오틱 맵을 IPFM 모델의 

임계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비교 및 

검증하고자 하였다. 

2.3.1 로지스틱 맵

로지스틱 맵은 카오틱 맵의 일종으로  값의 변화에 따라서 

맵의 카오틱 상태가 변하게 된다. 자세히 말하면, 임의로 정한 시

작점   로부터 다음 데이터가 식 (6)에 따라서 설정되며  

값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 ∙                              (6)

로지스틱 맵을 활용하여  값에 따른  값의 변화를 가시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로지스틱 맵을 활용한  값의 변화에 따른  값의 변화

Fig. 2 Distribution of  values as  changes using Logistic 

map

 값이 3 보다 작을 때까지는  값이 하나씩만 존재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2의 배수로 증가하다가 점점 혼돈 상태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혼돈 상태인 

가 4의 값일 경우의  값을 임계치로 활용하였다.

2.3.2 헤논 맵

헤논 맵도 로지스틱 맵과 같이 카오틱 맵의 일종이지만, 2 개

의 변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로지스틱 맵은 상

수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화하지만, 헤논 맵은 식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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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실험자
정신적 안정 상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

   

A 0.50 0.40 0.25 0.65

B 0.80 0.20 0.30 0.60

C 0.80 0.20 0.50 0.50

D 0.60 0.40 0.15 0.80

E 0.50 0.45 0.10 0.90

표    3 5명의 피실험자들의   및   추정파라미터 값

Table 3 Estimation of   and   values by 5 subjects 

같이  값은 이전  데이터에 따라 설정되고, 그에 따라  값은 

이전 ,  데이터에 따라 설정된다.

 ∈
     ∙

               (7)

                      ∙

여기서 e기 값은 각각   ,   , 파라미터 값

은  ,  으로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그림 3은 파

라미터 설정에 따른 ,  값의 변화를 가시화한 결과이다. 

그림 3 헤논 맵을 활용한 ,  값의 변화

Fig. 3 Variation of ,  values using Henon map

그림 3과 같이 헤논 맵을 활용하여 설정한 값은 

≤≤, ≤≤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임계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0 이상의 값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추출

한 값들 중에서  데이터만을 임계치에 적용하여 R-피크 시계열 

데이터 생성에 활용하였다.

2.3.3 임계치 설정에 따른 성능 비교 및 검증

임계치 설정 방법에 따른 IPFM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

여 앞에서 언급한 5명의 피실험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9]. 

각각 정신적 안정 상태와 스트레스 상태일 때의 심전도 데이터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심박변이도를 이용하여 HF 영역과 LF 영역

의 파워를 구하여 계산한 LF/HF 비율에 따른 와   파라미

터 값을 구하였다(표 3)[5].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 획득한 와   파라미터 값을 

개선된 IPFM 모델에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의 기본 주파수인 

와 의 기본 주파수인 는 식 (8)과 같이 정의하였다[3].

  ∙∙                 (8)

   ∙∙ 

즉, 심박 발진기 에 획득한 와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

여 임계치 설정에 따라 R-피크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또

한 이를 주파수 영역의 심박변이도로 변환하여 HF 영역과 LF 

영역의 파워를 구해 LF/HF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

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한 LF/HF 비율과 비교하기 위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에서 사례 1은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활

용한 LF/HF 비율이며, 사례 2, 3, 4는 각각 고정, 로지스틱 맵, 

헤논 맵을 임계치로 설정한 IPFM 모델을 활용한 결과의 LF/HF 

비율로 정의하였다.

피실험자 실제 고정 로지스틱 헤논

A
안정 상태 1.238 1.259 1.291 2.644

스트레스 상태 2.828 2.803 2.704 2.321

B
안정 상태 0.561 0.531 0.548 2.313

스트레스 상태 2.280 2.364 2.228 2.272

C
안정 상태 0.556 0.531 0.548 2.313

스트레스 상태 1.483 1.472 1.464 2.502

D
안정 상태 1.119 1.131 1.147 2.215

스트레스 상태 3.283 3.249 3.143 3.325

E
안정 상태 1.354 1.370 1.387 2.571

스트레스 상태 3.681 3.966 3.678 2.669

표    4 임계치 설정에 따른 LF/HF 비율

Table 4 The value of LF/HF as setting threshold value

표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LF/HF 비율 값과는 고정 임계치를 활용한 결과가 가장 

비슷하였으며, 로지스틱 맵을 활용한 결과, 헤논 맵을 활용한 결

과를 순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가설검정 평가하고자 하였

다. 일반적으로 가설검정은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표본통계량으

로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새로운 예상과 가설 등이 옳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평균에 대한 가설검

정과 분산에 대한 가설검정으로 분류된다.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 

중 쌍체비교 방법은 일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건을 전후

로 두 번 측정하여 얻은 값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

정하는 분석 방법이다[12]. 

가설검정을 하기 위한 절차로는 먼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를 하며, 그 여집합

을 연구가설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를 결정한다. 여기서 유의수

준 는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량 값이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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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어느 정도로 얻기 힘든 극단적인 값인가를 나타내는 확률

수준이다. 즉, 귀무가설이 옮음에도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

설을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가 작

을수록 엄격한 기준으로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검증이 필요하다. 첫째는 실제 측정

한 데이터의 스트레스 상태 유무를 검증이고, 둘째는 실제 측정

데이터와 각 구현된 모델 사이의 유사도를 평가이다. 또한, 표본 

샘플 데이터가 10개 미만일 경우 반드시 비모수 방법을 채택해

서 검증해야 한다. 

첫 번째 검증의 실제 측정된 데이터의 정신적 안정 상태와 스

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스트레스 전과 후의 크기가 같다.

   : 스트레스 전과 후의 크기가 같지 않다.

여기서 사용한 비모수적 방법은 Wilcoxon Signed Rank 검증 

방법으로 유의수준 는 0.0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p=0.043 < 

0.05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13]. 즉, 귀무가설이 기각되므로 

스트레스 전과 후의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검증은 실제 측정한 데이터와 구현된 모델들 간의 유

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독립된 네 군의 크기를 비교하고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정 상태와 스트레스 상태를 따로 분

리하고 검증 결과를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독립된 네 군

의 크기 비교 가설은 다음과 같다.

        : 네 군의 크기가 같다.

        : 네 군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다.

여기서 사용한 비모수적 방법은 Kruskai-Wallis 검증방법이고 

유의수준 는 0.05로 설정하였다[13]. 정신적 안정 상태와 스트

레스 상태에 대한 두 번의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안정 상태 비교 스트레스 상태 비교

유의수준 0.012 0.927

표    5 Kruskai-Wallis 검증 결과

Table 5 A result of Krudakai-Wallis test

안정 상태의 유의수준 p=0.012<0.05이므로 네 군의 중에 크기

가 다른 군이 존재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p=0.927 >

0.05이므로 네 군의 크기가 다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 결과에서 실제 데이터와 각 모델의 차이를 보기 위한 사후

검증을 실시해야 된다. 실제 데이터는 대조군으로 세 개의 모델

을 비교해야하므로 Bonferroni 방법에 따라 유의수준을 

5%/3=1.7%로 설정하였다[13]. 즉, 각각의 대조군과 모델 비교 

가설은 다음과 같다.

        : 두 군의 크기가 같다.

        : 두 군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다.

여기서 사용한 비모수 방법은 Mann-Whitney 검증이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의수준 p

안정 상태 스트레스 상태

실제와 고정 모델 비교 1 1

실제와 로지스틱 모델 비교 1 0.69

실제와 헤논 모델 비교 0.008 0.841

표    6 사후검증 결과

Table 6 A result of Mann-Whitney test

사후검증의 결과는 안정 상태에서 실제 데이터와 헤논 모델의 

크기는 다르다고 할 수 있고 (p=0.017>0.008), 나머지 결과는 대

조군과 비교에서 크기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p<0.017).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을 수학적으

로 적용시킨 가상 심장박동 발진 시스템인 IPFM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조파 수에 따른 IPFM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여 SDRR 값을 도출하여 개선하여 고조파 2개를 사용한 

IPFM 모델의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계치에 

따른 IPFM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고정 임계치, 로지스

틱 맵을 활용한 임계치, 헤논 맵을 활용한 임계치를 서로 비교하

여 그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와 

  파라미터 값을 획득하고 이를 IPFM 모델에 활용하여 LF/HF 

비율을 계산하였다. 각각의 LF/HF 비율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로 측정하여 획득한 데이터의 LF/HF 비율을 구하였다. 

실제 측정된 심전도 신호에서 스트레스 전과 후의 차이를 보

기 위해서 비모수 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검증을 통하여 

LF/HF 비율의 스트레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제

신호와 제시한 모델들 사이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모수 

방법의 Kruskai-Wallis 검증과 Mann-whitney 검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사후검증 결과에서 헤논 모델과 실제 데이터의 안정 

상태만 차이가 남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PFM 헤논 모델은 심

박변이도 해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는다. 또한, 실제 데

이터와 가장 적합한 모델은 유의수준이 안정, 스트레스 상태가 1

로 나타난 고정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모수적 방법으

로 평가된 결과이지만 고정모델이 IPFM 모델로써 가장 실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심박변이도 해석 지표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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