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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맥파를 이용한 손목 시계형 자명종

요약

본 발명은 손목 시계 형태인 자명종 내에 부착한 맥파 검출기에 의해, 사용자가 설정한 기상 시각이 되기 전 90분 이내
에 발생한 렘수면을 체크하여, 해당 렘수면이 끝난 후 바로 자명종이 울리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상쾌하게 잠에서 깨
어나도록 유도한다. 렘수면 바로 다음 단계가 수면이 가장 얕은 단계이며 보통 이 단계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잠에
서 깨어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맥파, 수면단계, 손목 시계형 자명종, 렘수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구성의 개략적인 다이아그램.

도 2는 맥파의 처리절차를 나타내는 플로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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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맥파로 부터 수면이 가장 얕은 단계를 체크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시각 전 가장 쾌적하게 기상할 수 있는 시점
에서 자명종이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전 많은 연구자들이 수면시에 주기적인 수면 단계가 반복됨을 발견하였다. 
그 중 1957년에 Dement와 Kleitman에 의해 제안된 수면 단계 구분법이 십 여년 동안의 수백명의 연구자들에 의한 많
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유용함이 증명되었다. 결국 수면 정신생리학회(Association for the Psychophysiological S
tudy of Sleep:APSS)에서 수면 단계의 표준 점수화 시스템(standard scoring system for stages of sleep)으로 채
택하게 되었다. 이후 별다른 큰 수정 없이 전세계 임상 의사들 및 연구자들이 수면 검사시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자명종은 사용자의 수면상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기존의 자명종은 사용자가 설정한 시
각에 무조건 울림으로써, 흔히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강제 전환시켜 사용자에게 불쾌감, 피로감, 짜증감을 유
발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가장 얕은 수면단계에서 자명종을 울리게 하여 사용자가 상쾌하게 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자명
종의 문제점을 극복한다. 렘수면 바로 다음 단계가 수면이 가장 얕은 단계이며 보통 이 단계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난다. 렘수면 단계는 뇌파로부터 추출이 용이하나 뇌파 검출기를 머리에 부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손목시계형 자명종 내에 맥파 검출기를 부착함으로써 사용자가 보통의 손목 시계를 착용하듯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맥파 검출기가 부착된 손목 시계형 자명종은 맥파로부터 렘수면 단계의 특징들을 추출
하여 이를 손목 시계형 자명종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도면 1과 같이 손목 시계형으로 크게 맥파 측정부와 맥파 처리부, 자명종 작동부로 나뉜다. 맥파 측정부는 맥
파 감지부, 맥파 증폭부, A/D 변환부로 구성된다. 맥파 감지부는 손목 시계형 타입으로 사용자가 착용하기 편한 형태이
다. 맥파 처리부는 수면 단계 중 렘 수면단계를 실시간 검출하여 렘 수면이 끝난 후 트리거 신호를 출력한다. 자명종 작
동부는 설정된 시각 전 90분 이내에 트리거 신호가 발생했는지를 체크하여 손목시계형 자명종이 울리도록 한다.

본 발명은 자명종 시계에 설정된 시각이 되기 전 90분 이내에 발생한 렘 수면을 체크하여, 렘 수면이 끝난 후인 가장 얕
은 수면단계에서 자명종이 울리도록 함으로써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나도록 유도한다.

    발명의 효과

일반적인 자명종은 흔히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강제 전환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불쾌감, 피로감, 짜증감을 
유발하곤 한다. 본 발명은 신체적으로 각성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내에 기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신체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신적으로는 쾌적한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만성적인 피로감을 없애고 생활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 2 -



공개특허 특2001-0096372

 
맥파 검출기로부터 가장 얕은 수면 단계를 체크하여 자명종을 울리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맥파 측정부, 맥파 처
리부, 자명종 작동부로 구성된 손목 시계형의 자명종 장치.

상기에 있어서, 맥파에서 렘 수면단계를 실시간 검출하여 렘 수면이 끝났음을 알리는 트리거 신호를 출력하는 맥파 처
리부의 구성.

상기에 있어서, 자명종 사용자가 설정한 기상 시간이 되기 전 90분 이내에 렘 수면단계 검출 신호 발생시 자명종을 울
리도록 하는 자명종 작동부의 구성.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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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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