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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CBT-I) is an important and effective treatment for insomnia 
patients. However, it is not easy for most general practitioners to learn and practice CBT-I, and it is popular to 
prescribe sleeping pills to insomnia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 In the case, we need to consider the factors 
which can influence the effect of sleeping pills to prescribe sleeping pills appropriately and safely with the low-
est dosage. Age, gender, medical or psychiatric comorbid disease, workplace, or sleep environment may affect 
the patients’ satisfaction with their sleeping pills. Physician should know about the mechanism of action of 
each sleeping pill and which type of sleeping pills needs to be prescribed to patients in each situation. Physi-
cian also needs to ask patients what time they took their sleeping pills and check whether patients followed 
physician’s sleeping pills administration instruction or not. In this review, we want to discuss about optimizing 
the sleeping pills prescription to insomnia patients. J Sleep Med 2016;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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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불면증은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접하게 되는 증상이다. 많

은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호전되지만, 조건화된 과

각성 상태와 잘못된 수면 습관의 문제, 수면에 대한 인지왜곡 

등으로 인하여 고착화되고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잘못된 수면 습관이나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면제를 처방하는 

것이 권장된다.1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수면제

를 우선적으로 처방하게 되곤 한다. 수면제는 환자의 불면증

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남용 및 의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낙상 및 

섬망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수면제를 복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호소를 하는 경우

도 매우 흔하다. 이러한 경우 수면제의 용량을 조절해 보기도 

하고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해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

면제 용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모든 

치료가 그러하듯 수면제 처방 역시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맞게 개별화하고 최적화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대

로 된 수면제 처방의 최적화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본 고에서는 불면증 약물치료의 최적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해 보고자 한다.

불면증의 치료

불면증 치료는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비약물적 치료는 인지행동치료의 형태로 이뤄지며, 

수면위생교육(sleep hygiene),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수면제한치료(sleep restriction), 자극제어치료(stimulus cont-
rol), 이완요법(relaxation technique) 등으로 구성된다(Table 

1).2 최근 미국 내과학회에서도 만성불면증 환자의 치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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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을 정도로 

불면증에서의 인지행동치료는 수면제 사용 전 반드시 시행

할 필요가 있고,1 그 유용성도 검증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의사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

법은 아니며,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면제부터 사용하여 불면증을 해결하게 되기

가 쉽다. 수면제를 사용하다 보면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

겨서 장기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Fig. 1), 수면제

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면제를 

사용하기 전에 인지행동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불면증 약물치료의 최적화 방안

짧은 기간 동안의 수면제 사용은 분명 효과적이고 손 쉽게 

환자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금단증상 및 

의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면제의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

지 않는다. 따라서 임상가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수면제를 최

소한으로 최적화하여 처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약물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다.
약물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나이, 성별, 내과적 질환의 동반 여부, 수면 환경, 근무

지, 근무의 패턴 등 매우 많은 요인들이 수면제 효과에 영향

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불면증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

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3,4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비

율 또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5 한편 고령의 불면증 환자

에서는 수면제를 소량으로 시작하도록 권고된다. 수면제 사

용패턴에 관한 국내 연구를 보면 고령이 될수록 수면제의 복

용 빈도는 늘어나지만 용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5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내과적 질환이나 신체적 활동량

의 감소, 그리고 복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약물의 부작용 등

은 모두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면제의 효과를 저

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그러한 반면에 신체 대사율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에서는 수면제의 용량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6 특히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섬망이나 수면관련 식

이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7,8

성별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는데,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서 

불면증 유병률이 높으며 나이 든 여성의 경우 수면제 사용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9,10 여성에게 경제적/사회적 스트레스가 

Table 1. Summary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components

Component Treatment goal
Sleep hygiene Eliminate habits that are counterproductive for sleep through education on general guidelines about health 

  behavi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negatively impact sleep (e.g., reduce drinking alcohol, avoid rigorous 
  exercise close to bed time).

Stimulus control Strengthening sleep cues (e.g., bed and bedroom) with sensations of sleepiness by limiting the amount of time 
  spent awake in bed. Patients are instructed to only go to bed when sleepy, use the bed only for sleep and sexual 
  activity, and leave the bed if unable to fall asleep for more than 15 to 20 minutes.

Sleep restriction Restrict time in bed to improve sleep drive and consolidate sleep. By systematically reducing time in bed, 
  homeostatic pressure for sleep is increased, which in turn increases sleep consolidation. The goal of sleep 
  restriction is to reach sleep efficiency of higher than 85% and to avoid compensating for poor sleep.

Relaxation techniques Reduce physiological arousal and decrease anxiety (e.g., engaging in deep breathing exercises,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or autogenic training to reduce somatic tension or intrusive thoughts that interfere with sleep).

Cognitive therapy Address and correct maladaptive thoughts, beliefs, and expectations about sleep that interfere with sleep 
  and daytime functioning (e.g., misattributions of daytime impairments to poor sleep).

Adapted from Ong et al. Sleep Med Res 2012;3:1-6.2

Figure 1. Difficulty of discontinuing hypnotics in insomnia patients. 
Adapted from Ong et al. Sleep Med Res 201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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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성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이 흔히 불면증을 동반하기 때문

이기도 하다.11,12 여성에게서의 불면증은 단순히 수면제만 

처방하기보다는 불면증의 원인이 될만한 스트레스나 정신

과적 질환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우

울장애는 불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실제 환자

들도 우울감보다는 불면증을 주 호소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

우가 많다. 불안장애 역시 불면증이 자주 동반되며 특히 불

안장애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수면제를 불안조절 목적으

로 쓰게 되어 과다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13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된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zolpidem과 같은 z-class 약물만으로는 불면증

이 잘 조절되지 않고 benzodiazepine 계열의 항불안제 또는 

항우울제를 같이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이

러한 경우는 항불안 효과가 없는 z-class 약물보다는 benzo-
diazepine계 수면제(clonazepam, bromazepam 등)가 불면

증과 불안증을 함께 조절해 줄 수 있어 선호된다. 그리고 항

우울제를 처방할 때에는 항우울제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고 처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항우울제 중에는 

fluoxetine과 같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약물도 있는가 하

면 mirtazapine과 같이 수면유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

는 약물도 있다.14,15 따라서 fluoxetine과 같은 약물은 가능하

면 피한다거나, 다른 수면제는 줄이고 mirtazapine을 사용하

는 등의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다.

내과적 문제가 동반된 환자들의 경우, 내과적 질환의 특성

에 따라 동반되는 수면장애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내과적 질환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수면제를 선택할 것인지

에 대한 전략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투석을 정기

적으로 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경우 하지불안증후

군과 같은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16 낮 동안 투석을 실

시하면서 쉬거나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주기 리듬

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많다.17 이러한 경우에는 수면제 처방

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고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처치

나 수면리듬을 조정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밤에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는 경우에는 ben-
zodiazepine 계열의 약물이 오히려 호흡장애를 악화시킬 위

험이 있다.18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z-

class 약물이나 trazodone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19 비만한 환자의 경우에는 

야간에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여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

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20 이런 경우 benz-
odiazepine 계열의 약물은 무호흡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21 통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에도 불면증을 흔하게 호소한다.22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으나 trazodo-
ne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는 통증 조절에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어,23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경과 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의 경우 동반된 신경과적 질

환에 따라 수면제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뇌졸중과 같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benzodiazepine이나 

z-class 약물이 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24 경우에 따라서는 quetiapine과 같은 항정

신병약물을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조 하에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25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치매

에서 흔히 관찰되는 렘수면행동장애의 경우에는 z-class 약

물의 수면제는 사실상 도움이 되질 않는다.26 이런 경우에는 

clonazepam과 같은 benzodiazepine이 더 유용하다.27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면장애를 감별한다.
불면증을 치료할 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주기리듬 수면-각성장애, 하지불안증후

군, 수면무호흡증 등을 포함한 일차적 수면장애의 동반 유무

를 조사하고 감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력 청취뿐만 

아니라, 평가용 설문지, 수면 일기, 활동기록계(actigraphy), 

수면다원검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없이 수면제만 사용하더라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기저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아가야 한다.

일주기리듬 수면-각성장애는 취침시간과 각성시간이 너

무 이르거나(전진성) 반대로 너무 늦지만(지연성) 수면의 양 

자체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따라서 수면제를 사용한다 하더

라도 추가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취침시간과 각성시

간을 조절하기 위한 광치료나 멜라토닌 복용이 도움이 된

다.28 하지불안증후군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수면제를 사용

하여 잠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될 때도 있지만 z-class 수면제

보다는 도파민 효현제를 사용하거나 clonazepam을 쓰는 것

이 더 도움될 수 있다.29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환자들

이 잠자리에 누우면 쉽게 잠이 들지만 중간에 자주 깬다고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20 따라서 잠드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

는 이들에게 반감기가 짧은 수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지 않는다. 또한 불면증 해결만을 위해서 수면제를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폐쇄성 무호흡을 심하게 만들기도 하므로 지속

적 상기도 양압기를 착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30 다만, 그런 것이 여의치 

않거나 무호흡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zolpidem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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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흡에 영향을 덜 미치거나,31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호전

을 시킬 수도 있는 trazodone을 선택할 수 있다.32

약물의 작용 기전을 고려한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제는 약을 복용하자마자 잠이 들기 시

작해서 아침에 깰 때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는 약물이겠지만 

아쉽게도 현재 수면제로 처방 가능한 약물들은 이러한 이상

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불면증의 약물치료를 위

하여 임상에서 일차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면제로는 benz-
odiazepine 계열의 수면제와 non-benzodiazepine 계열의 

수면제가 있다(Table 2).

Benzodiazepine

Benzodiazepine은 진정, 수면, 항불안, 항경련 작용 등이 

있어서 고전적으로 수면 유도 효과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수면제로서의 사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

으나 triazolam과 같은 약제는 오랫동안 수면제로서 많이 활

용되어 왔고, 현재는 3주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고시되어 있

다. 그 외에 clonazepam, temazepam, flurazepam, lorazepam 

등이 수면 유도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Benzodiazep-
ine은 gamma-aminobutyric acid(GABA) 수용체, 그 중에서

도 GABA-A 수용체에 주로 작용하는데, α1 subunit뿐만 아

니라 α2, α3, α5 등에도 작용하기 때문에,33 수면유도 효과 이

외에도 항불안 효과 근육이완 작용, 기억력 장애와 같은 부작

용이 같이 발생한다. 의존 및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의 환자에게 근이완 작용과 기억력 장애는 낙

상이나 섬망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

다.34 반면에 임상에서 benzodiazepine 계열의 수면제가 오히

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불안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

는 z-class 수면제에 비해 benzodiazepine이 더 효과적이다.35 

따라서 benzodiazepine을 선택할 것인지 z-class 수면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임상 상황에 맞게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Z-class drug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등이 있으나 국내에는 

zolpidem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28일까지 처방이 가능하

게 되어 있다. Zopidem은 GABA-A 수용체 중에서도 주로 

α1 subunit에만 주로 작용하여 수면 유도 효과를 높이는 대

신 다른 subunit에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benzodiazepine의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36 Zolpidem은 기존의 benzodi-
azepine보다 반감기가 짧은 편으로 다음날 낮 동안의 기능

에 이상을 덜 일으킨다.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에 수면 

잠복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대신 짧은 반감기

로 인하여 수면 유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controlled release(CR) 제제이

며, 수면 유지 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37 주간의 졸림, 

밤 동안의 엉뚱한 행동, 낙상 및 골절, 수면 관련 식이 장애, 졸

음 운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38

Prolonged-release melatonin

최근 국내에서 처방이 허가된 약제로, 55세 이상 불면증 

증상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내인성 멜라토닌과 거의 유사

한 형태로 분비가 되도록 만들어진 약물로, 의존성이나 남용

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멜라토닌은 주로 송과체에

서 생산되는 지용성 호르몬으로, 개체의 생체 주기를 조절하

고, 항산화 작용 및 면역기능에도 관여한다.39 멜라토닌은 낮 

동안에는 억제되어 있다가 밤이 되면서 점차로 그 농도가 

상승하는데,40 빛이 개체의 눈으로 들어와 망막시상하부로

(retinohypothalamic tract)를 통하여 상시각교차핵을 자극

하면 멜라토닌이 억제된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농도의 

최고점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는데,41 멜라토닌 서방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숙면을 유도하고자 개발되었다. 수면 

Table 2. Drugs used for insomnia in South Korea

Benzodiazepine
Flurazepam* 15–30 mg
Triazolam* 0.125–0.25 mg
Flunitrazepam* 1 mg
Brotiazolam* 0.25 mg
Clonazepam 0.5 mg

Non-benzodiazepine
Non-benzodiazepine GABA modulator (z-class) 

Zolpidem IR* 5–10 mg
Zolpidem CR* 6.25–12.5 mg

Antidepressant
Trazodone 25–50 mg
Mirtazapine 15–30 mg
Amitriptyline 10–20 mg
Doxepin* 3–6 mg

Antihistamine
Doxylamine* 25 mg

Melatonin 
Prolonged-release melatonin* 2 mg

Antipsychotics
Quetiapine 25–50 mg
Olanzapine 2.5–5 mg

*Approved b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IR: 
immediate release, CR: controlled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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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장애가 있는 55세 이상 성인에게 사용해 볼 수 있다.

Antidepressants

Trazodone은 고용량에서 항우울제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에는 저용량에서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다.23 H1 수용체와 

5-HT2 수용체 길항작용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 25~50 mg선에서 처방되고 있다. Doxepin 

역시 과거 삼환계 항우울제로 사용되던 약물로, H1 수용체에 

강한 친화력을 가진다. 수면 유지 장애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보고되었고,42 3~6 mg선에서 사용된다. 삼환계 항우울제

를 수면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낮 동안의 졸음, 입마름, 시야 

흐림, 기립성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종종 보고된다. 하지만 

남용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benzodiazepine에 

대한 남용이나 의존이 걱정되는 경우에 선택해 볼 수 있다.43 

Mirtazapine은 불면증뿐 아니라 우울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항우울제 중에서 수면유도 효과 및 

델타수면 증가 효과가 비교적 큰 약물로 알려져 있다. H1 길

항작용을 통하여 수면을 유도하고 5-HT2A/2C 수용체에 대한 

길항작용을 통하여 델타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44 항우울 효과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7.5~45 mg 사용되는 데 반하여 수면유도 효과를 위해서는 

보통 30 mg 이하에서 사용된다. 다만 과도한 진정효과와 체

중 및 식욕 증가, 입마름 등의 문제가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

서 주로 관찰되는 부작용들로 알려져 있다.45

Antipsychotics

수면제로 사용되기보다는 약 자체가 갖고 있는 진정 효과

를 이용하여 수면을 유도할 목적으로 간간히 사용된다. 그러

나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분 증상, 또는 섬망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일차성 불면증 환자에게서는 추천되지는 않는다. 정신

병적 증상이나 기분 증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

용되는 용량에 비해 낮은 용량에서 사용되며 quetiapine(보

통 25~200 mg), olanzapine(보통 2.5~20 mg) 등이 경우에 따

라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면증의 양상에 따라 약물을 선택한다.
적정한 수면제를 선택하는 것 또한 불면증 치료의 최적화

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불면증의 양상에 따라 약물 선택을 

달리 하여 꼭 필요한 약제만 처방하기 위한 노력은 약물의 추

가 투여를 줄이고 불필요한 증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잠들지 못 하는 경우

Z-class 약물인 zolpidem을 일차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고, 

benzodiazepine도 선택해 볼 수 있다. 쉽게 잠들지 못 하는 

것이 일주기 리듬이 지연되어서(늦게 잠이 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경우)라면, 수면-각성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우선

으로 하여야 하겠지만 55세 이상의 경우라면 멜라토닌 서방

형 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다.46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깨는 경우

잠은 잘 들지만 중간에 자주 깨는 경우라면 doxepin, trazo-
done과 같은 항우울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 zolpidem CR이

나 benzodiazepine을 조심스럽게 사용해 볼 수 있다. 멜라토

닌 서방형 제제도 사용해 볼 수 있다. 멜라토닌은 입면을 유

도한다기보다는 수면 위상을 옮기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서

방형 제제의 경우 내인성 호르몬 작용과 유사하게 분비되도

록 되어 있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6

수면제 복용 지침을 정확하게 따르는지 평가한다.

Benzodiazepine and z-class hypnotics

일반적으로 수면제는 자기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자기 30분 전”이라는 복용 지침이 환자에

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

분의 환자들은 처방 받은 약을 자신이 자고 싶은 시간에 복

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면제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

해서는 ‘자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자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

야 한다. 수면제의 복용 시간과 수면제의 만족도와의 상관 관

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47 수면제에 만족한다고 대

답한 군은 평균 23시 11분에 수면제를 복용한 반면, 수면제

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군은 평균 21시 16분에 수면

제를 복용하였다. 그러나 잠이 든 시간과 아침 기상 시간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즉, 수면제를 일찍 복용하면 수면

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를 바탕으로 수면제 복용 후 아침 기상 시간까지의 간격(du-
ration from administration of pills to wake up time)47을 계

산해 보면 수면제 만족군은 7.2시간, 불만족군은 9.3시간이

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수면제 복용에 관한 지침을 

“잠들기 30분 전”이 아닌 “아침 기상 시간 7시간 전”으로 변

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잠들기 30분 전에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에서의 수면제 만족도(62%)에 비해 아침 기상 

시간 7시간 전에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들에게서의 수면제 

만족도(86%)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직 출

간되지 않은 저자들의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제에 만족하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수면제 복용을 기상 시간 7시간 전에 하

도록 지침만 전달하고 2주 뒤 효과를 관찰하였을 때 7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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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기존 수면제에 만족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 두 

연구의 결과는 수면제의 복용 시간을 환자에 맞게 최적화할 

경우 수면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두 편의 논문에서의 수면제는 benzodiazepine 

혹은 z-class 수면제만으로 제한하였다. 수면제의 작용 기전

을 고려할 때, benzodiazepine이나 z-class 수면제가 아닌 

trazodone이나 mirtazapine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수면 

유도 효과를 얻고자 할 때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

해서는 아직 알 수는 없다. 항히스타민효과나 5-HT2A/2C 수

용체 차단 효과를 통하여 수면의 연속성이나 델타수면을 유

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물의 경우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Prolonged release melatonin

멜라토닌 서방정의 효과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26~47%의 다소 저조한 반응률을 보고하고 있다.48,49 이 논문

들에서는 Leeds Sleep Evaluation Questionnaire의 quality of 

sleep과 behavioral integrity the following morning 도메인

에의 10 mm 호전을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으로 정의

하였는데,50 이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서 반응률이 낮게 조사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

로 수면제를 처방할 때 기대하는 효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반응률이라 할 수 있겠다.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 자체의 효과

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수면-

각성 주기가 제대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 약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일차성 불면증 환자의 

수면-각성 주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

를 투여하여 3~4주 후의 효과를 관찰한 바 있으며,51 전체 환

자의 66%가 투약에 만족한다고 보고하였고 44%의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의 양을 50% 이상 감량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55세 이상 불

면증 환자에게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1) 

수면-각성 주기를 7~8시간 정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2) 잠들

기 2시간 전에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를 복용하고, 3) 최소 3

주 정도의 복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약 2/3 정도의 환자

에게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

한 지침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멜라토닌 서방정을 

처방하게 된다면 약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져서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약 처방 시 정확한 복용 지

침을 전달하고 이를 지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        론

불면증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 가능

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수면제 사용으로 인하여 

수면제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면

제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면

서, 치료자 스스로가 불면증이 호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환자에게도 이를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

다도 환자가 호소하는 불면증의 원인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

서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수면제의 사

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최적화

된 불면증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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