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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면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며, 불면증은 다양

한 수면장애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불면증의 유병률은 불면증을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서로 다

른 다양한 국가들에서의 다양한 성인 표본들 가운데 약 30% 

정도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면증 증상을 보고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Roth 2007 ; Ancoli-Israel과 Roth 1999). 미국

의 경우, population-based 추정에 따르면 불면증을 경험하

는 경우는 15%에서 24% 정도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Pearson 등 2006 ; Roth 등 2011). 불면증의 

유병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Pandey와 Philips 

2015), Cho 등(2009)이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불면증의 유

병률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연구에서도 성인 5명 중 1명 꼴

로 불면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면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학적 치료와 비약물학적 치료

로 나뉘는데, 약물치료의 경우 특히 벤조다이아제핀 혹은 

비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급성 불면증의 치료에 효

과적이라고 알려진 바 있으며, 그 외에도 항우울제나 항정신

병 제제 등의 약물도 불면증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NIH 

1983 ; 1990). 하지만 약물에 대한 내성이나 금단증상, 장기

적인 사용의 안정성, 반동성 불면증 관련된 문제 등이 명확

히 해결되지 않은 탓에, 만성 불면증의 경우 이러한 약물치

료의 효과는 다소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sc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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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7). Morin 등(2009)의 연구에서는 불면증 인지행동치

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졸피뎀과 병용한 경우에 비

해 관해 및 치료 반응 유지율이 더 높았다(Morin 등 2009). 

아울러, 졸피뎀 등의 수면제 처방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해

(Brower 등, 2011), 약물학적 치료의 한계가 시사된다. 

약물학적 치료 외에, 심리학적, 행동학적 치료와 같은 다

양한 비약물학적 치료 역시 불면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제시된 바 있는데, 인지행동치료나 수면위생 교육, 이완훈

련 등이 이에 속한다(Morin 등 2006). 2008년의 미국수면의

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Sleep Medicine, AASM) 가

이드라인에서는, 일차적 불면증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공존

질환으로써의 불면증의 효과적인 치료로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심리학적, 행동학적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가능

한 경우 이러한 치료를 일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Schutte-Rodin 등 2008). 불면증 환자

에서의 약물치료와 심리학적/행동학적 치료의 효과성을 비

교 분석하고자 했던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행동치료 

같은 비약물학적 치료가 약물치료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었

고, 인지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Sivertsen 등 2006 ; Jacobs 등 

2004). 또한 Jacob 등은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무작위 

비교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로 직접 비

교하는 연구를 시행하여,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비약물학적 

치료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반면, 약물치료를 중단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추적관찰 했을 때, 약물

치료의 효과는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기저선 상태로 돌아왔

다고 보고하였다(Jacob 등 2004). 아울러 급성 불면증의 단

기적인 치료로 수면제 사용과 같은 약물치료적 접근을 취한

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행동치료나 인지치료가 병행되어

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기도 해(Schutte-

Rodin 등 2008),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학적 치료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비약물치료의 경우, 국내 진료 현실에서 보험을 적

용할 수 있는 수가가 부재하고, 불면증 환자 진료시 충분한 

진료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우며, 의사 대상 관련 교육이 충분

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탓에 인지치료에 기반한 개입 등

은 아직 실제적인 임상 장면에서 쉽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Sivertsen 등 2006). 약물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비

약물학적 치료가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불면증의 치

료 효과가 더욱 향상된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인지행동치료나 이완훈련, 자극-조절 등의 비약물학적 

치료 시행을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불면증 치료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서 종사

하고 있는 국내 의사를 대상으로 불면증의 약물학적 및 비

약물학적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대  상

본 연구는 현재 1차,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

는 의사를 대상으로 2016년 7월-8월 기간 동안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베이 몽키(survey mon-
key)라는 설문조사를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성된 설문조

사지를 이메일을 통해 총 312명의 의사들에게 전달하였고, 

총 102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32.7%에 해당하였다. 중복

응답을 피하기 위하여 설문에 응답한 IP 주소와 이메일 주

소를 교차 확인하였다. 이메일은 서울대학교병원 및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및 전임의, 수면관련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발송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2명 중 설

문지에 충실히 응답한 100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

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2. 설문조사

수면제 처방 현황, 건강한 수면 교육, 인지행동치료(해당

과) 등 불면증 치료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본 연구를 위해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1, 2, 3차 의

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들에게 보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내용은 전공의, 전임의, 교수로 수면의학전

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3차에 걸친 

논의를 거쳐 치료 실태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만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Fig-
ure 1에 제시하였다(Figure 1).

결      과

1. 대상자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102명 중 100명이 모든 문항에의 응

답을 완료하였고, 2명은 중반부부터 응답을 하지 않아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00명의 응답자 중 55명(55%)은 여성

이었고, 45명(45%)은 남성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4명 

(64%)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자였으며, 나머지 36명(36%)

은 타과(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전공자 및 일반의 등)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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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완료한 100명의 참여자 중, 98명이 불면증 환자

의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이 가장 자주 선택

하는 불면증 치료 방법의 순서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약

물을 처방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

강한 수면습관 교육(수면위생 교육)과 인지행동치료 순이었

다(Table 1). 이러한 빈도 현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자 64

명만의 응답을 대상으로 다시 분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본 문항에 무응답한 3명을 제외하고는, 55.7%가 약

물치료를 1순위로 선택하였고(N = 34), 건강한 수면습관 교

육을 2순위로 선택하는 경우가 57.3%(N = 35), 인지행동치

료를 3순위로 선택하는 경우가 77.0% 정도였다(N = 47).

2. 불면증의 약물학적 치료 시행 현황

불면증 환자의 내원 시 치료를 위해 일차적으로 선택하

는 약물을 조사한 결과, 졸피뎀을 선택한다고 응답한 응답

자의 비율이 39.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N = 40). 뒤이

어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약물을 처방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26.47%(N = 27), 항우울제 계통의 약물을 처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5%로(N = 18) 높게 나타났다(Table 2). 

일차적으로 선택한 약물이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

차적으로 처방하는 약물을 조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

통의 약물을 처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3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N = 32), 졸피뎀을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25.49%(N = 26), 항우울제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9%로(N = 21) 뒤이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건강

의학과 전공자의 응답만을 살펴보았을 때, 일차적으로 벤조

다이아제핀 계통의 약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N = 24), 졸피뎀, 항우울제 계통의 약물이 각각 

28.1% (N = 18), 26.6% (N = 17) 순이었다. 이차적으로 처

방하는 약물 1순위 역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이었으

며(31.3% ; N = 20), 졸피뎀과 항우울제 계열의 약물이 동

일한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26.6% ; N = 17). 한편, 이차적 

약물의 처방 시 처방 형태에 대해서는 ‘기존 약물에 추가 처

방한다’라는 응답이 62.75%로 가장 많았고(N = 64), ‘기존 

약물에서 이차 약물로 교체한다’라는 응답이 33.33%로 그 

뒤를 이었다(N = 34). 

3. 불면증의 비약물학적 치료 시행 현황

불면증 환자에게 비약물학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8%가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

한 반면 (N = 88), 12%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

였다(Table 3). 비약물학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88명을 대상으로 어떤 치료를 시행하는지 설문조사지에 제

Table 1. Choice of insomnia treatment methods (multiple choices available)

Treatment methods
Order of choice

Response (n)
1st 2nd 3rd 4th 5th

Medication 57.14% (n = 56) 35.71% (n = 35) 5.10% (n = 5) 1.02% (n = 1) 1.02% (n = 1) 98
Sleep hygiene education 37.11% (n = 36) 53.61% (n = 52) 5.15% (n = 5) 2.06% (n = 2) 2.06% (n = 2) 97
Cognitive-behavior therapy 1.18% (n = 1) 3.53% (n = 3) 70.59% (n = 60) 21.18% (n = 18) 3.53% (n = 3) 85
Refer to other department/hospital 6.10% (n = 5) 7.32% (n = 6) 14.63% (n = 12) 46.34% (n = 38) 25.61% (n = 21) 82
Others 0.00% (n = 0) 0/00% (n = 0) 11.11% (n = 7)0 25.40% (n = 16) 63.49% (n = 40) 63

Q10 귀하는 불면증 환자의 진료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Q2.0 (1번 문항에 “있다”로 응답한 경우) 치료 방법 중 다음 중 가장 자주 선택되는 것

은 어떤 것입니까? (빈도 순서대로 숫자 기입) 

_____ 약물처방

_____ 건강한 수면습관 교육 (수면위생 교육)

_____ 인지행동치료

_____ 타과 혹은 타병원으로 의뢰

_____ 기타

Q3.0 1차적으로 주로 선택하시는 약물은 어떤 것입니까?

◯ 졸피뎀 (예. 스틸녹스)

◯ 트리아졸람 (예. 할시온)

◯ 벤조디아제핀 계통 (예. 알프람, 아티반 등)

◯ 항우울제 계통 (예. 아미트립틸린, 트라조돈, 레메론 등)

◯ 항정신병제제 계통 (예. 퀘티아핀, 클로르프로마진 등)

◯ 항히스타민 제제 계통 (예. 디펜히드라민 등)

◯ 멜라토닌 계통 (예. 서카딘)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Q4.0 1차 선택 약물에 효과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2차적으로 처방하시는 약물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 졸피뎀 (예. 스틸녹스)

◯ 트리아졸람 (예. 할시온)

◯ 벤조디아제핀 계통 (예. 알프람, 아티반 등)

◯ 항우울제 계통 (예. 아미트립틸린, 트라조돈, 레메론 등)

◯ 항정신병제제 계통 (예. 퀘티아핀, 클로르프로마진 등)

◯ 항히스타민 제제 계통 (예. 디펜히드라민 등)

◯ 멜라토닌 계통 (예. 서카딘)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Q5.0 2차적 약물 처방 시, 처방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 기존 약물에 추가 처방

◯ 기존 약물에서 2차 약물로 교체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Figure 1. Example of surve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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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면위생교육)을 시행한다고 응답하였고, 인지행동 치료

를 시행하는 비율도 34.83%에 해당했으며 이완요법(22.47%), 

정신치료(19.10%), 운동요법(19.10%) 같은 치료를 시행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비약물학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88명에 대해, 비약물학적 치료의 효과에 대해 의사

로서 경험하는 만족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N = 5), 28.41%(N 

= 25)에 그쳤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82%(N = 

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불만족한다’이라고 응답한 비

율도 9.09%에 해당하였다(N = 8)(Table 4). 한편, 비약물학

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비약물학적 

치료 비시행자 12명과 비약물학적 치료를 실시한다고 응답

한 일부 응답자들은 ‘진료시간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

았으며(56.25%), 그 외에도 ‘시행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효과 부족’, ‘수가의 부재’ 등을 이유로 비약물학적 치료를 시

행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Table 5).

치료 장면에서 불면증 환자들이 비약물학적 치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관심이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N = 55), 15%는 

‘매우 관심이 있다’라고 보고하였고(N = 15), 30%는 ‘관심

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하였다(N = 30). 비약물학적 치료에 

대해 불면증 환자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

에 해당하는 49%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조금 있다’라고 

응답하였고(N = 49), 36%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14%(N = 14), 1%(N = 

1) 만이 각각 ‘상당히 알고 있다’, ‘정확히 잘 알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비약물학적 치료에 대해 불면증 환자들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보도록 했을 때, 응답자 중 

54%는 ‘(환자들이) 표면적으로 실천하는 정도이다’라고 응

답하였으며(N = 54),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35%에 해당하였다(N = 35). 환자들이 ‘상당

히 실천하고 있다’, 혹은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는 각각 11%(N = 11), 1%(N = 1)에 그쳤다. 

4. 불면증 치료 실태

의사들이 생각하는 불면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Table 2. Primary and secondary choice of medication in insomnia treatment

Type of medication total
Response rate (n)

Primary choice Secondary choice
Total (n = 100) PSY (n = 64) Total (n = 100) PSY (n = 64)

Zolpidem (e.g., stilnox) 39.22% (n=40) 28.1% (n=18) 25.49% (n=26) 26.6% (n=17)

Triazolam (e.g., halcion) 0.98% (n=1) 0.0% (n=0) 2.94% (n=3) 0.0% (n=0)

Benzodiazepine (e.g., alpram, ativan) 26.47% (n=27) 37.5% (n=24) 31.37% (n=32) 31.3% (n=20)

Antidepressant (e.g., amitriptyline, trazodone, remeron) 17.65% (n=18) 26.6% (n=17) 20.59% (n=21) 26.6% (n=17)

Antipsychotic (e.g., quetiapine, chlorpromazine) 2.94% (n=3) 0.0% (n=0) 12.75% (n=13) 12.5% (n=8)0
Antihistamine (e.g., diphenhydramine) 2.94% (n=3) 0.0% (n=0) 0.98% (n=1) 0.0% (n=0)

Melatonin (e.g., circadin) 6.86% (n=7) 4.7% (n=3) 2.94% (n=3) 1.6% (n=1)

Others 2.94% (n=3) 3.1% (n=2) 2.94% (n=3) 1.6% (n=1)

PSY : psychiatrist

Table 3. Current performance of non-pharmacological treat-
ment of insomnia (multiple choices available)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Yes No

88% (n = 88) 12% (n = 12) 
Treatment methods Response % (n)

Sleep hygiene education 100.00% (n = 88)

Cognitive-behavior therapy 035.22% (n = 31)

Psychotherapy 019.31% (n = 17)

Exercise 019.31% (n = 17)

Relaxatson therapy 022.72% (n = 20)

Others 01.23% (n = 1)

Table 4. Level of subjective satisfaction among doctors regard-
ing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of insomnia

Level of satisfaction Response % (n)

Very satisfied 5.68% (n=5)

Satisfied 28.41% (n=25)

Average 56.82% (n=50)

Dissatisfied 9.09% (n=8)

Very dissatisfied 0.00% (n=0)

Table 5. Reasons of not conducting non-pharmacological treat-
ment

Level of satisfaction Response % (n)

Lack of Effectiveness 21.88% (n = 7)

Lack of consultation hours 056.25% (n = 18)

Lack of insurance coverage 21.88% (n = 7)

Lack of patients’ demand 18.75% (n = 6)

Lack of information 28.13% (n = 9)

Others 06.25%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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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한 결과, 비약물학적 치료

인 ‘건강한 수면습관 교육(수면위생 교육)’을 가장 중요한 치

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치료’는 수면위

생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행동치료’가 그 뒤를 이었다(Table 6). 반

면, 치료 장면에서 불면증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치료는 무

엇인지 즉, 의사가 인식하는 환자의 치료적 수요에 대해 순

서대로 나열하도록 한 결과,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원한다

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뒤를 ‘건강한 수

면습관 교육’이 이었고, ‘인지행동치료’와 ‘이완요법’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로 선택되었다(Table 7).

한편, 불면증 환자의 진료 시 수면제의 의존 혹은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89%가 ‘그렇

다’라고 응답하였고(N = 89),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1%에 그쳤다(N = 11). 불면증 환자의 진료 시 수면제의 의

존 혹은 남용이 의심되었던 적이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대처 방법을 묻자, 절반 이상인 61.8%가 

‘기존 투약 약물을 감량하여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N = 55)(Table 8). 아울러, 불면증 환자의 수면

제 복용과 관련하여 주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서, 응답자의 과반수인 67%가 ‘심리적 의존’이라고 응답하

여 약물에의 심리적 의존이 수면제 복용의 가장 심각한 문

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 = 67). 이 밖에

도, 내성(18% ; N = 18), 어지러움이나 전향성 기억 상실, 

환각, 인지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10% ; N = 10), 금단증상 

(2% ; N = 2) 등도 수면제 복용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하였다.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은 자유기술 문항으로, 불면증 환

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 자

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응답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보

고되었으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았다 : ‘환자는 증상

의 빠른 완화를 위해, 의사는 진료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약

물처방이 우선시 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면위생 교육, 인지

행동치료 등의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예 : 수면위생 교육

의 공동화)’, ‘진료환경의 개선 및 수가 조정(예 : 진료 시간

의 증가, 수면위생 교육 수가의 신설)’, ‘수면장애 환자의 비

약물학적 치료에 대한 필요성 고취’, ‘수면제 등의 약물에 대

한 인식의 개선(예 : 미디어를 활용한 국민 대상 인식개선)’, 

‘타과에서의 무분별한, 혹은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수면제 처방 양상의 개선’ 등이 기타의견으로 포함되었다.

 

Table 6. Order of importance among various insomnia treatment methods

Treatment method
Order of choice

Total (N)
1 2 3 4 5 6

Medication 7.37% (n = 7) 38.95% (n = 37) 24.21% (n = 23) 16.84% (n = 16) 6.32% (n = 6) 6.32% (n = 6) 095

Sleep hygiene
education

00.80% (n = 83) 00.13% (n = 13) 00.1% (n = 1) 00.1% (n = 1) 00.1% (n = 1) 00.2% (n = 2) 100

Cognitive-behavior
therapy

8.51% (n = 8) 28.72% (n = 27) 28.72% (n = 27) 11.70% (n = 11) 11.70% (n = 11) 10.64% (n = 10) 094

Psychotherapy 1.15% (n = 1) 8.05% (n = 7) 13.79% (n = 12) 11.49% (n = 10) 22.99% (n = 20) 42.53% (n = 37) 087
Exercise 0.00% (n = 0) 6.82% (n = 6) 21.59% (n = 19) 00.25% (n = 22) 31.82% (n = 28) 14.77% (n = 13) 088
Relaxation therapy 1.14% (n = 1) 10.23% (n = 9)0 15.91% (n = 14) 32.95% (n = 29) 21.59% (n = 19) 18.18% (n = 16) 088

Table 7. Treatments which insomnia patients want to take (doctors’ point of view)

Treatment method
Order of choice

Total (n)
1 2 3 4 5 6

Medication 00.80% (n = 80) 00.7% (n = 7) 00.9% (n = 9) 00.2% (n = 2) 00.1% (n = 1) 00.1% (n = 1) 100

Sleep hygiene
education

14.13% (n = 13) 50.00% (n = 46) 19.57% (n = 18) 9.78% (n = 9) 3.26% (n = 3) 3.26% (n = 3) 092

Cognitive-behavioral
therapy

3.70% (n = 3) 13.58% (n = 11) 32.10% (n = 26) 22.22% (n = 18) 19.75% (n = 16) 8.64% (n = 7) 081

Psychotherapy 2.50% (n = 2) 8.75% (n = 7) 8.75% (n = 7) 22.50% (n = 18) 18.75% (n = 15) 38.75% (n = 31) 080
Exercise 1.30% (n = 1) 7.79% (n = 6) 12.99% (n = 10) 19.48% (n = 15) 40.26% (n = 31) 18.18% (n = 14) 077
Relaxation therapy 1.30% (n = 1) 16.88% (n = 13) 19.48% (n = 15) 22.08% (n = 17) 15.58% (n = 12) 24.68% (n = 19) 077

Table 8. Strategies used in insomnia patients’ hypnotic depen-
dence and abuse

Strategies Response % (n)

Reduce dosage of hypnotics 61.80% (n=55)

Discontinue hyprotics 7.87% (n=7)

Refer to sleep specialist 8.99% (n=8)

Consider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11.24% (n=10)

Other 10.11%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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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임상 장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면증의 치료 실태를 파악하고자 1차 및 2차, 3차 의

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약물학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비약물학적 치료인 수면위생 교육과 

인지행동치료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치료 방법으로 선택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분석

했을 때, 불면증 환자에게 일차적으로 처방하는 약물은 졸

피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과 

항우울제 계열의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자의 응답만을 별도로 분석했을 

때는 약물의 처방 양상이 전체 응답 결과와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자의 

경우, 불면증 환자에게 일차적으로 처방하는 약물은 벤조다

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방 양

상의 차이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불면증 환자의 경우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의 동반이 타과 방문 환자에 

비해 높아 이러한 정신 증상에 대한 치료와 함께 진행하기 

위하여 항불안 효과가 있는 벤조다이아제핀의 처방이 더 많

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

자의 경우 진료 시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므

로 발견율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졸피뎀 등의 약

물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습관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

는 특징과도 일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Siriwardena 

등 2006). 하지만, 이러한 처방 차이의 원인에 대해 향후 연구

에서 추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차적인 약

물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물에 더하여 새 약물을 

추가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기존 약

물에서 교체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치료 장면에서 비약물학적 치료를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수면위생 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30% 정도는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약물학적 치료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크게 저조하여,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30% 정도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족한 진료 시간

이나 수가의 부재, 시행 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비약물학적 치료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관찰되었

다. 이러한 현황은 과거 불면증의 비약물학적 치료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던 것으로

(Sivertsen 등 2006), 비약물학적 치료의 방법이나 기술이 

실제 치료 장면에 아직까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상태임

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불면증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게 되는 의료진들은 환자들이 불면증의 비약물학적 

치료에 대해 일정수준의 관심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고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

부분이며(85%), 환자에게 치료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임상 장면에서 약물치료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건강한 

수면습관 교육 즉, 수면위생 교육을 가장 중요한 불면증 치

료 방법이라고 보고하였고, 약물치료는 그 다음 순서인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의사들은 불면

증 환자에게서 수면제의 남용과 의존이 의심되는 경우를 경

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약물에 대한 심리적 의존 및 내성, 

어지러움, 전향성 기억 상실 등, 약물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들은 

불면증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치료는 약물치료라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약물학적 치료에 대한 요구

가 비약물학적 치료가 널리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는 것을 방

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치료 실태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약물

학적 치료나 비약물학적 치료를 실시하는 환자의 특성을 구

체적으로 변별하지 못하였는데, 급성 불면증 환자의 경우에

는 단기적 치료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만성 불면

증의 경우에는 비약물학적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

적이라고 알려진 기존 연구들에 근거해(Schutte-Rodin 등 

2008), 이를 구분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치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불면증 치료의 

실태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획득하

지는 못하였다. 보다 개선된 불면증 치료의 시행을 위해서는 

치료를 받는 대상인 불면증 환자의 인식이나 요구 등을 파

악할 필요도 있는 바, 추후에는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

료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의 수가 102

명 정도로 전체 의사 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적은 수이기 때

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지역별, 병원 

규모별, 전공별 의사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시행

하지 못하고 일부 병원 및 관련학회 회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불면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비약물학적 치료의 활성화 도모를 비

롯하여 보다 적절하고 향상된 수준의 불면증 치료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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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초석으로 현재의 불면증 치료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자 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불면증에 대

한 치료적 접근의 개선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탐

색하여 추후 치료적 개입과 관련한 변화를 도모하는데도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의사

들이 불면증의 비약물학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으나 진료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불면증에 대한 적정 치료를 위해 비약

물학적 치료를 위한 진료 여건 개선 및 의사대상 교육이 필

요함을 제시하였다.

요      약

목  적 : 본 연구는 1차 및 2차, 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불면증 환자의 치

료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총 10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및 타과 전공 의사들

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분석에 포함된 설문조사 대상자는 

100명이었다. 

결  과 : 실제 치료 장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치

료는 약물학적 치료였으며, 수면위생 교육과 인지행동 치료 

등의 비약물학적 치료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약물학적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한 만

족도는 높지 않았다. 의사가 보기에 불면증 환자들의 비약물

학적 치료에 대한 관심은 일정 수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에 대한 식견이나 의식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

고되었고, 치료의 실행도 충분히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의료

진이 생각하는 불면증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요구되는 

점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결  론 : 본 연구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

보를 획득하지는 못했다는 점, 환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을 실

시하지는 못했다는 점 등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치료의 개선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현황 조사를 면밀히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결

론적으로 다수의 의사들이 불면증의 비약물학적 치료가 중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진료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불면증에 대한 

적정 치료를 위해 비약물학적 치료를 위한 진료 여건 개선 

및 의사대상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중심 단어：불면증·비약물치료·수면위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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