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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낮잠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성별, 인종, 

나이, 시간, 및 장소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흔하게 경

험한다. 낮잠을 어쩌다 한두 번 정도만 자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습관처럼 만성적으로 자는 사람도 주변에 적지 않다. 

경험적으로 보면 불쾌하거나 나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낮잠이 많은 사람을 게으르고 나약하게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효율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요즘과 

같은 산업 사회에서는 낮잠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

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사회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잠을 주

로 다루고 있는 수면 의학 분야에서도 낮잠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불면증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 위생적인 측면에

서 가급적이면 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부정적

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낮잠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그 전까지의 부

정적인 인식과는 다른 견해들이 일부 늘어나면서 관련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야간 수면인 밤잠에 대한 연

구는 수면 의학의 태동 이후로 수없이 많이 진행되어온 반

면에 주간 수면인 낮잠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

준이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낮잠을 바라보고 새롭게 자

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

락에서 이 글에서는 수면 의학적인 관점에서 낮잠에 대한 

여러 현황을 살펴보고 긍정과 부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 

주제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정  의 

낮잠에 대한 비전문적 정의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낮에 

자는 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낮과 밤이란 단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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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개념 

수준으로 낮잠을 정의할 수 없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낮잠

이란 야간 수면 즉 밤잠 이외에 주간 시간에 비교적 짧게 지

속하는 수면의 형태를 말한다. 즉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간

까지의 각성 시간 동안에 짧게 나타나는 수면 형태를 낮잠

으로 정의한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자는 잠을 흔히들 낮잠

으로 알고 있지만, 위의 정의대로라면 기상 후부터 점심 식

사 전까지 오전 시간에 나타나는 잠이나 저녁 식사 이후부

터 취침 시간 전에 나타나는 잠도 낮잠에 범주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개인 자신의 주요 수면 

지속 시간 평균의 50% 미만의 지속 시간을 가지는 수면을 

낮잠으로 정의 한다(Dinges 등 1987). 그러나 야간 교대 근

무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주간 시간에 5시간 넘게 자는 

것은 주간 근무자들의 밤잠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낮잠이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2. 연령별·국가별 양상

생후 일 년 동안에 인간의 수면 시간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출생 초에는 평균 16~17시간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았던 수

면 시간이 돌 무렵에는 평균 13.9시간으로 줄어들고 10살 정

도에 이르러서는 9시간으로 줄어든다(Iglowstein 등 2003). 

이에 따라 낮잠도 급격하게 변화한다. 출생 직후부터 낮잠

의 횟수는 점차로 줄어들다가 생후 6개월에서 9개월에 이르

러서는 보통 3회 정도로 안정화되어 나타나는데, 아침, 이른 

오후 및 늦은 오후 등과 같은 시간대에 주로 나타난다. 유아

의 경우 낮잠은 렘수면이 풍부하기 때문에 야간 수면과 구

별이 불가능할 정도다(Bhat 등 2006). 이러한 3번의 낮잠 횟

수가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는 아침과 이른 오후에 

한차례씩 해서 총 2회 정도로 줄어들고 생후 12개월에 이르

러서는 오후에 한 번 정도만 자는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

(Weissbluth 1995 ; Louis 등 1997). 이렇게 하루 한 번 정도

의 낮잠 양상도 3세에서 7세 동안에 이르러서는 점차 사라

지게 된다. 예를 들면 3세에 50%~ 80% 정도의 낮잠 비율이 

나타나던 것이 5세에는 9%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Weiss-

bluth 1995 ; Kitamura 등 2015). 아동기 동안 낮잠의 구조

는 렘수면이 거의 없는 비렘수면으로 구성된다(Kurdziel 등 

2013).

청소년기에는 수면-각성 위상이 지연되어 늦게 잠자리에 

드는 반면에 다음날 등교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서 저

절로 수면 시간이 많이 감소한다. 그 여파로 낮잠이 다시 증

가하게 된다. 14~19 세의 청소년 66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낮잠 발생률의 증가를 40%까지나 보고하기도 하였

다(Thorleifsdottir 등 2002). 

성인의 경우 모두가 경험해 보았듯이 전날의 야간 수면이 

정상적이라도 하더라도 일주기 수면-각성 조절 기전에 영

향을 받아 대략 오후 2시 정도가 낮잠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

이다(Lavie 1986). 물론 전날 밤의 수면 상태라던가 당일 날

의 섭취 음식에 따라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Lowden 

등 2004). 일반적으로 30분에서 90분 정도가 낮잠의 평균적

인 지속시간으로 관찰되었다(Dinges 1989). 수면 구조로 보

면 젊은 성인의 경우 낮잠 시간만 충분하다면 비렘수면과 

렘수면 모두 나타난다(McDevitt 등 2012). 

노인의 경우 젊은 성인에 비해 낮잠이 더 자주 발생한다

(Buysse 등 1992 ; Ficca 등 2010). 나이가 많아지면서 낮잠

의 빈도 또한 증가한다(Ohayon과 Zulley 1999). 지역 사회 

거주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 따르면 

54% 정도가 평균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Picarsic 등 2008). 일주기 수면 위상이 앞으로 당겨져 있는 

노년층에서는 저녁 낮잠이 더 자주 발생하는데, 수면 장애

와 야간 수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Ficca 등 2010). 노년층

의 낮잠 구조는 낮은 단계의 비렘수면, 짧은 서파 수면, 및 

덜 자주 나타나는 렘수면 등으로 구성된다(Baran 등 2016).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는 아니지만, 

국가별 낮잠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일부 나와 있다. 오래

된 연구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낮잠을 자는 경우

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국가별로 33%에서 84%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높은 빈도로 나타났

다(Dinges 1989). 비교적 최근의 조사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및 일본 등의 6개 국가별로 25~55세 사이

의 250명 정도의 대표 표본을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낮잠 습관을 비교하였다(National Sleep Foundation 2013). 

조사 전 2주 기간 동안에 평균 낮잠 횟수는 캐나다가 최저 횟

수인 2.8회로 나타났고 멕시코 3.6회, 독일 4.4회로 높게 나

타났다. 평균 낮잠 지속 시간은 최단 독일 33.8분에서부터 

멕시코 36.7분, 최장인 미국은 45.2분으로 조사되었다. 낮잠

의 비율은 캐나다가 최저인 35%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국

가는 미국과 일본이 51%로 나타났다.

3. 졸음 해소와 인지 능력 개선 

깨어있는 시간이 오래 길어질수록 졸음이 증가하면서 작

업 기억과 같은 인지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낮잠은 

그러한 항상성 수면 압력을 최소화하여 인지 능력을 회복

시키고 향상시킨다. 주간 졸림으로 인해서 각성도와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들로는 대표적으로 

커피가 있고 기타 각성제들도 존재한다. 이들과 낮잠을 비

교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낮잠이 단연 월등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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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교대 근무자들에게 카페인을 마시

게 하는 것 보다 미리 낮잠을 재웠더니 수행 능력이나 각성

도가 오래 지속하였다는 보고가 있다(Bonnet 등 1995). 또한 

언어 기억력 과제에서도 카페인보다 낮잠을 잔 집단에서 상

대적으로 나은 결과가 나타났다(Mednick 등 2008). 카페인

과 낮잠을 같이 병용하면 카페인만 단독 투여할 때 보다 가

상 운전 과제 시 사고 발생이 1/3로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다

(Reyner과 Horne 1997). 각성제인 모다피닐과의 비교에서

도 낮잠이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Batejat과 Lagarde 1999).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인지 능력의 향상은 낮잠의 길이와 

인지 과제 측정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Bon-

net 1991 ; Tietzel과 Lack 2001 ; Kubo 등 2007).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잔 이후에는 인지 과제 향상 효과

가 낮잠 직후에 금방 나타나서 3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Brooks과 Lack 2006). 그러나 2시간 정도의 긴 낮잠을 자

고 일어난 직후에는 오히려 과제 수행능력이 감소하는 결

과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증가되어 최고조에 도달한 이후 

다시 점차 저하되면서 24시간 정도까지도 지속되었다

(Lumley 등 1986 ; Achermann 등 1995 ; Jewett 등 1999). 

이렇게 장시간 낮잠 직후에 일시적으로 인지 과제 수행 능

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수면 관성(sleep inertia)의 영향 때문

이다. 수면 관성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과제 수행 능력이

나 지남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일컫는 용어다. 수

면 관성은 낮잠 이후에 30분 정도 주의력이 떨어지고 수행

력이 저하되며 인지 과제의 속도가 줄어드는 상태를 초래

한다(Tassi과 Muzet 2000). 수면 단계에서 각성 단계로 깨

어나는 이행 상태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수면 관성에 해

당하는 뇌파는 각성 뇌파보다는 1단계 수면 뇌파에 더 가까

운 소견을 보인다(Naitoh과 Angus 1989 ; Naitoh 등 1993). 

이러한 수면 관성의 크기는 그때까지의 수면 부채, 일주기 

시간대, 그리고 어떤 수면 단계에서 깨어나게 되느냐에 따

라 영향을 받는다(Tassi과 Muzet 2000). 심부 체온의 변화

로 표현되는 일주기 변동의 밑바닥(nadir) 시점에서 낮잠을 

자게 되면 수면 부채가 최고조에 이르고 낮잠이 길어지고 

수면 단계가 깊어진다. 서파 수면의 활동이 최고조인 시점

에서 깨어나게 되면 결국 수면 관성도 최대 상태가 되기 때

문에 인지 과제 수행 능력 저하가 나타난다. 2시간이 넘는 

낮잠에서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서파 수면은 나중에 야간수

면 시의 서파 수면의 감소를 초래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

리는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Feinberg 등 1992). 차라리 

90분 정도를 자게 되면 비렘-렘수면 순환 주기의 영향으로 

서파 수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렘수면 단계에서 깨어날 수 

있어 수면 관성의 단점을 피해 갈 수도 있다.

4. 기억 강화(Memory consolidation) 증진

이미 많은 문헌을 통하여 야간 수면은 기억 강화를 증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ickgold 2005 ; Diekelmann과 

Born 2010 ; Tononi과 Cirelli 2014). 그러나 아직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수면과 관련된 것인지 기억과 관

련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다. 물론 6분 

정도의 매우 짧은 낮잠이 기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Lahl 등 2008), 아직은 낮

잠과 같이 짧은 수면 형태에서 장시간의 야간 수면에서처럼 

기억 강화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많지는 

않다(Ficca과 Salzarulo 2004). 길이가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일주기 위상의 차이가 기억에 다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Barrett과 Ekstrand 1972 ; Nesca

과 Koulack 1994). 그런데도 낮잠을 이용한 기억 강화 관련 

연구는 야간 수면을 이용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장

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낮잠은 여러 번 가능하기 때

문에 일주기 요인의 영향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야간 수면보다 졸린 정도가 약하므로 결과의 타당성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 야간 수면 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나 

성장 호르몬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낮잠에서는 배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Backhaus과 Junghanns 2006). 마지

막으로 시간은 짧더라도 구조적 측면에서도 야간 수면처럼 비

렘수면-렘수면의 구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Fic-

ca 등 2000). 

장기 기억은 서술 혹은 명시 기억(declarative memory)과 

절차 기억(procedural memory)의 두 갈래로 분류되기 때문

에 각각을 나누어서 기술하고자 한다.

1) 절차 기억

낮잠과 기억 강화와 관련된 연구 초창기에는 주로 절차 

기억 과제들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낮잠의 기억 

강화 효과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시각적 분별 과제(visual 

discrimination task)를 계속 수행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

타나게 되는 분별력 저하 현상이 낮잠을 자면 예방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에서부터 비롯되었다(Mednick 등 2002). 

이 연구에서는 2시에 낮잠을 재운 집단이 각성 상태로 머물

게 한 집단에 비하여 이러한 분별력 저하 현상이 없어진다

는 것을 밝혀냈다. 낮잠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 차이를 보였

는데, 30분 낮잠에서는 분별 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되

는 정도만 나타났지만 60분 낮잠의 경우는 수행 능력이 오

히려 향상되었다. 두 낮잠의 차이가 서파 수면과 렘수면의 

비율 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수면 단계가 기억 강화 

과정에서 각각 다르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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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저자의 후속 연구에서도 서파 수면만 존재한 낮잠에서

는 유지 효과만 있었고 서파 수면과 렘수면이 모두 있었던 

낮잠에서는 증진 효과가 나타났다(Mednick 등 2003). 낮잠

의 분별 능력 향상의 정도가 동일한 저자들이 8시간짜리 밤

잠으로 유사하게 진행한 연구에서의 향상 정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Stickgold 등 2000). 그래서 서파 수면은 수행 능력

을 안정화하고 렘수면은 수행 능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주장하기도 하였다. 거울 모사(mirror-tracing) 

과제나 순차적 반응시간 과제(serial reaction time task) 등

과 같이 다른 방식의 절차 기억 과제를 적용한 연구에서도 

낮잠의 기억 증진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Stickgold 등 

2000 ; Cajochen 등 2004). 

앞서 서파 수면과 렘수면 단계의 역할에 대하여 일부 언

급을 하였는데, N2 수면 단계가 풍부한 낮잠이 절차 기억의 

기억 강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손가락 

대립 동작 과제(finger-to-opposition task)를 적용한 낮잠 

연구에서 N2의 비율과 운동 능력 향상과 상관관계가 있었

다(Korman 등 2007). 마찬가지로 거울 모사 과제의 경우에

도 수행 성능은 주로 N2가 우세한 낮잠 기간 동안 향상되었

다(Backhaus와 Junghanns 2006). 그러나 N2 단계와 운동 

과제 수행 능력 향상과의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존

재한다. 서술 기억 과제와 거울 모사 과제를 같이 적용한 연

구에서는 N2가 절반 가까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 기억 과제의 강화 효과만 나타나기도 하였다(Tucker 

등 2006). 한편으로는 운동 기억 강화의 향상이 수면 방추파

의 밀도 및 운동 기능 관련된 뇌 부위의 활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Nishida와 Walker 2007). 

결론적으로 절차 기억에 있어서 초반에는 렘수면 단계의 중

요성이 대두되었다가 이후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비렘수

면 단계가 기여하는 부분도 이전보다 많이 드러나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다. 

절차 기억은 서술 기억과 해부학적으로 관련 부위가 구

별되는 부분이 존재한다(Scho¨nauer 등 2014). 해마와 관련

된 서술 기억과는 달리, 절차 기억은 양측 운동 피질, 감각 

운동 피질 및 소뇌 등이 관련되어 있다(Debas 등 2010). 과

제 유형에 따라 절차 피질-선조체 회로나 피질-소뇌 회로

를 통해 부호화가 이루어진다(Doyon 등 2003). 흥미롭게도 

이렇게 부호화 당시에 활성을 보였던 부위가 후속 수면 중 

동일하게 재활성화되는 현상이 밝혀졌다(Maquet 등 2000). 

이러한 수면 중 신경 세포 재활성화 현상이 수면 중 절차 기

억의 강화가 일어나는 기전일 것이라는 설명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Debas 등 2010). 

2) 서술 기억 

서술 기억과 관련된 인지 과제에서도 낮잠의 증진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 언어 학습 과제(verbal learning task)를 시

행하고 나서 아침 7시 내지 오후 3시에 2시간의 낮잠을 잔 

집단이 낮잠을 안 잔 집단보다 회상 능력이 월등히 증가하

였다(Schoen과 Badia 1984). 다음으로 이어진 연구는 단어

쌍 연상 과제(word-pair association task)를 적용한 연구로, 

오후 2시에 60분의 낮잠을 재우는 것은 동일하나 렘수면이 

포함되지 않게 조작을 한 후 서파 수면 유무에 따라 두 집단

으로 나누어 비교를 하였다(Schabus 등 2005). 서파 수면이 

포함된 집단이 단어쌍 연상 과제의 수행능력이 우수한 결과

가 나왔고 뇌파 분석을 통하여 세타파와 수행 능력이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소리와 그림을 짝지어 학습시키고 나

중에 알아맞히는 과제를 적용한 연구에서도 서파 수면이 포

함된 낮잠을 잔 집단이 각성상태로 있거나 서파 수면이 없

는 짧은 낮잠을 잔 집단에 비하여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Alger 등 2012). 또한 낮잠 동안 서파 활성이 높을수록 서술 

기억 과제의 회상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 밝혀지기

도 하였다(Baran 등 2016). 

앞에서는 서술적 언어 과제와 서파 수면이 연관성을 보

이는 점을 주로 열거하였지만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

다. 6분 정도의 초단기 낮잠과 30분 정도의 단기 낮잠 실험 

군에서 단어 자유 회상 과제로 실험하였을 때 초단기 낮잠 

군이 다른 군에 비하여 회상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Lahl 등 2008). 이러한 결과로 기억 강화 효과가 수면 단

계와 수면 시간에 상관없이 단지 수면이 시작되었다는 것만

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Ti-

etzel과 Lack 2002). 더 많은 서파 수면이 포함된 낮잠과 함

께 학습 후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야지만 증진 효과가 최대

화된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도 있고(Alger 등 2010), 학습 단

계 중에 더 강하게 부호화된 된 기억이 더 두드러지게 강화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개인별 학습능력의 영향 요인을 강조

한 연구도 있다(Tucker와 Fishbein 2008). 현재로서는 서술 

기억의 강화 효과는 서파 수면과의 관련성이 우세하게 제

안되고 있지만 절차 기억에 비해서 수면 관련 변인과의 연

결고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술 기억 과제를 학습할 때 부호화가 이루어지는 부위는 

해마이며 기억 강화 과정도 해마와 관련이 있다(Rawlins 

1985). 최초 학습 시 부호화 과정에서 활성을 보였던 해마 

신경 세포가 서파 수면 동안에 다시 재활성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Wilson과 McNaughton 1994), 이러한 

재활성화 기전을 통해 신피질로 기억 정보가 보다 단단하

게 저장이 되면서 기억 강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가설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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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력을 얻고 있다. 서파 수면 동안에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

질의 활성 변화도 이러한 기억 강화에 보다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부합된다(Hasselmo 1999 ; Gais와 Born 2004 ; 

Groch 등 2011). 

5. 감정 조절 

수면과 감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수면이 나

빠지면 정서 장애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정신 질환이 악화하

고 그 반대로 정신 질환이 나빠지면 수면도 악화한다(Benca 

등 1992). 그러나 낮잠과 감정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감정 처리와 연관이 깊은 수면 단계인 렘수면이 

낮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Gujar 등 2011 ; Baran 등 2012). 또한 감정이란 것도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과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설

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일부분에 국한하여 진행해

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Palmer과 Alfano 2017). 그

래서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감정의 반응성과 관련된 분야

에 낮잠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가 몰려있는 편이다. 

우선 낮잠은 어린이의 감정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학 전 아동에게 정서적 자극을 제시하

고 반응을 살펴보았더니 낮잠을 자지 않는 어린이 집단에서 

정서적 편향이 치우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Cremone 

등 2017). 또한, 낮잠은 감정 반응도 향상시킨다. 풀기가 어

려운 퍼즐 과제를 제시하였더니 낮잠을 자는 유아들이 더

욱 더 성숙하고 효율적인 자기 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Miller 등 2015). 낮잠을 못 잔 어린이들은 다양

한 정서적 자극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인 반응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Berger 등 2012). 낮잠은 정서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성 시에는 부정적 정서 자극이 반복적으

로 제시되면 나중에 제시된 자극에 대해서는 처음보다는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습관화 현상이 생기기 마련인데, 

중간에 낮잠을 자게 되면 이러한 습관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인 자극의 정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결과가 나타

났다(Pace-Schott 등 2011). 정서적 기억도 수면을 통해서 강

화되는 기전이 관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aran 등 2012). 

6. 면  역 

수면은 면역 체계와도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

면 부족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반대로 감염이 수면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Imeri와 Opp 2009). 일부에서는 시에

스타(siesta)가 말라리아, 기생충, 및 만성 감염병과의 연관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진화적 적

응 과정의 일환으로 시에스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Barone 

2000). 수면은 잠재적으로 글림프 체계(glymphatic system)

를 통해 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Redwine 등 

2004 ; Xie 등 2013). 세포 손상이나 외부 병원체에 대한 면

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염증이 여러 요인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

증으로 수면 곤란이 있는 환자는 면역 반응에 이상 변화가 

초래되어 만성 염증을 갖는 경향이 있다(Simpson과 Dinges 

2007). 반면에 면역 체계도 염증 반응을 매개로 하여 주간 

졸음을 유발한다(Imeri와 Opp 2009). 면역 반응 중에 분비

되는 인터류킨은 내인성 발열 인자로서 체온을 상승시켜 

면역 회복을 준비한다(Olivadoti와 Opp 2008). 그러나 온도

를 높이는 것은 대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기 때

문에 각성 상태나 렘수면 상태보다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

으로 적은 비렘수면 상태가 에너지 대사의 기준으로 본다

면 면역 유도 회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즉 수면은 에너지 

보존 차원에서 이러한 신진대사 및 온도 상승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Imeri와 Opp 2009). 특히 노

인의 경우에 낮잠에 비렘수면이 풍부한 것도 이러한 증가

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데 최적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Baran 등 2016). 

낮잠과 면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면역 혹은 염증 

인자의 발현 양상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한다. 면

역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중구 수치가 수면 박탈 다음 

날에는 증가한 이후에 회복 수면을 여러 날 취해도 박탈 전 

기저 수준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올라가 있는 현상이 나타

나게 되는데, 2시간 야간 수면을 박탈하고 30분 낮잠을 재웠

더니 야간 회복 수면을 단 하루만 취해도 호중구 수치가 기

저 수준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Faraut 등 2011). 면

역과 염증 반응에 분비되는 인터류킨6 (IL-6, Interleukin 6)

의 수치는 수면을 제한한 이후에 감소했지만, 피험자가 낮잠

을 자도록 허용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Faraut 등 

2015). 아마도 낮잠은 야간 수면이 하는 것 이상으로 면역 회

복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Faraut 등 2017).

7. 통  증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야간 수면과 통증 사이에도 상호관

계가 깊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통증을 잘 참지 못하고 예민해지게 되고, 반

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심하면 수면 또한 불량해

진다(Smith와 Haythornthwaite 2004 ; Edwards 등 2008 ; 

Auvinen 등 2010 ; Artner 등 2013). 6시간 미만의 야간 수

면을 보인 집단에서 다음 날 통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

다(Edwards 등 2008). 수면 효율 감소와 요통 증세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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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도 밝혀졌다(O’Donoghue 등 2009 ; Alsaadi 등 2014). 정

상인을 대상으로 한 수면 제한 연구에서도 대부분 통증의 강

도가 증가하거나 역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Roehrs 

등 2012). 아마도 그 기전으로는 수면의 변화가 각성 수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면서 통증의 생리학적인 전달 경로인 

상향 전달 회로나 하향 억제 회로 간의 균형 잡힌 조절에 문

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Tiede 등 2010). 

야간 수면에 비하여 낮잠은 통증과의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 최근에는 야간 수면을 2시간 정도 박탈하여 통증 내성

이 감소한 피험자들에게 서파 수면이 절반 이상 포함된 30

분 정도의 낮잠을 재웠더니 통증 인내력이 수면 박탈 전 기

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Faraut 

등 2015). 야간 근무가 작은 교대 근무자인 요양원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낮잠을 잔 집단이 팔다리에 통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kahashi 등 2009). 이러한 통증과 

수면의 상호 기전으로는 앞서 언급한 각성 수준 이외에도 

서파 수면이나 렘수면 등의 요인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아직

은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Roehrs 등 2006 ; Faraut 등 2015).

8. 야간 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면증의 치료에 있어서 낮잠을 자

지 말라는 수면 위생을 강조한다. 낮잠은 이후에 나타나는 

밤잠의 질을 저하하기 때문이다(Hays 등 1996; Stepanski와 

Wyatt 2003). 낮잠이 항상성 수면 욕구를 감소시켜서 야간 

수면의 효율을 떨어뜨려 다음날 피곤함이 초래되어 낮잠을 

또 자게 되는 식으로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개념화된 

구조가 존재한다. 여러 연구가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Monk 등 2001 ; Yoon 등 2003 ; Camp-

bell 등 2005). 

그러나 낮잠이 야간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다.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는 데는 논란이 있

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고려할 점이 있다고 보아 그 일

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58세 이상 1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낮잠 변인과 야간 수면 곤란 변인 간에는 아

무 연관성이 없지만, 낮잠과 연령과의 상관성은 나타난다고 

하였다(Metz와 Bunnell 1990). 876명의 설문 조사 연구에

서도 낮잠은 흔하게 나타났지만, 수면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Mallon과 Hetta 1997). 1506명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전화 조사에서도 낮잠은 졸림, 우울, 야뇨 등과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수면 곤란과는 연관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Foley 등 2007). 한편 노인에서는 낮잠이 오

히려  다음날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Campbell 등 2005). 수행 능력 향상과 연관된 변수를 조사

해보니 전날의 밤잠에서 얻어진 수치는 연관이 없었고 전

날의 낮잠에서 얻어진 수치와 연관된 소견을 보였다고 한

다. 아마도 수면과 관련된 문제도 이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9.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

수면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비만, 고혈압 및 당뇨병 위험

이 커지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Ferrie 등 2007 ; 

Cappuccio 등 2010 ; Cappuccio 등 2011 ; Faraut 등 2012). 

낮잠과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초창기 연구에서

는 비교적 적은 숫자인 100명 미만의 관상동맥 질환 남성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오후 30분 정도 낮잠

이 급성 관상 동맥 심장 질환 발생률을 30%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Trichopoulos 등 1987). 이후에 2만 명 이

상의 대규모 전향적 추적 집단 연구에서도 낮잠이 건강한 

직장 남성의 관상 동맥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

나 심혈관계 위험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

되었다(Naska 등 2007). 그러나 15만 명 이상을 11년 이상 

추적한 비교적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1시간 미만의 

낮잠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없는 반면, 1시간 이상의 긴 

낮잠은 더 높은 심혈관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낮잠의 길이와 심혈관 질환 사이에 유의한 J모양곡선의 용

량-반응 관계가 관찰되어 낮잠의 심혈관 위험에 대한 보호 

효과는 하루 30분 미만의 낮잠 시간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mada 등 2015). 아마도 30분 이하의 낮잠 동안 

교감신경계가 덜 흥분하게 되고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및 

심박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낮잠의 보호 효과 기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Zaregarizi 등 2007 ; Faraut 등 2015).

앞서 젊은 성인에게서 짧은 낮잠이 심혈관 질환에 보호 효

과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반복적이고 다소 긴 낮잠이 

노인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습관적인 

낮잠이 노인에서는 사망률과 질병 이환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에서는 낮잠을 자주 자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망률이 35% 높았다는 연

구도 있다(Hays 등 1996). 예루살렘의 70세 이상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배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Bursz-

tyn 등 1999). 참가자의 평균 연령이 57세였던 다른 연구에

서는 낮잠의 빈도가 올라가면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게 

관찰되었다(Campos과 Siles 2000). 매주 대여섯 번 넘게 45

분 정도의 낮잠을 자는 집단에서 매주 한 번만 자는 집단에 

비해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15만 이상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에서 60분 이상의 긴 낮잠은 심혈관 위험 증가 및 기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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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amada 등 

2015). 한편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13만 명 대상의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낮잠, 특히 1 시간 이상 동안 낮잠

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의하게 연관되었지만 심

혈관 질환 또는 암 사망률과는 관련이 없었다(Zhong 등 

2015).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기존에 있었던 수면 

무호흡과 주간 졸림증이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Newman 등 2000). 연구에 포함

되지는 않았지만 위 요인들은 수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하다. 만약 그렇다면 주간 낮잠

은 질병의 지표일 뿐이며 낮잠과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률의 연관성은 반대로 설명될 수도 있다. 

결      론

낮잠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연령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흔하게 

나타나게 된다. 산업화 이후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야

간 활동도 많아지면서 수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낮잠 또

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낮잠에 대한 수면의학적 연구가 늘

어나면서 낮잠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줄어들

고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선 낮잠

은 피로와 졸림을 해소하고 각성 수준을 높여서 인지 능력

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학습된 기억 내용이 더 오래 지

속될 수 있게 하는 기억 강화 과정에도 주간의 짧은 수면이 

야간 수면 못지않은 결과를 보인다. 아울러 감정 조절에도 

기여한다는 근거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면역이나 통증

과 연결된 분야에까지 낮잠의 역할은 확장되고 있다. 그러

나 낮잠이 많아지면 야간 수면을 방해하여 전체적인 수면 

균형이 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노년기의 습관성 낮잠은 심

혈관 질환의 위험과 연결되어 사망률을 높인다는 우려도 존

재한다. 위와 같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낮잠의 다양한 모습

과 가치들이 베일을 벗고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은 밤잠에 비해 낮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

태다. 그래도 밤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 활용의 가치

와 편리성이 앞서기 때문에 앞으로 낮잠에 대한 연구는 더

욱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임상과 실생활에 

활용하기까지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에 보다 많

은 연구를 통하여 위 분야들과의 접점을 더 많이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 단어：낮잠·면역·수면·인지·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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