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안와 고생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한 후 다음날의 재충전을 위해서 자야만 한다. 자는 동
안 인체는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돈 내지는 휴식을 갖게 된다. 실제
로 잠은 생체 대사기능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고, 활동할 때 누적된 피로를 제거해 주
며, 신경세포의 재합성을 도와준다.
고문 중 가장 괴로운 것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란다.
수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자가 “고문 중 수면박탈이 가장 참기 어려웠다.” 고
한말이 지금도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장시간 잠을 자지 못하면 죽
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면 우선 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잠은 렘(REM)수면과 논렘(NON-REM)수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렘(REM)이란 Rapid Eye Movement(금속 안구 운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
다. 즉 자는 사람의 눈동자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논렘의 의
미는 눈동자가 안 움직인 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보통의 수면은 논렘 수면의 상태에서 잠이 들어서 차츰 잠이 깊어지다가 약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잠이 얕아지면서 첫 번째 렘수면이 온다. 이를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와 같은 뇌세포의 활동을 보여주며,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
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심박동수가 빨라진다. 혈압이 약간 상승되고 남성들은 발기가
되며 중얼거리듯 한다. 이때 대부분 꿈을 꾸게 된다. 첫 번째 렘수면이 5∼20분 지속
되다가 다시 논렘 수면이 되고, 다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두 번째 렘수면이 온
다. 이러한 형태로 렘수면을 하룻밤에 4∼5회 반복하면서 잠을 자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밤새도록 꿈을 꾸었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 꿈을 꾼 시간은 전 수면
시간의 4분의1뿐이 되지 않는다. 렘수면일 때 깨우면 약 80%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보통은 그냥 자기 때문에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 깰 때 렘수면상
태에 있었으면 꿈을 꾸고 있었다고 기억할 것이고 논렘 상태였으면 꿈을 꾸지 않았다
고 인식하게 된다.
남성들의 경우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력이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엄밀하게 정력과는 무관하다. 깰 때 렘수면 상태였으면 발
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아무리 변강쇠라도 논렘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면 텐트는 쳐져
있지 않다.
꿈에 대한 오해 중‘단잠을 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사실은 단
잠과 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단지 단잠을 잔 사람이 꿈을 꾼 사실을 더 잘 잊어버
릴 뿐이다.
일반적으로 논렘 수면은 머리를 쉬게 하는 잠이고, 렘수면은 몸을 쉬게 한다고 알려
져 있다. 내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하루에 8시간을 자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
다고 얘기한다. 그 전날 어떤 일로 8시간을 자지 못하면 낮에라도 그 잠을 보충해야

만 된다. 무론 습관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꼭 8시간을 자야만 한다는 생각은 그야말
로 고정관념이다. 각자의 몸에 맞게 잠을 자 피로를 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이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성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많이 자야 되는 장기수면파
도 있고, 노인들처럼 조금만 자도 편안해지는 단기수면파도 있으므로 각자의 몸 컨디
션에 따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잠이야말로 양보다 질이다. 숙면을 취하고 렘수면 시에 깨어난다면 하루
5시간 정도로도 충분하다. 단 수면시간은 짧아도 가급적 같은 시각에 잠자고 일어나
서 생체리듬과 수면리듬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잠이 필요해 자리에 누웠는데 점점 정신이 말똥말똥해 지는 불면증은 사람에
게 피를 말리는 고통을 주는 병중에 하나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약 17%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불면증 환자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며칠 되지 않아 불안해 지고 정신기능에 혼란이 온
다. 또 집중력이 산만해 지고 안절부절못하게 되며 무기력해 진다. 그리고 물체의 크
기 형태 색깔 움직임 등에 혼동이 와 착각이나 환각이 생기기도 한다.
대한의학협회지 최근호에 소개된 수면환경요법이 불면증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으로 보여 인용해 본다.
첫째, 가능한 한 필요한 시간만 수면을 취한다.
자신에게 적당한 수면 량을 알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한 수면시간이
란 아침에 스스로 깬 후2~3분 안에 상쾌한 기분을 가지며 낮 생활 동안 졸리지 않고
집중력과 기억력에 곤란이 없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규칙적인 생활은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식
사시간 중에서 기상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안락한 수면환경을 만든다.
잠자는 방의 온도, 습도, 소음의 정도, 침구의 편안한 정도 등을 점검한다.
넷째, 적당한 수면 량과 자극량을 유지한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낮 동안 받게 되는 자극의 양도 평상시대로 유지하
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잠자기 전에 적당량의 우유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
여섯째, 잠자기 전에 술과 담배를 삼간다.
일곱째, 오후에는 커피 등 각성음료를 피한다. 특히 오후4시 이후에는 소량이라도
마시지 않는다.
여덟째, 불규칙한 낮잠을 피한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불규칙한 낮잠은 밤의 수면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홉째, 아무 때나 드러눕는 습관을 버린다.
열 번째, 낮에 있었던 복잡한 일이나 감정상태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가능한 한 잠자리에 들 기전 낮에 있었던 일을 다 잊거나 씻어 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태도가 좋다.
이상과 같은 요법을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약
물요법인데 어떤 약물이라도 내성, 의존성, 금단증상을 나타내므로 약물의 선택과 투
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약을 이용하여 잠을 재우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증상도 육체적인
기능의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환자의 몸과 마음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조화를 꾀하
는데 주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