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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면은 감각능력이 억제되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감소되

며, 주변 환경과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상태가 자연

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다.1 현대

의학에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

면의 질이 나빠질 경우에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각종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하루의 1/4에서 1/3을 잠으로 보내는데, 인류의 역

사 초기부터 수면에 대한 인식이 있어왔다. 현대의학의 원류

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시대에도 ‘잠’이라는 현상에 대한 관

찰이 있었으며, 이것은 신이 주관하는 현상으로 해석되어 그

리스 신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원저에서 

우리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타난 다양한 수면의 모습에 대

해 알아보면서,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수면 관련 용어의 어

원을 알아보고 수천 년 전과 현재의 수면에 대한 인식을 비

교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방        법

그리스 신화 속 수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Google

에서 영문으로 ‘Greek mythology’, ‘Sleep’, ‘God of sleep’, 

‘Greece’, 그리고 ‘myth’라는 키워드를 자료 검색에 사용하

였다. 한글로도 ‘그리스 신화’, ‘수면’, ‘수면의 신’, 그리고 ‘신

화’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문헌에 대하여 검색하였다. 

이 검색 결과를 통해 나온 신화 속 신, 인물, 그리고 일화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검색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신화 속 수면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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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수면에 관여하는 신들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은 모두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있

으며, 그 성격이나 생활도 인간과 흡사하다. 그리하여 보통 

신들에게도 부부나 자식과 같은 일반적인 가족 관계가 설정

되어 있으며, 비슷한 성향의 신들끼리 가족으로 엮기도 하

며, 혹은 주요 신의 가족들은 주요 신들의 권능과 관련된 역

할을 나눠 갖고 있다는 방식으로 신화를 풀어나간다.

히프노스(Hypnos, 그리스어: Ὕπνος)
히프노스는 현대에 사용되는 수면제(hypnotics)와 최면

(hypnosis)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 속에서 수면을 담당하는 잠의 신이다.2 밤의 여신인 닉

스(Nyx, Νύξ)와 어둠의 신인 에레보스(Erebus, Ἔρεβος) 사
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죽음의 신(Thanatos, Θάνατος)과 
쌍둥이 형제로 미술 작품 속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

다(Fig. 1).3,4 신화 속에서 히프노스가 사는 곳은 명계 근처이

다. 죽은 사람들의 땅인 명계에는 다섯 개의 강이 흐르고 있

는데, 그중에 ‘망각의 강’이라고 불리우는 레테(Lethe, Λήθη) 
옆에 히프노스가 사는 동굴이 있다. 망각의 강 옆에 잠의 신

의 거처가 있다는 것도 수면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잠을 자고 나면 그 이전의 일이나 수면 중의 일들에 대해 잊

게 되는 것을 보며 만든 이야기일 수 있겠다. 이 수면의 신의 

거처 주위는 양귀비 씨앗(poppy seed)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항상 잠들어 있는 히프노스를 위해 거의 빛이 들지 않고 매

우 조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4 다른 신들도 히프노스의 

거처를 방문하면 그의 권능 탓에 잠이 쏟아진다고 한다. 헤

라 여신의 전령인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Iris, Ἶρις)가 히프

노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방문했을 때도 거처의 입구에서

부터 잠이 쏟아져, 헤라 여신의 전언만 전달하고 빨리 떠났

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히프노스는 거처에서 잠을 자며, 인

간들에게 꿈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의 자손들인 꿈의 신들에게 일을 맡긴다. 이러한 히

프노스의 신화적 기원은, 사람들이 보통 어두운 밤 시간에 

수면 상태에 빠지며, 잠든 상태의 신체가 평소보다 체온이 

낮고 움직임도 없으며, 호흡도 느려지는 것을 보며 죽음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히프노스의 

로마식 이름은 ‘솜누스(Somnus)’로, 현대에 사용되는 수많

은 수면 관련 단어에 나타나 있다(예: insomnia, parasom-

nia, somnolence, polysomnography, etc.).5

히프노스의 가족들

히프노스의 가족들 역시 모두 잠과 관련된 권능을 지니고 

있다. 히프노스의 부인은 ‘카리테스(Carites)’라고 불리는 우

미(優美, grace)의 세 여신 중 한 명인 ‘파시테아(Pasithea, Π

ασιθέα)’이다. 파시테아는 명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수

면 전에 조용한 환경에서 명상을 취하기 좋다는 은유일 수

도 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수면무호흡증 모니터링 및 

치료 시스템의 약자를 PASITHEA라고 붙인 바 있다.6 히프

노스와 파시테아는 천 명에 이르는 자식들을 낳았다고 하며, 

그들은 ‘오네이로이(Oneiroi, Ὀνείρων)’라고 불리었다. 이들

은 모두 꿈의 신으로 꿈속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의인화한 신들이다. 천 명에 이르는 오네이로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 명의 신이 있는데 ‘모르페우스(Morpheus, μορφή)’, 
‘포베토르(Phobetor, Φοβητωρ)’, ‘판타소스(Phantasos, Φαντ

ασος)’이다. 이 중에서 모르페우스는 주로 꿈에서 사람의 모

습으로 나타나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든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꿈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맡았다.7 변형을 뜻하는 ‘morphosis’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유명 영화인 매트릭스(Matrix)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모피어스’는 모르페우스의 영어식 발

음이다. 포베토르는 이켈로스(Icelos)라고도 하며, 짐승이나 

괴물의 형상을 취할 수 있어 악몽의 신으로도 불리며 “놀라

게 만드는 자(frightener)”이다. 포베토르는 공포를 뜻하는 

단어인 ‘phobia’의 어원과 연관되어 있다. 끝으로 판타소스

는 바위나 나무 등의 온갖 사물로 변신할 수 있어서 ‘환상의 

신(God of fantasy)’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다.7 

신화 속에 나타나는 수면
그리스 신화 속에서 잠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등장하며, 이야기마다 잠의 의미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 
Figure 1. Hypnos and Thanatos, Sleep and his half-brother Death, 
John William Waterhouse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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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크

게 세 가지의 분류에 따라 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신의 메시지로서의 수면과 꿈 이야기

수면 중에 나타나는 꿈은 영적인 존재가 전달하는 메시지

가 담겼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신의 

지시를 전달하는 매개로서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서 가장 자세히 묘사되는 것으로 ‘케익스(Ceyx, Κήϋξ)’와 
‘알키오네(Alcyone, Ἀλκυόνη)’ 이야기가 있다.8 트라키아

(Trachis, Τραχίς)의 왕이었던 케익스는 선정을 베풀던 훌륭

한 군주로, 왕비인 알키오네와 금슬도 좋은 부부 사이로 행

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나라 안에 여

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 그 원인을 알기 위해[전승에 따라서

는 두 부부가 서로를 제우스(Zeus, Ζεύς)와 헤라(Hera, Ἥρ

ᾱ)로 불러서 신의 노여움을 샀다는 설도 있다] 아폴론(Apol-

lo, Ἀπόλλων)의 신탁을 받으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가 

태풍에 침몰하여 익사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알키오네 왕비는 매일같이 헤라 여신에게 남편의 무

사 귀환을 기원하였고, 죽은 자를 위한 끝없는 기도를 견디

지 못한 헤라 여신이 꿈을 통해 남편의 죽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헤라는 히프노스에게 부탁하여 케익스의 죽

음을 알키오네에게 알려주라고 하였고, 히프노스는 모르페

우스를 보내어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한다. 모르페우스는 변신

에 능한 신답게, 물에 빠져 죽은 케익스의 모습으로 알키오

네의 꿈속에 나타나 자신은 익사하였으며 자신의 시체가 곧 

테살리아(Thessaly, Θεσσαλία)의 앞바다로 실려올 테니 장

례를 지내달라고 부탁하였다(Fig. 2A). 결국 남편의 시체를 

발견한 알키오네는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고(Fig. 2B), 

두 부부는 모두 물총새(halcyon)로 변했다고 한다.

아름다움의 비밀

‘신의 잠’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비법인 것처럼 

표현된 이야기들도 있다. ‘에로스(Eros, Ἔρως)’와 ‘프시케

(Psyche, Ψυχή)’의 사랑 이야기에서, 에로스의 어머니인 아

프로디테는 에로스가 사랑하는 프시케에게 여러 가지 시련

을 내리는데, 그중의 하나가 명계의 여주인인 ‘페르세포네

(Persephone, Περσεφόνη)’를 만나서 그녀의 화장품을 빌려

오라는 것이었다. 에로스의 도움으로 명계까지 무사히 가서 

화장품이 담긴 황금 상자를 받아온 프시케는 호기심을 못 

이기고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신의 잠’이 들어있었

고, 인간의 몸으로 신의 잠을 취하자 죽은 것처럼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결국은 에로스의 도움으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화는 깊은 잠이 아름다움

의 비법이라는 비유일 수도 있고, 신의 영역을 함부로 들여

다보면 큰 재앙을 얻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아름다움과 잠에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로 ‘엔디미온

(Endymion, Ἐνδυμίων)’에 대한 것이 있다.9 엔디미온은 고

대 그리스 ‘에올리안(Aeolian islands, Αιολίδες Νήσοι)’ 지역

의 양치기로 그 미모가 유명했는데, 어느 날 그를 보고 사랑

에 빠진 달의 여신 ‘셀레네(Selene, Σελήνη)’가 ‘그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영원한 채로 내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게 되

었고, 그녀의 부탁을 들은 제우스가 그를 영원한 잠에 빠지

게 만들었다고 한다(Fig. 3). 그리고 셀레네는 잠든 엔디미온

과의 사이에서 50명의 딸을 낳았는데, 이는 그리스 달력에서

의 50개의 달(Lunar months)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총 4년

이 된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4년의 기간을 올림픽이 열리

Figure 2. (A) Alcyone & Ceyx/Morpheus, Virgil Solis (650–749). (B) Ceyx and Alcyone, Richard Wilson (1768).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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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기로 보기도 한다.10 이 이야기는 신이 내린 영원한 잠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영구히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한편으로는 신의 사랑 혹은 욕망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잠에 빠진 채’로만 유지되는 비극으로도 볼 수 있겠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상실

수면 중의 인간은 무방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면 중

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는 잠에 빠진 

인간(혹은 인간과 비슷한 존재들)의 무력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리아드네(Ariadne, Ἀριάδνη)’는 테세우스(Theseus, Θη

σεύς)와 미노타우르스(Minotaurus, Μῑνώταυρος) 이야기 속

의 여주인공으로, 그녀가 사랑하게 된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

스에게 실타래를 주어 그가 미궁을 빠져나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테세우스와 함께 아테네로 떠나 그의 왕비가 

되기로 했는데, 항해 도중 들린 낙소스(Naxos, Ναξοσ) 섬에

서 그녀가 잠든 사이에, 그녀를 제외한 모든 이가 출항하여 

혼자 남겨지게 되었다(Fig. 4).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

받은 것이 되었고, 이는 잠에 의한 망각과 상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잠으로 인해 목숨과 신체 일부를 잃게 되는 이야기들도 

있다. ‘아르고스(Argos, Ἄργος)’라는 백 개의 눈을 가진 괴물

은 헤라 여신의 명령으로, 제우스의 연인인 이오(Io, Ἰώ)가 
변신한 암소를 감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아르고스는 연인

을 구해주고 싶었던 제우스가 파견한 헤르메스(Hermes, Ἑρ

μῆς)의 리라(lyre, λύρα) 소리에 잠들었고, 그 틈에 목이 베이

고 그의 눈은 모두 뽑혀 헤라 여신의 새인 공작의 깃털에 박

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적절한 음악이 수면 유도에 도움

이 된다는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와 함께 볼 때 더욱 흥미롭

다.11,12 또 다른 상실의 이야기로는 ‘폴리페모스(Polyphemus, 

Πολύφημος)’ 이야기가 있다. 폴리페모스는 그리스 신화 속

의 유명한 영웅인 오디세우스(Odysseus, Ὀδυσσεύς)의 모험

기 속에 나오는 외눈박이 괴물인데, 자신의 섬에 상륙한 오

디세우스 일행을 잡아 가두고 매일 한두 명씩 잡아먹었다. 

이에 오디세우스는 괴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

하여, 폴리페모스에게 포도주를 잔뜩 먹여 잠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의 눈을 도려내고 양 떼 사이에 숨어 탈

출하게 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술에 취해 잠드는 폴리페모

스의 모습은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술에 의한 수면의 변화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매우 잘 설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술을 마실 경우, 정상 수면보다 수면 시작 지연 시간(sleep 

latency)이 감소하고, 전반기 첫 수면이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13 폴리페모스가 잠에 빠져 눈을 도려낼 때까지 깨어

나지 못한 것이 술에 의해 유도된 수면의 묘사이다. 이와 같

Figure 3. Selene and Endymion, Sebastiano Ricci (1713).

Figure 4. Ariadne, John William Waterhouse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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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야기들은 수면 중 일어나는 외부 자극에의 반응성 저

하를 보여주며, 이로 인해 수면 중에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찰

그리스 신화 속 수면의 신들과, 수면에 관련된 신화들을 

살펴보았다. 고대의 사람들도 수면의 특징에 대해 깊은 고찰

을 하였으며, 수면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하여 각각의 증상과 현상에 대응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며, 수면 상태에서 보이는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 저하와 꿈의 존재, 기억과 회복, 그리고 아름다움(항상

성)에 이르기까지 수면의 개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

대의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은 이러한 신화에서 만

들어진 경우가 많으며, 그리스 신화의 전능한 신들마저도 수

면이 필요하고 또한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로 

그려졌다. 이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수면이 인간에게 미치는 

중요한 의의로 해석할 수 있다.

수십 세기를 이어온 그리스 신화에서 보여주는 수면의 모

습은 인류의 관찰과 경험이며, 인간의 믿음과 바람이 투영된 

것이다. 동시에, 그 믿음과 바람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검증

해야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의 내

용으로써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비의료

인도 수면 의학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또한 수면 의학의 저

변이 확대되는 것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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