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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수면 장애 중 하

나로서(Ohayon 2002 ; Morin과 Jarrin 2013), 불면증 자체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Sivertsen 등 2009 ; Sasai 등 2010). 

불면증은 지속적으로 유병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수면제 사용의 증가, 수면제 대한 관심 증가, 수면 관련 

기술과 산업의 폭발적 성장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주목을 받

고 있다(Cho 등 2009 ; Pollack 등 2009 ; Calem 등 2012 ; 

Wickwire 등 2016). 불면증은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 주간 빛 

노출의 부족, 야간 빛 공해 등 현대사회의 생활 패턴과 습관

으로 인해서 더욱 흔해지고 악화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Cho 등 2016 ; Cho과 Lee 2019). 불면증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로 대표되는 비약물치료와 수

면진정제 사용 등과 같은 약물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Morin 

등 2006 ; Morin과 Benca 2012). 많은 연구 결과에서 불면

증 인지행동치료가 불면증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

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으나, 비용이나 시공간의 물리적 제

약 등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면증 환자들에게 충분히 제

공되지 않고 있다(Morin 2004 ; Geiger-Brown 등 2015). 때

문에, 수면진정제 중심의 약물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

게 되며, 약물 오남용, 약물 의존 등의 부차적인 문제와 불면

증의 만성화로 이어지게 된다(Cho 등 2020). 불면증의 지속

적 증가,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한 적절한 치료의 부재 등은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반

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Nam 등 2019).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료 영역에서도 디지

털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

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크게 진단과 치료의 영역으로 나뉘어 

다양한 시도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단적 측면에서는 

AI 기반의 첨단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판독하거나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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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접근과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ing)을 중심으

로 한 새로운 차원의 일상생활 기반의 평가하는 접근을 생

각해볼 수 있다(Cho 등 2019). 치료적 측면에서는 인공 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으로 다양한 변인의 통

합적 분석을 통한 가장 적합한 치료의 제시, 첨단 기술을 활

용한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나 미주

신경자극 등을 활용한 일종의 전자약(Castelo-Branco과 

Fregni 2020 ; Yap 등 2020),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근거 기반의 치료적 도구를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여 치료

적 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등이 있다(Cho과 Lee 2019 ; Cho 등 2020).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개발의 신속성, 보급의 용이성, 사

용의 편리성 등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재현성 있는 검증을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 의학 측면에서 기술 적용의 의학적 

활용성은 엄격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Kim 2020). 

불면증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디지털 헬스

케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효과적인 표준 

치료인 인지행동치료가 실제 임상에서 여러 제약들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면증 디지털 치

료제는 새로운 치료적 대안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할 수 있

다. 본론에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 적용과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론

1. 디지털 치료제란 무엇인가?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의 예방, 치료, 예후 관리 등을 목적

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형태로서, 사용자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소프트웨어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각 

개인의 인지, 감정, 행동, 습관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변

화를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 치료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verdlov 등 2018).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는 

일상 생활에서 개인의 변화를 통해 질병 상태를 회복하거나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

신과적 질환 뿐만 아니라 내분비대사질환, 신경과적 질환, 

심혈관계 질환, 혈액종양 질환, 그리고 수술 후 예후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의 범주에 그 역할을 할 수 있

으며, 실제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ho과 Lee 2019 ; Recchia 등 2020). 

디지털 치료제는 약물이나 기기와 같이 제조 과정을 통

해 만들어지는 유형의 것이 아니고,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VR 헤드셋 등과 같은 플랫폼에 설치하여 사용하게끔 하는 

소프트웨어 형태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제조와 관련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효과가 검증이 되면 매우 쉽

게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약물 투약과 달

리 비침습적인 치료 접근이기 때문에 약물보다 부작용이 상

대적으로 적고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다(Lougheed 2019 ; 

Dang 등 2020).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디지

털 치료제의 사용성 등에 따라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순

응도가 효과 여부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순응도를 향상하고 유지하는 것이 치료제 성공의 중요

한 열쇠이다(Ranta 2019).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

드시 사용성과 임상 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Gra-

ham 등 2019). 일반적으로 근거 제시라 함은 잘 짜여진 ran-

domized-controlled trial 연구 디자인에 맞추어 임상 연구

를 수행하고 디지털 치료제의 사용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

를 도출하여, 이를 peer-reviewed journal에 게재하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의 범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나 디지털 의학보다 훨씬 엄격하고 확고한 근거를 요구한

다 할 수 있다(Budney 등 2020). 의학적 치료는 사람을 대

상으로 행해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디

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치료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치

료제의 기술적 특성, 적용과 보급의 용이성, 상대적으로 낮

은 부작용 위험 등의 이유 때문에 자칫 전통적인 의학적 검

증과 근거 확립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추가로, 의료제

도 안에 편입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FDA)와 같은 

기관의 검증과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Patel과 Butte 

2020).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의료보험 수가를 확보하거나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Ferguson 

등 2018). 

2.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의 특성

불면증의 표준 치료인 인지행동치료는 체계화된 매뉴얼

을 기반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특성 때문에, 과거부터 컴퓨

터 기반의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적용이 이루어졌고 근래에

는 인터넷 기반의 인지행동치료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치료

적 효과는 준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Helgadóttir 등 2009 ; 

Voinescu 등 2013 ; Andersson 2014). 그렇기 때문에, 거슬

러 올라가면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시도의 역사는 꽤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는 디지털 치료

제의 형태를 통해 기존의 특성에 장점을 더하게 된다. 가장 

큰 장점은 환자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환자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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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불면증 치료에 대한 접

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또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때문에 실제 치료실에 방문하기 어려

웠던 경우에도 디지털 치료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의 구성은 일반 불면증 인지행동치

료 매뉴얼을 근간으로 생각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Lee 

2020). 불면증을 유발하고 만성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과 교육, 수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지 왜곡에 대한 교정, 수

면 위생 교육, 긴장 이완 훈련, 자극 조절 및 수면 제한 요법, 

일주기 리듬 조절,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 같은 기분 상태

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모두 포함된다(Kuhn 등 2016). 일반

적인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다만, 인지행동치료의 특성 상 매뉴

얼과 같은 체계적 치료 구성과 종국적으로 환자가 훈련하고 

체득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돕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디지털 치료제의 특성은 이에 상당히 부합하고 그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표준 치료법인 인지행동치료가 근간이 되어, 디지털 적용

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불면증은 디지털 치료제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적합

한 질환군이라 할 수 있다(Soh 등 2020). 더욱이, 불면증 유

병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적인 

표준 치료보다는 수면제와 같은 약물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접근성, 사용성, 경제성 측면에서 불면증 디

지털 치료제는 향후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인지행동치료의 

다양한 기법들은 진료실이나 상담실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

요한데 지금까지는 워크북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진행해 

왔다면 디지털 치료제는 개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앱

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적

인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디지털 치료제는 충분히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3.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의 현황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의 연구와 개발은 주로 미국과 유

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기업 중심으

로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

상연구를 통한 효과 검증과, 더 나아가서 FDA 승인을 받은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불면증 디

지털 치료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 대표적 사례는 Big 

Health 사의 Sleepio이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 개

발이 진행되었다. Sleepio는 상당한 임상 연구 결과를 축적

하면서, 의학적 근거 확보가 필수이자 핵심인 디지털 치료

제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Elison 등 2017 ; 

Cheng 등 2019 ; Espie 등 2019 ; Felder 등 2020). iOS와 

Android App의 형태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도 사용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 

및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임상 적용에 있어서

도 의사나 환자에게 디지털 치료제를 판매하기 보다는 보건

의료체제나 직장건강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보급 전략을 

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임상 연구 결과들이 확보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FDA 승인을 받는 등의 시도

보다는 공공 보건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는 미국 Pear Therapeutics사의 

SOMRYST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다. 

SOMRYST는 iOS와 Android App의 형태로 개인의 모바

일 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 

연구를 통해 불면증상 개선 뿐 아니라 우울증상 개선 등의 

2차 지표 개선을 보고 하였다(Ritterband 등 2017 ; Morin 

2020 ; Vedaa 등 2020). 특히,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불

면증 디지털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판

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Therapeutics 2020). 앞

서 소개한 Sleepio와는 달리 SOMRYST는 의사나 환자에

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Pear Therapeutics 사는 디지털 치료제의 선두 주자로

서 불면증 뿐만 아니라 중독, 조현병, 기분장애 등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상당수 도출하였다(Lézard 2020). 

그 외에 BetterNight이나 Mindware Consulting 등이 선

보인 디지털 치료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불면증 치료 목

적이라고 개발하여 소개하는 소프트웨어는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의학적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임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

분별한 개발과 근거가 빈약한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

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Table 1에서는 몇 개의 중요한 불

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 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으나, 상대

적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 개발은 최근이 되어서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몇 개의 국내 

기업이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

며, 이 중 일부는 임상 연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

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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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의 방향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는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치료제 

중 치료법의 적용이나 보급,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의 필요

성, 실제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디지털 

치료제 연구 개발의 초창기인 지금 현재 가장 기대할 수 있

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앞서 소개하였듯이, 차근차근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

이 되고 학술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불면증 디지

털 치료제는 멀지 않은 미래에 불면증 치료를 위한 의미 있

는 치료적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

다. 하지만, 향후 연구 개발과 임상 적용의 측면에서 몇 가

지 고민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 

첫번째, 불면증 치료를 위해 보다 획기적이고 연속성 있

는 디지털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디지털 치료제는 인지행동치료를 소프트웨어 앱으로 구현

한 정도에 그쳐 있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는 워낙 그 효과

가 검증이 되었고, 표준치료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앱으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

때, 순응도와 사용성을 고려한 앱 user experience & user 

interface (UX/UI) 개발이 디지털 치료제 구성의 중요한 한 

축이다(Ranta 2019). 약물 개발에 있어서 약물 전달 기술이 

매우 중요한 측면인만큼, 치료적 기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UX/UI 디지털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rten Uyumaz 등 2021). 아무리 좋은 내용과 치료 기법을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다면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반감하게 되고 순응도가 떨

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치료제에서 일정한 순응도를 안정

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효과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개발에서 UX/UI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다양한 Internet of Things (IoT) 기

술의 통합적 적용이 필요하다(Perez-Pozuelo 등 2020). 웨

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수면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발전이 있었지만 단순히 수면 상태를 정확하

게 측정하는 것만으로 그 효용성과 가치에 의문이 많았다

(Lee 등 2017). 진단적 기술의 고도화는 반드시 치료적 적

용과 이어져야 한다. 이런 컨셉으로 다양한 IoT 기술의 통

합적 적용이 필요하다(Watson 등 2019). 특히, 불면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야간의 수면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일주

기 리듬을 조절하여 수면-각성 주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인 

만큼 IoT 기술을 적용하고 주간의 활동과 햇빛 노출 등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Cho과 Lee 2021).

두번째, 의료 제도 특성에 기반한 임상 적용과 보급의 전

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Dang 등 2020 ; Khirasaria 

등 2020). 이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디지털 치료제 성패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만, 산업적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개선, 보급하는 주체가 사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Vilponen 2019). 

결국 효과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잘 보급하여 실

제 임상 현장에서 불면증을 예방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

민하고 접근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SOMRYST와 Sleepio

의 상반된 접근 방법을 참고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

다. 아마도 두가지 대표적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가 모든 형

Table 1. Comparison of representative digital therapeutics for insomnia

Company Big Health Pear Therapeutics BetterNight Mindware Consulting Inc
Program Name Sleepio SOMRYST BetterNight Insomnia Night Owl-Sleep Coach
Launch Year 2012 2020 2018 2015
Website sleepio.com somryst.com betternight.com nightowl.mobi
Available Platforms Internet Browser, Tablet, 

iPhone & Google Play 
App

iPhone & Google Play App iPhone & Google Play 
App

iPhone & Google Play 
App

FDA Status Not approved FDA-authorized medical 
device

Not approved Not approved

Language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Sold to
Physicians No Yes Yes Yes
Patients No Yes Yes Yes
Health Systems Yes Yes Yes Yes
Corporations Yes Yes Yes Yes
Reports for Physician Yes Yes Yes N/A
Insurance Coverage Accessible certain groups None (in progress)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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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지불 체계와 대상군에 적합하게 발전할 수 있겠으나, 

해당 국가의 의료 제도에 따라서 초기 보급 전략을 다르게 

잡았다는 것은 국내 의료 제도를 고려하였을 때 어떻게 접

근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보다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안

착 전략을 위해서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일 것이다. 

세번째, 개인화된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보다 확고한 실제 

임상 근거(real-world evidence)를 확보하는 것이다(Gra-

ham 등 2019 ; Patel과 Butte 2020 ; Weatherall 등 2021). 디

지털 치료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치료 기법을 효과

적으로 디지털화 하여 구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겠지

만, 차츰 발전하면서 치료제 개발의 단계가 상승하게 된다

면 결국에는 개인화된 디지털 치료제의 구성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불면의 원인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

며, 환경적인 요건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과 일반 주간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불면증 치

료 전략은 달라야 한다(Cho과 Lee 2019). 또한, 불면증의 

중증 정도나 회복의 단계에 맞는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하

며, 더 나아가서 순응도를 고려한 접근도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화된 디지털 치료제 구성에 대해 고민하고 개

발 및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결국 의학적 치료를 

위한 것인만큼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를 통한 근거 축적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

다. 실제 임상 근거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어느 정도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 정말 디지털 치료제로 인

한 효과인지,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근거 확보를 해야 함을 뜻한다. 최근에

는 Sleepio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가 소개되기도 

하였다(Darden 등 2020). 국내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

과 검증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적 근거가 빈약

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과 학교, 병원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과 임상 연구를 계획 중이며,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것

으로 기대한다. 

결      론

디지털 시대에 의료 현장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아무리 기대가 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기술이

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 적용을 해야 한다면 보다 신

중하게 근거 기반의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치료

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개발과 적용이 난무하게 될 것이

고, 이는 결국 치료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는 분

명 현재 임상 치료 현장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보완

하고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면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의학적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면 전문가

들이 정말 필요하고 효과적인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

과 검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실제 임상 현장에서 불면

증 디지털 치료제가 신뢰할 만한 효과적 치료적 선택지로 

인정받고 활용되길 바란다. 

중심 단어：디지털 치료제·불면증·수면·실제 임상 근거·

인지행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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