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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patients with diabetes continue smoking and high-risk drinking during diabetes treatment. Some 
patients try and fail to stop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because of the addictive and habitual effects. 
Considering the high lifetime prevalence of alcohol and nicotine use disorders,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actively use treatment services is low. Smoking is related to increased vascular complications and 
mortality as well as development of diabetes. A small amount of alcohol is allowed in the diabetes 
treatment guidelines, but the limit can be difficult to maintain in re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a 
medical doctor to evaluate the alcohol and smoking problems of diabetic patients, and it may be helpful 
to use screening and evaluation tools such as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for 
alcohol drinking and FTND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or smoking. It is important that 
patients are provided necessary information and a brief intervention and that they are recommended a 
professional treatment such as active treatment with anti-craving medications and structural psychosocial 
treatment programs. Many patients are worried about the harmful effects of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and think they should quit it, but at the same time, they may have their own reasons for not 
being able to quit drinking and smoking, and may be suffering from ambivalent ideas about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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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당뇨병은 만성적인 대사질환으로 철저하게 혈당을 조절하

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

려져 있고, 이를 위해서 환자와 의료진의 노력과 관리가 필수

적인 질병이다[1]. 특히 만성 합병증의 예방은 당뇨병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혈당조절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율과 흡연율이 높고, 이는 당뇨병환자의 

건강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음주와 흡연에 대

한 주의 깊은 관찰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2].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알코올과 니코틴은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금주와 

금연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당뇨병환자에

서 음주와 흡연의 문제가 얼마나 공존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

용을 알아보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 본 원고에서는 당뇨병환자의 음주 및 흡연율, 그리고 그와 

연관된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당뇨병환자에서 음주와 흡연의 

영향은 어떠한지, 어떻게 평가하고 치료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당뇨병환자의 흡연 및 고위험 음주율과 관련 통계 1. 당뇨병환자의 흡연 및 고위험 음주율과 관련 통계 

2013~2014년 당뇨병환자 중 27.4% (30세 이상 남

자 44.0%, 여자 5.2%)가 흡연자였으며, 21.9% (30세 이

상 남자 29.6%, 여자 5.5%)가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었다. 

2016~2018년 당뇨병환자 중 21.1% (30세 이상 남자 34.9%, 

여자 3.7%)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고, 23.1% (30세 이상 남

자 30.7%, 여자 6.8%)가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었다[3]. 흡연

율은 남녀 모두에서 일부 감소하였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남

녀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이 통계를 통해서 많은 환자가 당뇨

병을 가진 상태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뇨병환자에서 음주와 흡연의 관리가 쉽지 않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조사 내용을 보면, 현재 흡연자

의 금연 시도율은 46.8%라고 한다(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

사). 이전 자료에서 금연이 어려운 이유를 보면 55.1%가 직장

과 가정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32.4%가 기존에 피우

던 습관 때문에, 7.2%가 금단증세 때문에, 4.9%가 다른 사람

이 피우면 같이 피우고 싶어서라고 답하였다(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음주와 관련된 조사에서 27.3%가 금주 시도를 하

였고, 음주를 하는 이유로 전체적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음주가 필요해서라는 응답(40.5%)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거

의 매일 음주하는 군의 경우 기존에 마시던 습관 때문이라는 

응답(42.8%)이 가장 많았고, 주 3~4회 마시는 군의 경우 스

트레스 때문(36.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018년 통계

청 사회조사). 위의 결과를 보면, 금연과 금주 시도가 각각 절

반과 1/3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음주와 흡연의 강한 습관

성을 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스트레스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알코올 사용장

애의 평생 유병률은 남자 17.6%, 여자 5.4%, 전체 11.6% 정도

였다. 니코틴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의 경우 남자 17.7%, 여

자 1.1%, 전체 9.5% 정도였다. 지난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 이

용 비율은 알코올 사용장애가 2.6%, 니코틴 사용장애의 경

drinking and smoking. Therefore, rather than criticizing the patient’s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it is important to show understanding of patient difficulties and to encourage the patient to stop 
drinking and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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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1%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4], 음주와 흡연 문제

의 높은 유병률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낮은 정신건강서

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당뇨병환자에서 음주, 흡연의 영향2. 당뇨병환자에서 음주, 흡연의 영향

2020년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

tion)에서 발표한 “Stan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

tes”에서는 소량의 음주가 당뇨병환자의 장기적 혈당조절에 

주요한 수준의 해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당뇨병환자 중, 특히 인슐린이나 인슐린분비촉진제

(insulin secretagogue)를 사용 중인 환자에서 과량의 음주

와 관련하여 저혈당 또는 지연성 저혈당, 체중증가, 그리고 과

량의 음주 시 고혈당의 위험성 등을 언급하였다[5,6]. 따라서 

성인 여성에서 하루 1잔 이하, 남성에서 하루 2잔 이하로 알

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장기간 과량의 음주는 2형당뇨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Wei 등[7]의 연구에서 알코올 섭취량

과 2형당뇨병의 발생이 U-shape을 보이고, Facchini 등[8]

의 연구에서 가벼운 음주군에서는 비음주군에 비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여 inverse U-shape의 관련성을 보였다는 

보고들도 있다. 그러나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지침에

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술자리가 적정 음주량을 지

키기 어렵고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술 자체의 

열량도 높고 대부분 안주들이 고열량, 고지방, 고염분의 음식

이며, 한 번의 술자리에서 하루 총 열량 또는 그 이상을 섭취

할 수도 있다[9]. 그리고 알코올이 판단력에 영향을 주어 음

식이나 약물복용에 대한 주의를 떨어뜨리고 운동이나 혈당

관리와 같은 자기관리행동(self-care behavior)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당뇨병환자에서 알코올이 혈당조절을 어

렵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된다[10]. 아울러 고용량

의 알코올 섭취가 당뇨병신경병증이나 망막질환과 연관이 있

고[11,12], 알코올과 당뇨병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간세포암종

(hepatocellular carcinoma)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3]. 또 당뇨병치료 약물과 알코올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메트포민의 경우 알코

올이 유산산증(lactic acidosis)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

고[10], 설포닐유레아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한 저혈당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조절 음주가 어려운 경우라면 금주를 권하는 것이 옳은 선택

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흡연의 경우 췌장 베타세포(β cell)의 인슐린분비에 영향

을 주고, 당대사에 이상을 일으켜 당뇨병 발병에 관여한다

고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임상적, 실험적 연구에서 당뇨병

의 병태생리뿐만 아니라 미세혈관(microvascular), 대혈관

(macrovascular)합병증의 발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

혀졌다. 흡연에 의한 혈관세포의 내피기능이상(endothelial 

dysfunction)은 당뇨병환자의 혈관합병증 발병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14].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 당뇨병환자의 흡연이 

심혈관계 합병증뿐만 아니라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알려졌다.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의 메

타분석에서 흡연은 사망의 위험성을 48%, 관상동맥심장질

환(coronary heart disease)의 경우 54%, 뇌졸중의 경우 

44%, 그리고 심근경색은 52%까지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

고되었다[15]. 관상동맥심장질환, 뇌졸중, 단백뇨의 위험성은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알려

져 있다[16,17]. 따라서 금연은 당뇨병 발병의 위험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당뇨병환자에서 혈관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3. 음주와 흡연 문제와 관련된 평가도구 3. 음주와 흡연 문제와 관련된 평가도구 

음주 문제 선별검사로 흔히 사용되는 검사에는 알코올 사

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CAGE (Cutting down, Annoyed, Guilty, 

Eye-opener) 알코올선별검사 등이 있고 선별 대상에 따라 

임신 중의 위험 음주를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TWEAK (Tol-

erance, Worried Eye opener Amnesia K/Cut down), 한

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 청소년 문제성 음주자 

선별검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AUDIT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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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0문항으로 위험 음주자와 유해 음주자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알코올 소비의 정도, 음주 행동, 음주로 인한 부

정적인 영향, 음주와 연관된 문제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AUDIT의 국내 위험 음주 절단점은 남자 10점, 여자 6점

이다[18].

흡연과 관련된 평가척도에는 니코틴 의존 척도로써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 

Cigarette Dependence Scale-12 (CDS-12), Nicotine 

Dependence Syndrome Scale (NDSS) 등이 있는데 국내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도구는 FTND이다. FTND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는지, 금연구역

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운지, 가장 담배를 참기 어려운 때는 

언제인지, 하루 중 다른 때보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담배

를 더 자주 피우는지,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때도 

담배를 피우는지 등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19]. 적은 

문항수로 응답이 편리하고, 니코틴 의존 정도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6점을 경한 니코틴 의존, 7점 이상을 

심한 니코틴 의존으로 분류한다[18].

4. 음주와 흡연의 조절과 치료4. 음주와 흡연의 조절과 치료

1) 음주 문제의 위험도에 따른 접근

음주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선별검사를 바탕으로 음

주로 인한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여 개입수준을 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중독치료지침서[20]에서는 

국내 현실에서 음주 행태의 위험 수준을 1) 정상음주자, 2) 

위험 음주자, 3)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자의 세 단계로 구분하

는 것을 제안한다. 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선별검사로는 한글

판 AUDIT를 활용하고, 위험 음주자를 선별하는 경우 남성의 

경우 10점, 여성의 경우 6점부터 위험 음주자로 구분할 수 있

다. 또한 남성의 경우 20점, 여성의 경우 10점 이상부터는 알

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별된 음주행태 

단계에 따라 치료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정상 음주자에게

는 음주 예방교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위험 음주자에게는 단

기개입을 제공하고,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자에 대해서는 전

문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음주 문제의 단기개입

단기개입은 심각한 알코올 의존 단계에 있는 환자는 아니

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할 위

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위험이 되는 약물 사용행동

을 바꾸도록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단기개입에 사

용하는 면담기법들은 동기면담적(Motivational Interview-

ing) 접근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요소를 FRAMES 

(Feedback, Responsibility, Advice, Menu of strategy, 

Empathy, Self-efficacy)로 설명할 수 있다. 피드백(Feed-

back)은 현재의 음주량과 패턴,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음주를 줄

일 것을 명료하게 전달하고(Advice), 과음을 할 것인가에 대

한 선택과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책임감

(Responsibility)을 갖도록 강조한다. 또한 음주를 줄이기 위

한 여러 옵션을 제안하고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Menu of strategy). 기본적

으로는 따뜻하고 반영적인 공감을 통해서 환자의 입장을 이

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Empathy). 아울러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Self-efficacy) [18,20].

②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약물치료

알코올 사용장애의 치료 약물로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받은 약

물은 날트렉손(naltrexone), 아캄프로세이트(acampro-

sate), 그리고 다이설피람(disulfiram)이 있다. 그러나 다이

설피람은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날트렉

손과 아캄프로세이트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약물

과 정신사회적 치료를 같이 적용함으로써 금주를 유지하고 

알코올 사용장애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날트렉손: 날트렉손은 아편계수용체 길항제로써 mu (μ), 

delta (δ) 및 kappa (κ) 아편계수용체에 작용하지만, mu 아편

계수용체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음주로 인한 긍정적인 정서



https://doi.org/10.4093/jkd.2022.23.3.192196

Focused Issue 음주, 흡연과 당뇨병

적 경험이나 욕구 충족과 같은 보상적인 측면에 의해 양성강

화효과(positive reinforcement)가 생기고 이것이 음주갈망

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상갈망(reward craving)이라 하는데 

날트렉손은 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즉, 날트렉손은 알

코올에 의한 아편신경계의 활성도를 억제하고 중뇌변연계 도

파민 보상 경로의 활성화,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효과

로 이어지는 과정을 차단하여 알코올 사용장애의 재발을 줄

인다[21]. 일반적으로 날트렉손 용량은 하루 한 번 25 mg으로 

시작하고 보통 3일~1주일 후 25 mg 증량하여 통상적으로 일

일 50 mg을 투여한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두통, 

피로감 등이 있는데 대부분 경한 정도이며 치료 초기에 나타

나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날트렉손은 용량 의존적 간

독성이 있어 급성간염이나 간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

용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22].

• 아캄프로세이트: 아캄프로세이트는 혈장 단백과 거의 결

합하지 않고, 사구체 여과에 의해 소변으로 배설된다. 아캄프

로세이트의 작용기전은 일반적으로 글루탐산염(glutamate) 

활성을 줄이고 GABA 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

려져 있다. 만성적으로 알코올 섭취하게 되면 글루탐산염 신

경계 활성은 증가되고 GABA신경계의 활성도는 억제되어 금

단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아캄프로세이트를 투여하면 부조

화된 신경전달계의 균형을 맞추어 금단증상으로 인한 음주

갈망(일명 relief craving)을 줄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

캄프로세이트는 약력학적으로 간에서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간기능이 경도-중등도로 저하된 환자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

는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아캄프로세이트 

사용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노인이나 신장질환의 과거

력 또는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신장기

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중이 60 kg 이상인 경우 333 

mg을 아침-점심-저녁 2-2-2정씩 처방하고, 60 kg 이하인 경

우 2-1-1정으로 처방하도록 권장된다. Rosenthal 등[23]이 13

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하였을 때 가장 흔한 부작용

은 설사였으며, 그 외 복부팽만감, 가려움 등이 있었으나, 대부

분 일시적이고 경한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23,24].

2) 흡연과 관련된 치료적 접근

흡연 환자의 금연에 대해 흡연 수준, 금연 동기, 치료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금연 의지가 있는 경

우 주치의의 단순한 금연 권고만으로도 금연성공률이 증가

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보건복지부에서는 일차의료에서 짧은 

시간에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5A를 권고하고 있다. 먼저 

흡연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Ask), 금연을 권하고(Advise), 현 

상황에서 금연 시도에 대한 의지를 파악한다(Assess). 또 금

연 시도를 할 의지가 있는 환자들에게 금연일을 잡고 금연 과

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 약물요법, 행동요법 등

을 알려준 후(Assist), 추적 관찰을 통해서 금연을 유지하도

록 돕는다(Arrange) [18]. 금연 의도가 없는 환자의 경우 금

연 동기유발을 위해서 5R의 기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먼저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환자의 질병상태나 가족 및 사회적 상

황 등 가능한 한 개인적 상황과 연관성 있게 설명하고(Rele-

vance), 계속 흡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단기적, 장기적 위

험성을 생각해보도록 한다(Risk). 또 금연 시 얻을 수 있는 이

익과 장점을 알아보고(Reward), 금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물을 파악해서 극복방안을 알려주고(Roadblock), 이러

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동기유발을 시도한다(Rep-

etition) [18,25].

① 금연 약물치료

금연치료약으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약물은 니코틴

대체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 부프로피온 서

방형 제재(sustained-release bupropion), 바레니클린(va-

renicline) 등의 약물이 있다[26].

• 니코틴대체요법: 니코틴대체요법은 담배 성분 중에서 니

코틴 성분만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인데 담배를 대신하여 

니코틴 패치나 껌 등 다른 방식으로 니코틴을 공급해서 금연 

시 금단증상을 줄이고 갈망을 감소시켜 금연성공률을 높이

게 된다. 니코틴 패치를 부착하면 피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니

코틴에 노출되어 금단증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껌이나 

사탕은 패치보다 니코틴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

인 금단증상을 줄이는 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니코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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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두통, 혈압상승, 구역, 심장 두

근거림, 패치의 경우 피부발적과 알러지가 유발될 수 있다. 국

내에서는 최근 2주 이내에 급성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이 있

는 경우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18,27].

• 부프로피온: 부프로피온은 우울증 치료제로도 사용되지

만 우울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금연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면

서 미국 FDA로부터 최초의 비(非)니코틴성 금연약물로 승인 

받았다. 부프로피온은 신경말단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

린의 재흡수를 차단하여 니코틴수용체의 길항제로 작용한다

[28]. 금연예정일 1, 2주 전부터 시작하고 처음 3일간 하루 한 

알 150 mg을 오전에 투약하고 4일째부터는 한 알을 하루 2회 

복용할 수 있다. 흔한 부작용으로 불면, 입마름, 두통 등이 있

다. 경련의 경우 용량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루 300 mg을 

복용할 경우 약 0.1% 정도의 빈도로 보고된다. 경련질환의 병

력, 중추신경계 종양, 식이장애가 있거나 간질 발작의 역치를 

낮출 수 있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금기이

다[18,27].

• 바레니클린: 바레니클린은 뇌의 α4β2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선택적 부분 효현제(selective partial ago-

nist)로써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 흡연할 때는 도파민 보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금연 시에는 니코틴수

용체를 자극하여 도파민을 방출시켜 금단증상과 흡연 욕구

를 억제한다[29]. 바레니클린의 표준용법은 금연 1주 전 시작

하고 1~3일은 0.5 mg을 하루 한 번 복용, 4~7일은 0.5 mg

으로 하루 두 번 복용한다. 8일째부터는 금연을 시작하면서 

1.0 mg을 하루 두 번 복용하는데, 총 투여 기간은 12주간 유

지한다.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생생하거나 불쾌한 꿈, 변비 

등이 보고되고 바레니클린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심각한 신손상 시 0.5 mg 하루 1회로 복용을 시작하고 최대 

용량 0.5 mg 하루 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투석 받는 

환자의 경우 최고 용량은 0.5 mg 하루 1회로 제한한다[30].

2021월 7월 화이자는 바레니클린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

사민(nitrosamine) 계열 불순물인 N-nitroso-varenicline 

(NNV)이 포함되어, 바레니클린(북미상품명 Chantix) 9종을 

유통 전 단계에서 자진 회수하였다. 2022년 5월 미국 FDA에

서는 NNV 1일 섭취허용량을 37 ng/일로 정하면서 새로 제

조된 모든 바레니클린은 NNV가 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 미국 FDA는 금연으로 인한 이득이 니트로사민 불순물

로 인한 발암위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현재 금연을 위해 바레

니클린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금연치료약물을 교

체하기 전까지 지속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다[31].

3) 알코올 및 흡연 문제의 정신사회적 치료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에서 정신사회적 치료는 약물치료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의 특성이나 치료에 대한 욕구

와 선택, 치료 프로그램의 접근성에 따라 선택한다.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동기강화치료(moti-

vational enhancement therapy),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coping skill therapy) 및 12단계 촉진치료(12 

step facilitation therapy) 등이 있다[32]. 흡연의 경우에도 

금연 시도가 반복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니코틴 의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상상황에 따라 동기강화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개인 혹은 집단치료의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동기강화치료 

동기강화치료는 물질 사용장애 환자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는 치료법으로 환자가 치료자에 의해 

교육받고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가진 변화 가능한 잠

재적 자원이 스스로 발휘되도록 돕는다. 동기를 유발하기 위

해 환자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자기 가치관과 현재 자기 행동

의 모순과 불일치감을 느끼게 만든다. 또 불필요한 논쟁은 피

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다루고,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등

의 원칙에 따른 면담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환자가 자

신의 문제를 지각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

는 것이 목표가 된다[20,33].

②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행동학습이론, 인지치료이론, 그리고 재발 

예방접근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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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행동치료에는 다양한 치료 전략들이 있는데, 음주에 

노출된 전후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 대한 기능적 분석, 음

주 충동의 극복기법, 자동사고와 믿음의 인식과 개선, 의사결

정기술, 알코올 사용의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기술, 음주 

거절기술, 사회적인 지지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물질 사

용에 따른 위험의 축소(harm reduction)의 시도, 치료 유지

에 대한 관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금연치료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자기 모니터링을 위해 흡연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적 재구성, 적절한 대응 기술을 훈련할 수 있

다. 또 자극 통제 기법을 통해서 흡연 갈망 등의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재발 방지 훈련을 지속한

다[18,33].

③ 12단계 촉진치료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 AA) 자

조집단의 회복 방식에서 유래된 12단계 촉진치료는 구조화되

지 않은 자조모임의 규약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음주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 능력 상실과 자신의 술에 대한 무기력함을 인정

하고 어떤 위대한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포괄적이고 

근원적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영적(spiritu-

al) 변화를 촉구하며 음주를 포기하고 결국 단주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받아 들이도록 유도한다[33,34].

④ 니코틴 의존의 집단 정신치료 

일반적으로 4~6주 정도의 기간 동안 5~12명 정도의 니코

틴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주로 동기강화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합하여 구성한다. 집단치료는 개인이 자조

(self-help) 자료를 통해 금연하는 것에 비해 금연을 하며 겪

는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더 장기적으로 금연상태를 유지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결론

많은 환자가 당뇨병을 가진 상태에서도 흡연과 고위험 음주

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금주와 금연 시도를 해보

는 경우도 있으나 음주와 흡연의 강한 습관성 때문에 쉽게 성

공하기 어렵고, 알코올 및 니코틴 사용장애의 높은 평생 유병

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흡연의 경우 당뇨병의 발생뿐만 아니

라 당뇨병의 혈관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도 관련

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음주의 경우 당뇨병 치료가이드라인

에서는 소량의 음주는 허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실에서 적

정 음주량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당뇨병환자에서 중

요한 자기관리행동에 음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등

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진이 당뇨병환자의 음

주와 흡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보려는 노력이 필요

하고, 음주의 경우 AUDIT, 흡연의 경우 FTND 등의 선별검

사와 평가도구를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주

와 흡연 문제의 중등도와 금주 금연 의지에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기개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구조화된 정신사회적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음주 문제와 흡연 문제 

모두 당뇨병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

만 기본적으로 알코올과 니코틴이라는 중독성 물질과 관련

된 문제이며, 많은 환자들이 나름대로 음주와 흡연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금주 금연에 대한 양가감정 속에서 갈등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자의 

음주 흡연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보다는 환자의 어려움

을 공감해주고, 스스로 금주와 금연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

록 격려해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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