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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당뇨병은 전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

며, 당뇨병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Pan, Wang, Talaei, & Hu, 2015). 우리

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2014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30세 이

상은 11.1%, 65세 이상은 2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남자는 60대가 30.0%, 여자는 

70세 이상이 23.6%로 가장 높았다. 당뇨병 인지율은 약 70%, 

치료율은 약 60%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뇨병 유병자의 조절

률은 29.4%로 감소하는 경향이며 여자 유병자의 조절률이 남

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당뇨병 치료자의 조절률 또한 유병

자의 조절률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당뇨병 관련 합병증이 증가하면서 잦은 입원과 재원기간의 

연장은 경제적 부담을 높이면서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Blomster et al., 2016).

당뇨병은 눈, 신장손상 뿐 아니라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및 말초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대사질환

으로 당뇨병 자체보다는 만성 합병증의 관리가 중요시되어 

일생동안 철저한 자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Kim & Jung, 

2006). 그러나, 당뇨병 진단 후 1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상지혈증과 고혈압이 동반되고 미세혈관합병증의 

경우도 1/3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Kim & Choi, 2009). 당뇨

병의 만성 합병증으로는 크게 당뇨병성 망막증, 신증, 신경병

증과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과 관상동맥, 말초혈관 및 뇌혈관 

질환과 같은 대혈관 합병증 등이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일으

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연령, 혈당조절, 당뇨병 유병기간, 

비만, 혈청 Creatinine, 알부민뇨 등이 있으며(Hong et al., 

2011), 말초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고령, 당뇨병 유병기간, 

요중 알부민 배설률, 흡연, 높은 LDL, 낮은 HDL을 제시하였

다(Kallio, Forsblom, Groop, Groop, &　Lepantalo, 2003). 

당뇨병 합병증들은 연령, 성별, 인종, 가족력과 같은 비가역

적 요인들과 관계하고 있지만 흡연을 포함한 생활습관 요인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중 흡연

은 당뇨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말초혈관의 손상 

위험을 증가시키고(Althouse et al, 2014), 알부민뇨증과 당뇨

병성 망막병증 진행을 높이며, 당뇨 초기에 신장 손상과 망막

질환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이다(Chase et al., 1991). 또한, 흡

연은 감염과 상피세포 기능장애를 증가시키며, 제 2형 당뇨병

에서는 대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증, 말초혈관질환

(Eliasson, 2003), 당화혈색소 등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Nilsson, Gudbjornsdottir, Eliasson, & Cederholm, 2004). 특히 

흡연은 제 2형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독립적

인 위험인자로 보고되었으며(Hur et al., 2007; Kim, Lim, 

Cheong, Kim, & Seo, 2007), 흡연을 하는 사람은 인슐린 저

항성과 제 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도가 높고(Will, Galuska, 

Ford, Mokadad & Calle, 2001), 당뇨병 환자 가운데 흡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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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미세

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Eliasson, 2003). Ryu(2010)의 연구에서도 흡연의 절대량과 말

초혈관질환의 발생 관련성을 제시하여 금연을 당뇨병 환자들

에게 반드시 권고해야 한다고 제시한바 있으며, Okada, 

Kotani와 Ishibashi(2016)는 심혈관계 예방을 위한 말초혈관 손

상 관리를 위해서는 흡연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을 50% 증가시

키며, 여성 흡연자는 3.3%, 남성 흡연자는 14.6%의 사망률이 

예측되지만(Pan et al., 2015), 당뇨병 환자가 금연을 하면 합

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30%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연

구(Blomster et al., 2016)도 있다. 이처럼 당뇨병과 흡연에 대

한 선행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Eliasson, 2003; Nilsson et 

al., 2004; Pinto, Vinoth, Kamat, Ferreira, & Vaz, 2016; Will 

et al., 2001), 국내연구 중 흡연과 당뇨병성 합병증에 대해서

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하여 입원한 제 2형 당뇨병 환

자의 다발성 말초신경염 증상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본 Park, 

Weon, Kang과 Jung(1994)의 연구 외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과거 흡연자, 흡

연자, 비흡연자로 나누어 흡연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질

병관련 특성, 당화혈색소 및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금연교육을 시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목적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흡연여부에 따른 

당화혈색소와 만성합병증 양상을 확인하여 흡연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특

성을 파악한다.

•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당화혈색소 수준을 파악한

다.

•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양상

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흡연이 당화혈색소와 

당뇨병 합병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행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K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 입원한 제 2형 당뇨병 환자 총 263명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계산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F검정에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252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자는 263명으로 적절하였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본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일반적 특

성 및 질병관련 특성의 파악이 용이한 제 2형 당뇨병이면서 

당뇨치료만을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로 하였다. 제외기준은 제 

1형 당뇨병 환자, 임신성 당뇨병 환자, 제 2형 당뇨병 환자이

지만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전 K대학병원 임상시험위원회(IRB No. 2016-01-003)

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였으며,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과 내분

비내과 의료진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전자의무기록 열

람 허락을 구한 후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구대

상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후 연구대상자의 정

보 보호를 위해 신원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자료는 

부호와 숫자로만 입력하도록 하였다.

연구 도구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레, 

교육수준, 직업, 현재 흡연여부, 현재 음주여부를 조사하였으

며, 질병관련 특성은 당뇨병 가족력, 당뇨병의 이환기간, 경구 

혈당강하제 및 인슐린 치료의 여부, 당화혈색소를 전자의무기

록으로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흡연여부는 대상자가 최근 1개

월 이내에 담배를 피웠는지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과거 

흡연자는 과거에는 흡연을 하였으나 입원일을 기준으로 1개

월 이전부터는 흡연을 하지 않은 자, 흡연자는 입원일을 기준

으로 1개월 이내에 흡연을 한 자이며, 비흡연자는 흡연 경험

이 없는 자로 정의하였다.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Glycated hemoglobins, HbA1c)는 K대학병원의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당화혈색소와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가정간호학회지 23(2), 2016년 12월 141

진단검사의학과에서 HPLA(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방법(ADAMSTM A1C HA-8180, Japan)로 측

정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당화혈색소 수

치를 기록하였다.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대혈관 합병증은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관상동맥질환(협

심증, 심근경색증), 말초혈관질환을 조사하였다. 뇌졸중과 관

상동맥질환은 과거력, 현재 투여약물, 컴퓨터단층촬영 혹은 

자기공명영상 등의 검사결과를 통해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말

초혈관질환은 양쪽 상지혈압과 하지혈압을 측정한 후 더 높

은 혈압을 기준으로 하며, 하지혈압을 상지혈압으로 나누어 

Ankle/brachial index(ABI)를 계산하였다. ABI가 0.9 미만인 경

우에 말초혈관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ong, 2002).

미세혈관 합병증 중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안과 협의진료를 

통해 안저검사상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PDR)과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NPDR)으로 진단받은 경우 당뇨병성 망막

병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당뇨병성 신증은 24시간 

소변내의 단백배출량이 30μg/min 이상으로 신장내과 협진을 

통해 진단을 받은 경우로 파악하였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

증은 저림증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근전도 검사 후 의사

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것으로 파

악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 첫째,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을 χ2 검정과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

은 Scheffѐ test를 시행하였다. 

• 둘째,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당화혈색소 수준은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당뇨병 이환기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ANCOVA

로 분석하였다.

• 셋째,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양상은 Cochran-Mantel-Haenszel test로 분석하여 일반적 특

성과 질병관련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당뇨병 이환기간을 통제하였다.

연구 결과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당뇨병 환자 총 263명의 평균 연령은 61.27±14.05세, 남자 

127명(48.3%), 여자 136명(51.7%), 평균 체질량지수는 24.90± 

4.47㎏/㎡이었으며, 허리-엉덩이 둘레는 0.94±0.07이었다. 교육수

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99명(37.6%)로 가장 많았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군은 27명(10.3%), 당뇨병 가족력이 없는 군은 

236명(89.7%)이였으며, 당뇨병 이환기간은 평균 11.13±8.68년, 

현재 당뇨병 치료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치료하는 군은 104

명(39.5%),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군은 78명(29.7%), 경구용 혈

당강하제와 인슐린을 병용 치료하는 군은 81명(30.8%)이었다

(Table 1).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흡연자는 42명(16.0%), 흡연자는 55명

(20.9%), 비흡연자는 166명(62.0%)이었다. 과거 흡연자는 평균 

연령은 61.57±12.94세, 흡연자는 50.84±13.08세, 비흡연자는 

64.65±12.96세로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거 흡연

자와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연령이 높았다(F=23.39, p<.001). 

성별은 과거 흡연자는 군은 남자 39명(92.9%), 여자 3명

(7.1%), 흡연자는 남자 49명(89.1%), 여자 6명(10.9%), 비흡연

자는 남자 39명(23.5%), 여자 127명(76.5%)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10.95, p<.001). 

교육여부에서 과거 흡연자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3명

(30.9%), 흡연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19명(34.6%), 비흡연자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79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27.86, p<.001). 직업에서 과거흡연

자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24명(57.1%), 흡연자도 직업을 가진 

경우가 38명(69.1%), 비흡연자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128명(77.1%)으로 많았으며,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
2=45.17, p<.001). 또한, 당뇨병 이환기간은 과거 흡연자는 평

균 9.02±7.51년, 흡연자는 6.39±6.10년, 비흡연자는 13.20±8.96

년으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5.61, p<.001), 사

후검정결과 비흡연자가 과거 흡연자와 흡연자보다 이환기간이 

길었다. 반면, 흡연여부에 따른 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레, 

가족력 및 당뇨병 치료는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당화혈색소 수준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

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당뇨병 이환기간을 통제하기 위하

여 ANCOVA를 실시한 결과 흡연여부에 따른 당화혈색소 수

준은 과거 흡연자에는 8.19±2.28%, 흡연자 8.81±2.50%, 비흡

연자 8.69±2.27%로 흡연자에서 당화혈색소가 높은 경향을 보

였으나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55, p=.162)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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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smoking in type 2 diabetes mellitus  (N=263)

Variables

Total

n(%)/

Mean±SD

Former

smoker

(n=42)

n(%)/

Mean±SD

Smoker

(n=55)

n(%)/

Mean±SD

Non-smoker

(n=166)

n(%)/

Mean±SD

χ2/F p Scheffѐ

Age(years) 61.27±14.05 61.57±12.94a 50.84±13.08b 64.65±12.96c 23.39 <.001
a>b,
c>b

Gender
  Male
  Female

127(48.3)
136(51.7)

39(92.9)
3(7.1)

49(89.1)
6(10.9)

39(23.5)
127(76.5)

110.95 <.001

Body mass index(㎏/㎡) 24.90±4.47 24.77±2.52 24.48±4.90 25.07±4.71 0.37 .689
Waist hip ratio 0.94±0.07 0.97±0.08 0.93±0.07 0.94±0.07 2.07 .130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99(37.6)
46(17.5)
70(26.6)
48(18.3)

13(30.9)
7(16.7)

11(26.2)
11(26.2)

7(12.7)
11(20.0)
19(34.6)
18(32.7)

79(47.6)
28(16.9)
40(24.1)
19(11.4)

27.86 <.001

Job
  Have
  None

100(38.0)
163(62.0)

24(57.1)
18(42.9)

38(69.1)
17(30.9)

38(22.9)
128(77.1)

45.17 <.001

Family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Yes
  No

27(10.3)
236(89.7)

7(16.7)
35(83.3)

5(9.1)
50(90.9)

15(9.0)
151(91.0)

2.22 .329

Duration of diabetes mellitus(years) 11.13±8.68 9.02±7.51a 6.39±6.10b 13.20±8.96c 15.61 <.001
c>a,
c>b

Treatment
  OHA
  Insulin
  OHA+insulin

104(39.5)
78(29.7)
81(30.8)

16(38.0)
13(31.0)
13(31.0)

23(41.8)
17(30.9)
15(27.3)

65(39.2)
48(28.9)
53(31.9)

0.48 .976

OHA: Oral hypoglycemic agents

<Table 2> Glycated hemoglobins level associated with smoking in type 2 diabetes mellitus (N=263)

Variables

Former smoker

(n=42)

Mean±SD

Smoker

(n=55)

Mean±SD

Non-smoker

(n=166)

Mean±SD

F p

HbA1c(%) 8.19±2.28 8.81±2.50 8.69±2.27 1.55 .162

HbA1c: Glycated hemoglobins

당뇨병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양상

흡연여부에 따른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양상을 보면, 흡연여

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연령(65세 기준), 성별, 교육수

준, 직업, 당뇨병 이환기간(10년 기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Cochran-Mantel-Haenszel test를 시행한 결과, 대혈관 합병증 

중 뇌혈관질환과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는 없어 제시하지 

않았다. 말초혈관질환은 과거 흡연자에서 말초혈관질환이 있

는 환자는 6명(14.3%), 없는 환자는 36명(85.7%), 흡연자에서 

말초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는 6명(10.9%), 없는 환자는 49명

(89.1%), 비흡연자에서 말초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는 35명

(21.1%), 없는 환자는 131명(78.9%)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02, p=.600).

미세혈관 합병증 중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과거 흡연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는 환자는 22명(52.4%), NPDR은 4명

(9.5%), PDR은 7명(16.7%),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는 9명

(21.4%), 흡연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는 환자는 35명

(63.6%), NPDR은 8명(14.6%), PDR은 2명(3.6%),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는 10명(18.2%), 비흡연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는 환자는 75명(45.2%), NPDR은 41명(24.7%), PDR은 14명

(8.4%),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는 36명(21.7%)이었다.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군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2.01, 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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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tern of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 associated with smoking in type 2 diabetes mellitus (N=263)

Variables

Former smoker

(n=42)

n(%)

Smoker

(n=55)

n(%)

Non-smoker

(n=166)

n(%)

F p

Peripheral vascular disease
  Yes
  No

6(14.3)
36(85.7)

6(10.9)
49(89.1)

35(21.1)
131(78.9)

1.02 .600

Diabetic retinopathy
  None
  NPDR
  PDR
  Non check

22(52.4)
4(9.5)

7(16.7)
9(21.4)

35(63.6)
8(14.6)
2(3.6)

10(18.2)

75(45.2)
41(24.7)
14(8.4)

36(21.7)

2.01 .734

Diabetic nephropathy
  Yes
  No

7(16.7)
35(83.3)

4(7.3)
51(92.7)

8(4.8)
158(95.2)

7.13 .028

Diabetic neuropathy
  Yes
  No

26(61.9)
16(38.1)

20(36.4)
35(63.6)

63(38.0)
103(62.0)

4.01 .135

NPDR: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PDR: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당뇨병성 신증은 과거 흡연자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환자는 7명(16.7%), 없는 환자는 35명(83.3%), 흡연자에서 당

뇨병성 신증이 있는 환자는 4명(7.3%), 없는 환자는 51명

(92.7%), 비흡연자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환자는 8명

(4.8%), 없는 환자는 158명(95.2%)으로 과거 흡연자에서 당뇨

병성 신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7.13, p=.028).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과거 흡연자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는 26명(61.9%), 없는 환자는 16명(38.1%), 흡연자에

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는 20명(36.4%), 없는 환자

는 35명(63.6%), 비흡연자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환

자는 63명(38.0%), 없는 환자는 103명(62.0%)로 군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p=.135), 과거 흡연자에서 당뇨

병성 신경병증의 비율이 높았다(F=4.01, p=.135)(Table 3).

논    의

흡연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을 비교하

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및 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와 과거 흡

연자가 당뇨병 이환기간이 짧았다. 이는 현재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에서 고혈당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Lee, Sull, Hwang, Jee, & Kim, 2007) 흡연자가 비흡연

자에 비해 당뇨병 이환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흡연기간이나 흡연의 양 또한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연하는 대

상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의 당뇨병 유병률이 남녀 모두 1.07

배, 현재 하루에 2팩 이상 피우는 경우가 남자 1.45배, 여자 

1.74배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흡연기간에서는 비흡연자보

다 10년 이상 흡연한 대상자에서 당뇨병 유병율이 1.02배 증

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Will et al., 2001). 반면, 담배 종류별

로 하루에 피우는 용량과 인슐린 저항성은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어(Keith et al., 2016),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흡연여부에 따른 당화혈색소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흡연에 따라 대상자를 층화한 

결과 흡연과 당뇨병 발생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한 Keith 등

(2016)의 연구와 중년에서 금연이 공복 시 혈당과 제 2형 당

뇨병 위험과 관련성이 없다고 한 Boudec, Marques-Vidal, 

Cornuz과 Clair(2016)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당화

혈색소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흡연자의 

당화혈색소 평균값이 8.81±2.50%로 과거흡연자나 비흡연자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당화혈색소가 

높았던 Okata 등(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 과거 흡연자의 당화혈색소가 가장 낮다는 점을 주의

하여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당뇨병 발병으로 금연을 

한 것인지, 당뇨병 발병 이후에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아 입

원 등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것인지 전후 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뇨병에 대한 인지와 치료여부가 흡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질환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에서의 

흡연확률이 낮아진 연구결과(Choi, 2007)를 통해 볼 때 당뇨

병의 조절을 위해 금연을 시도하며, 금연 등의 건강상태 개선

을 위한 노력으로 당화혈색소가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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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연기간이 여성은 5년 이상, 남성은 10년 이상 된 경우 

당뇨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Will et al., 2001), 금연 

후의 기간도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금연

을 어느 정도 시행해야 비흡연자만큼 제 2형 당뇨병 발생률

이 같은 수준으로 감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Park 등(2008)도 제시한바 있다.

본 연구결과 흡연여부에 따른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의 양상

은 당뇨병성 신증의 경우 과거 흡연자에서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 2형 당뇨병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알부민

뇨증이 발생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into et al., 

2016), 당뇨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이 비흡

연자와 금연자보다 당뇨병성 신증 발생률이 높았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Yeom, Lee, Kim & Suh, 2016). 사구

체 여과율의 추정치에 근거한 creatinine은 흡연양에 따라 증

가하여 제 2형 당뇨병 환자 중 만성 신질환과의 관련성을 제

시한 연구도 있었으며(Ohkuma et al., 2016), 흡연이 당뇨병 

환자의 만성 신질환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력이 12.9%로 나타

났다는 보고도 있었다(Jose, Varkey, Chandi, Zubaida, & 

Maliekkal, 2016). Park 등(1994)은 흡연과 다발성 말초신경염

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흡연

자에서 말초혈관질환의 비율이 높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

해 말초혈관질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Blomster 등(2016)연

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흡연에 따른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으로 진단된 합병증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흡연이 당

뇨병성 만성합병증 중 신증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당뇨병성 합병증과 흡

연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것과 더불어 과거 흡연자의 혈당조

절이나 합병증 발생 또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다른 흡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들처

럼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당뇨 진단시점에서부터 의료진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연교육이 필요하다. 흡연은 당뇨병의 합병증 발병에 중요한 

요인이며 당뇨병 환자가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흡

연경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인지시키고 흡연

으로 인한 당뇨병성 합병증 발생에 대해 임상실무에서 지속

적인 당뇨교육을 시행하고 금연에 대한 격려와 지지는 물론, 

대상자 스스로 조절하고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

육과 점검을 시행한다면, 혈당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전자의무기

록을 통한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파악이 용이한 입

원 환자로 제한하여 외래 환자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으므

로 모든 당뇨병 대상자들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 둘째, 흡연

여부에 따른 혈당조절과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을 조사하는데 

있어 흡연 대상자가 적어 흡연기간이나 흡연량에 따른 합병

증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이 당뇨병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입원경험이 있는 당뇨병 환자 중 과거 흡연자, 흡연자, 

비흡연자의 세 군으로 나누어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흡연여

부에 따른 당화혈색소 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나 흡연자의 당

화혈색소가 높았으며, 과거 흡연자에서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

비율도 높게 나타나 흡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자에서 혈당이 비교적 높고, 과거 흡연

자에서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중 당뇨병성 신증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 경험이 혈당과 당뇨병성 신증

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외래를 내원하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와 흡연기간과 흡

연량을 고려한 합병증 발생의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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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ated Hemoglobins and Chronic Complications of Diabetes 
Mellitus, based on the Smoking Status of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Song, Min Sun1)․Lee, Mi Hyang1)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research seeks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glycated hemoglobin (HbAlc) levels, and aspects of chronic complications of diabetes mellitus in type 2 diabetes. 
Method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the 1st to the 15th of February in 2016, on 263 in patients. Patients’ 
electronic medical records were used to identif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HbAlc, 
and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Chi-square test, ANOVA, ANCOVA, and the Cochran-Mantel-Haenszel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observ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ased on 
smoking status, such as age, and education level;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differed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diabetes. Smoking status did not differ according to HbAlc level. In term of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statistically significance was observed for diabetic nephropathy, based on smoking status. Conclusion: Patients who 
had a history of smoking, but were not currently smoking, were likely to display higher HbAlc levels and diabetic 
nephropathy. Therefore, there is need for regular checkups for diabetic complications among patients with a history 
of smoking and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smoking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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