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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구배경: 우리 나라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여러 생활습관 요인이 치매의 위험인자로 알

려져 있는데, 비만도 또한 치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까지의 역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서의 비만은 추후 치매 발병 위험을 높였고, 고령기에서의 비만도와 치매의 연

관성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결과들이 있었다.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

시행된 연구는 드물지만, 최근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등 변화를 보일 때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고령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의 아형별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를 이용하여 2

년, 4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 위험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의

2002~2003년 수검자 중, 2004~2005년, 2006~2007년 체질량지수를 측정한 60세 이상 성인

45,076명을 분석하였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2년 단위, 4년 단위의 체질량지수

변화 정도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을 평가하였고, 치매의 아형인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

성 치매에 대한 하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치매의 위험인자 유무에 따른 층화

분석을 시행하였고, 치매 발생의 잠복기간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남

녀 계층화하여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코호트 시작 시점으로부터 평균 4.5 년의 추적 기간 동안 전체 치매의

누적발생률(cumulative incidence rate)은 1000 인년 당 22.6 명(남자 18.9 명, 여자

26.5 명)이었고,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의 누적발생률은 1000 인년 당 각각

20.0 명, 3.8 명이었다. 연령, 소득, 코호트 시작 시점의 체질량지수, 흡연 상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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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신체활동 정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

남성의 경우 2년 동안의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5.1 – 10.0% 

감소한 경우 전체 치매의 상대 위험도(95% 신뢰구간)가 1.41(1.07-1.86)로 높았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따로 분석했을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다(전체 치매의 상대위험도 체질량지수

5.1 – 10.0% 감소 1.14;1.02-1.28, 10.1 – 15.0% 감소 1.37;1.12-1.69, > 15.0% 감소

1.57;1.16-2.12,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위험도 체질량지수 5.1 – 10.0% 감소

1.14;1.02-1.29, 10.1 – 15.0% 감소 1.44;1.17-1.79, > 15.0% 감소 1.51;1.09-2.09). 

혈관성 치매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 15.0% 감소한 군에서만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4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를 평가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안정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전체 치매의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 위험도는 10.1-15.0% 감소한 경우 증가하였다. 혈관성 치매와

체질량지수 변화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4 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혈관성 치매와 체질량지수 변화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60세 이상의 한국인에서 체질량지수 감소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노인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및 체질량지수의

정기적 측정을 통한 적절한 체중 유지가 권장된다.

중심단어: 체질량지수, 체중 변화,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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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인구 고령화와 치매

  우리 나라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65 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5 년 12.8%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6 년 20%, 

2037 년 30%, 2058 년 40%를 초과할 전망이다.1 또한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구성비는

2015 년 1%에서 2065 년 1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5 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의 치매 유병률은

2017 년 10%, 70만 5,173명으로 추산되었다.2 2050년에는 치매 유병률이 15%로 예상되며

치매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50 년에는 약 300 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3,4

Figure 1. Prevalence of dementia among Korean elderly with age ≥ 65

출처: 2012 년 전국치매역학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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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보고에서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치매는 고소득 국가에서 질병부담 6위를 차지하였다.5 국내에서의

65 세 이상 노인의 요양급여비용은 2018 년 31 조 1462 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고,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1조 5173 억원에 달하였다.6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매의 유병률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에서의 치매

유병률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65 세 이상 인구에서 전체 치매의 유병률을 9.2%, 

알츠하이머 치매의 유병률을 5.7%, 혈관성 치매의 유병률을 2.1%로 보고하였다.7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차 진료

환경에서도 치매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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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습관요인과 치매

치매의 아형 중 첫번째, 두번째로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는

생활습관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뇌허혈 등의 혈관

손상에 의한 치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가 되고, 신체활동은 보호인자로

작용한다.8-10 마찬가지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도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가 된다.11-13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beta-amyloid) 단백질의 뇌 내 침착, 

타우(tau) 단백질의 과인산화, 염증반응, 산화적 손상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흡연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이며, 담배 연기와 니코틴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이 산화적

손상을 일으켜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의 병리 기전에 기여한다.17 알코올

섭취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대부분의 경우 적절

음주(light to moderate alcohol consumption)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감소시키고, 과음의 경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18-20 또한, 신체활동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 및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감소시키고 뇌 신경망(brain 

network)의 가소성(plasticity)을 자극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킨다.21

고혈압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데, 중년기의 1기, 2기 수축기 고혈압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각각 18%, 25% 증가시켰다.22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도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높였다.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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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질량지수와 치매

체질량지수와 치매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 단순하게 비만일 경우 치매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성별에 따른 연관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26

2,322 명의 미국 성인을 23.4 년 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 30-45 세의 젊은 성인의 경우

남성에서는 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의 저체중일 때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RR 5.76, 95% CI 2.07-16.0), 여성에서는 체질량지수 30.0kg/m2 이상의

비만일 때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RR 6.57, 95% CI 1.96-22.02).27

중년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체질량지수 25.0kg/m2 이상 내지는 30.0kg/m2 이상의 상태에서

치매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였다.28-31 이 중 한 연구에서는 여성에서만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고 (RR 2.23, 95% CI 1.09-4.30),31 나머지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28-30 70 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70 세에서 88 세까지의 스웨덴 노인을 18 년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는 70-79 세에서

체질량지수가 25.0kg/m2 이상인 여성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이 증가하였으나,

남성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32 65 세 이상의 미국 성인을 5 년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는 76 세 미만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을 경우 치매 위험이

증가하였으나, 76 세 이상에서는 체질량지수가 높을 경우 치매 위험이 오히려

감소하였다.33 다른 두 코호트 연구에서는 약 70 세에서의 높은 체질량지수가 치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4-35

영국 Clinical Practice Research Datalink(CPRD)를 이용하여 약 200 만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만이 아닌 저체중이 오히려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해 5가지 유전체를 이용한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에서는

저체중이 치매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36,37 39 개의 코호트 연구로부터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한 연구에서는 추적관찰 기간이 길 경우에는 높은 체질량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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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연관성이 확인되는데, 추적관찰 기간이 짧을 경우 역인과관계로 인해 높은

체질량지수가 치매에 대해 보호효과를 보인다고 결론내렸다.38

한 시점에서의 체질량지수뿐만 아니라 체질량지수의 변화 또한 치매와 관련이 있었다.

미국 성직자 918 명을 5.5년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는 1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약 10% 

감소할 경우 체질량지수가 변하지 않은 군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35% 가량

증가하였다.39 1,298 명의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간 0.5kg 의 체중감소가

치매 발생 위험을 30% 가량 증가시켰다.40 박 등이 시행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성인에서 2년간의 체질량지수 변화가 5% 이내인 경우에 비해

5% 이상 감소하는 경우,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치매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41 남 등은

새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40 세 이상 한국인에서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가 5% 이내인

경우에 비해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전체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가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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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목적

체질량지수 평가 및 체중 관련 상담은 일차 진료 현장에서 매일같이 시행되는

부분이다. 이는 여러 질병 관련 상담에서도 유익하게 활용되는데, 꾸준히 내원하는

환자의 체질량지수 변화와 향후 치매 발생에 연관성이 있다면, 일차 진료 의사가 치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박 등은 치매의 아형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는데,41 치매의 흔한 아형인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는 그 발병 기전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위험 인자 관리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치매 진단을 해당 치매 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주관적 기억력 감퇴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과도하게 표집되어 있을 수 있다. 남 등은 전체 인구집단이 아닌

새로 당뇨병이 발생한 환자들에서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을 평가하였는데,42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가 없는 집단에서의 체질량지수의 변화와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 두 연구 모두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만을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의

변화와 치매 아형별 발생 위험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2년, 4년의 장기적인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치매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생활습관 및 동반질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서의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아형별 발생

위험의 연관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７

연구대상 및 방법

1. 코호트 소개43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는 건강검진 수검자 중심의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 분석을 위해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2002년 12월 31일 기준 40세

~79세의 건강보험 자격유지자 515만명의 10%인 약 51만명에 대한 2002~2015(14년간)의

자격 및 소득정보, 병/의원 이용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요양기관 정보를 코호트 형식으

로 구축한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연구용 데이터베이스이다.

건강검진코호트 데이터베이스는 총 4개의 하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자격, 진료,

건강검진, 요양기관 데이터베이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 자격 데이터베이스

- 인구사회학적 정보: 성, 연령, 거주지역

- 사망관련 정보: 사망일자, 사망원인

- 건강보장 유형: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의료급여

- 사회경제적 수준 및 기타 정보: 소득분위, 장애등록정보

2) 진료 데이터베이스

- 의료기관 이용 정보

-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요양급여비용

- 진료과목 및 진료 상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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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 처치, 수술 및 기타 행위 급여 내역, 치료 재료 등 (행위/수가코드)

상세 진료내역

- 원내/원외 처방전 의약품 처방내역

3)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

- 일반건강검진 1차,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결과 및 문진, 구강검진

검진 결과 및 문진

- 신체계측, 혈액 검사 등 주요 검사 결과

- 과거력, 생활습관에 관한 문진 결과

- 평형성, 골밀도 검사, 우울증, 인지기능 검사 결과 등

4) 요양기관 데이터베이스

- 의료이용 요양기관 종별 및 설립구분, 요양기관 지역정보

- 병상 수, 의사 수, 장비 보유 등 요양기관 현황 정보

일반건강검진을 2년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 2002~2003년을 기준으로 약 2

년 단위로 위의 정보가 축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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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514,866명 중, 60세 이상 성인 132,853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2). 약 2년에 1회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을 3회 수검하는 동

안(2002~2003년, 2004~2005년, 2006~2007년)의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2007년 12월 31일이 체질량지수 변화 평가의 마지막 날이 된다. 역인과성의 가능성을 줄

이기 위해 이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한 2011년 1월 1일부터의 치매 발생을 측정하였

다.41 따라서, 132,873명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15,608명과 치매를 진단받은

6,045명을 제외하였다. 이후 체중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 진단자 1,811명을 제외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건강검진 수검 기간 중, 체질량지수를 측정하지 않은 62,825명

(2002~2003년 138명, 2004~2005년 43,118명, 2006~2007년 40,090명)과 흡연(4,288명), 

음주(3,126명), 신체활동(3,160명) 항목이 무응답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연구 대상자를

제외한 45,076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01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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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of the study population

Baseline year (2002 – 2003): 514,866 

Age ≥ 60: 132,853 participants

Pre-existing disease effect

Dementia diagnosis prior to 2011/01/01: 6,045 participants

Death prior to 2011/01/01: 15,608 participants

Age < 60: 382,013 participants

111,200 participants

45,076 participants

Missing values

Body mass index: 62,825 participants 

(phase 1: 138, phase 2: 43,118, phase 3: 40,990)

Smoking status: 4,288 participants

Alcohol consumption: 3,126 participants

Physical activity: 3,160 participants

Cancer: 1,811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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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자료의 수집 방법

1) 치매의 진단

치매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연구들의 진단기준을 참고하

고,41,42,44 신경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ICD-10 상병코드가 F00(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F01(vascular dementia), F02(dementia in othe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F03(unspecified dementia), G30(Alzheimer’s disease), 또는

G31(other degenerative diseases of nervous system, not elsewhere classified)이면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또는 memantine을 2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로 정

의하였다.45,46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점수가 26점 이하,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점수가 1점 이상,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점수가 3점 이상

인 경우에만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s(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와 NMDA(N-methyl-D-aspartate) receptor antagonist(memantine)의 보험 청구가 가능하

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일정 중증도 이상의 치매 환자만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치

매 상병 코드에 해당하면서 해당 약물을 2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45,46

이 중,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다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알츠하이머 치매

의 진단은 F00(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또는 G30(Alzheimer’s disease)으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또는 memantine을 2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로 정

의하였으며, 혈관성 치매의 진단은 F01(vascular dementia)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또는 memantine을 2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해당 상병 코드가 들어가 있더라도 보험 급여 관계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또는 memantine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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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치매에 대해서는 약 복용 여부와 관계 없이 F01(vascular dementia) 상병으로 3회 이

상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본 경우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알츠하

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상병 모두가 들어 있을 경우, 각각의 상기 진단 기준에 부합

할 경우 양쪽 모두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체질량지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체중(kg)을 제시하지 않기 때

문에, 체질량지수(kg/m2)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

양지역과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라 < 18.5 kg/m2, 18.5 - 22.9 kg/m2, 23 - 24.9 kg/m2, 

≥ 25 kg/m2으로 분류하였다.47,48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량지수 평가 또한 약 2년에 1회 측정되어 있다. 이에 2002 - 2003년과 2004 - 2005

년에 측정한 체질량지수를 비교하고(약 2년), 2002 - 2003년과 2006 - 2007년에 측정한

체질량지수를 비교하였다(약 4년). 또한, 2년, 4년 단위의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안정적

인 경우(±5%), 5 - 10% 감소한 경우, 10 - 15% 감소한 경우, > 15% 감소한 경우, 5 -

10% 증가한 경우, 10 - 15% 증가한 경우, > 15% 증가한 경우로 분류하였다.41,42,49,50

3)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은 60 - 69세, 7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은 ≤ 하위 2분위, 3분위 - 5분

위, 6분위 - 8분위, 9분위 - 10분위로 분류하였다.

4) 생활습관요인 평가

(1)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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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문진표는 ‘귀하는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피우지 않는

다’,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현재도 피운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피우지 않는다’와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라고 응답한 경

우를 비흡연자로 분류하고, ‘현재도 피운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현재흡연자로 분류하

였다.

(2) 음주

음주 문진표는 음주 빈도와 1회 음주량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음주 빈도에 대해서는

‘귀하의 음주(술)습관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마시지 않는다’, ‘월

2~3회 정도 마신다’,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거의

매일 마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1회 음주량에 대해서는 ‘술을 마

신다면 1회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소주 반병이하’, ‘소주 한병’, 

‘소주 1병반’, ‘소주 2병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소주 약 1/4병이

표준 1잔(알코올 14g)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음주량에 대한 응답을 표준 2잔,

표준 4잔, 표준 6잔, 표준 8잔으로 구분하였다.51 음주 빈도와 1회 음주량을 이용하여

일주일 음주량을 계산하였다. NIAAA(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coholism)

기준에 따라 일주일 음주량이 65세 미만 남성의 경우 표준 잔으로 14잔 초과, 65세 이상

의 남성 또는 65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표준 잔으로 7잔 초과,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표준 잔으로 3잔 초과할 때 과음인 것으로 분류하였고, 일주일 음주량이 65세 미만 남성

의 경우 표준 잔으로 14잔 이하,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5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표준

잔으로 7잔 이하,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표준 잔으로 3잔 이하일 때 적절 음주인 것으

로 분류하였다.52 음주 빈도에 대한 질문에 ‘(거의)마시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경우

비음주자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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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활동

신체활동 문진표는 ‘귀하는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안한다’, ‘1~2회’, ‘3~4회’, ‘5~6회’, ‘거의 매일’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과 1회 이상 하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5) 동반질환 평가

일차의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이면서 치매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고혈압은 baseline year 에 해당하는 2002~2003 년에 ICD-10 상병코드 I10(essential 

hypertension). I11(hypertensive heart disease), I12(hypertensive renal disease), 

I13(hypertensive heart and renal disease), 또는 I15(secondary hypertension)로 3회

이상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본 경우로 정의하였다.53,54 당뇨병은 E10(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 E11(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E12(malnutrition-

related diabetes mellitus), E13(other specified diabetes mellitus), 또는

E14(unspecified diabetes mellitus)로 3회 이상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이상지질혈증은 E78(disorders of lipoprotein metabolism and other 

lipidemias)로 3회 이상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본 경우로 정의하였다.54

6) 암 발생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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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C00 – C97 로 3회 이상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본 경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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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2002-2003년(phase 1), 2004-2005년(phase 2), 2006-2007년(phase 3)의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관찰하였기 때문에, 역인과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체질량지수 측정 시

점인 2007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1월 1일부터의 치매 발생을 측정하였

다.41 따라서 추적관찰 시작일은 2011년 1월 1일로 설정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5

년 12월 31일까지의 치매 발생을 평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암 발생률 및 사망률에 대

해서도 평가하였다. 추적관찰은 치매 발생, 사망, 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였

다. 공변량은 기준년도(baseline year) 2002-2003년에 준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45,076명의 기본적 특성에 대해 N(%)로 제시하였으며, 결측치를 제외하기

전인 112,000명의 기본적 특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Pearson’s 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체중 변화는 약 2년 단위로 시행되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측정한 체질량지수의 변화로

평가하였다. 2002-2003년(phase 1)과 2004-2005년(phase 2)의 체질량지수 변화(%)는 다

음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hase 1과 phase 2의 체질량지수 변화(%) 

= phase 2의 체질량지수 / phase 1의 체질량지수 x 100 – 100

마찬가지로 2002-2003년(phase 1)과 2006-2007년(phase 3)의 체질량지수 변화(%)는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hase 1과 phase 3의 체질량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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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3의 체질량지수 / phase 1의 체질량지수 x 100 – 100

2년, 4년 단위의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안정적인 경우(±5.0%), 5.1 – 10.0% 감소한 경우,

10.1 – 15.0% 감소한 경우, > 15.0% 감소한 경우, 5.1 – 10.0% 증가한 경우, 10.1 – 15.0% 

증가한 경우, > 15.0% 증가한 경우로 분류하여, 남녀별로 그 빈도를 제시하였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연구 대상자에서의 전

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의 누적발생률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치매, 알츠

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발생까지의 평균 기간을 구하였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상병

명과 약물 처방을 모두 고려한 정의를 Vascular dementia(a)로 표기하였고, 상병명만을

고려한 정의를 Vascular dementia(b)로 표기하였다.

Vascular dementia(a): F01(vascular dementia)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또는 memantine을 2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

Vascular dementia(b): F01(vascular dementia) 상병으로 3회 이상 외래 또는 입원 진

료를 본 경우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기

위해 각각의 요인에 대한 발생률을 산출하고,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른 상대위험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위험요인들을 보정한 후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해당하는 연령,

소득과 치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에 해당하는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신체활동

정도, 코호트 시작 시점의 체질량지수, 일차의료 외래에서 흔히 접하면서 치매에 영향을

주는 동반질환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보정하였다.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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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변화에 따른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의 발생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의 발생률을 산

출하고 카플란 마이어 생존분석을 시행하였다. Log rank test에서의 p-value가 유의하다

고 확인된 경우, 사후검정을 위해 Sidak test를 시행하였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

여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를 기준으로 하여 5.1 – 10.0% 감소한 경

우, 10.1 – 15.0% 감소한 경우, > 15.0% 감소한 경우, 5.1 – 10.0% 증가한 경우, 10.1 –

15.0% 증가한 경우, > 15.0% 증가한 경우의 상대위험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

다.41,42,49,50 다변량 분석에서는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해당하는 연령, 소득과 치

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에 해당하는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신체활동 정도, 코

호트 시작 시점의 체질량지수, 일차의료 외래에서 흔히 접하면서 치매에 영향을 주는 동

반질환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보정하였다. 체질량지수의 변

화가 안정적인 경우(±5.0%)를 기준으로 하여 감소하는 방향 및 증가하는 방향에 대해 p 

for trend를 구하였다. 해당 분석을 2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와 4년 동안의 체질량지

수 변화에 대해 시행하였다.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층화 분석으로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신체활동 여부, 고혈압, 당뇨병 여부에 대해 연구 집

단을 나누어 하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치매 발생에 대한 잠복 기간을 3년으로 설정

하였다. 치매 발생을 결과 변수로 평가한 연구에서는 잠복 기간 없이 분석한 경우, 잠복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경우 등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잠복 기간을 4년. 5

년으로 늘려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41,42,44

남녀간 체질량지수의 변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생활습관요인 및 동반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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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은 남녀 계층화하여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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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 of follow-up

Last date: 2015.12.31.

Phase 1. 2002 – 2003 (baseline year)

Phase 2. 2004 – 2005

Phase 3. 2006 – 2007

3 years of induction period

(2008.1.1. – 2010.12.31)

F/U star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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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기본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45,076명으로 60대가 82.5%, 70대가 17.5% 였다(Table 1). 성별은

남자가 51.7%. 여자가 48.3% 였다. 체질량지수가 < 18.5 kg/m2인 경우가 2.9%, 18.5 -

22.9 kg/m2인 경우가 35.3%, 23.0 - 24.9 kg/m2인 경우가 26.8%, ≥ 25.0 kg/m2인 경우가

35.0% 였다. 현재 흡연자가 16.7% 였고, 과음을 하는 경우가 7.8% 였다. 주 1회 이상 운

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62.7% 였고,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이 31.7%, 당뇨병이 11.4%, 

이상지질혈증이 8.8% 있었다. 결측치를 제외하지 않은 111,200명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

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머지 변수의 분포에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의 남녀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자에서 비

만인 비율이 높았다(Table 2). 현재흡연자 및 과음자의 비율은 남자에서 높았고, 신체활

동을 안 하는 경우의 비율은 여자에서 높았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모두 여성

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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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45,076 study participants

111,200 participants

in the original cohort

45,076 participants 

in this study

N (%) N (%)

Age (years)

60 – 69 89,418 (80.4) 37,182 (82.5)

70 – 79 21,782 (19.6) 7,894 (17.5)

Sex

Men 51,763 (46.5) 23,298 (51.7)

Women 59,437 (53.5) 21,778 (48.3)

Income (deciles)

≤ 2 (low) 22,224 (20.0) 8,617 (19.1)

3 – 5  26,605 (23.9) 10,762 (23.9)

6 – 8 31,128 (28.0) 12,623 (28.0)

9 – 10 (high) 31,243 (28.1) 13,074 (29.0)

BMI (kg/m2)

< 18.5 3,477 (3.1) 1,303 (2.9)

18.5 – 22.9 38,331 (34.5) 15,908 (35.3)

23 – 24.9 29,202 (26.3) 12,072 (26.8)

≥ 25 40,052 (36.0) 15,793 (35.0)

Missing 138 (0.1) 0 (0.0)

Smoking status

Non-smoker 89,201 (80.2) 37,545 (83.3)

Current smoker 17,711 (15.9) 7,531 (16.7)

Missing 4,288 (3.9)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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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45,076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111,200 participants

in the original cohort

45,076 participants 

in this study

N (%) N (%)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75,187 (67.6) 30,149 (66.9)

Moderate drinker 25,087 (22.6) 11,396 (25.3)

Heavy drinker 7,800 (7.0) 3,531 (7.8)

Missing 3,126 (2.8) 0 (0.0)

Regular exercise

No 69,801 (62.8) 28,250 (62.7)

Yes 38,239 (34.4) 16,826 (37.3)

Missing 3,160 (2.8) 0 (0.0)

Comorbidities

Hypertension 36,104 (32.5) 14,285 (31.7)

Diabetes mellitus 13,644 (12.3) 5,140 (11.4)

Dyslipidemia 9,923 (8.9) 3,975 (8.8)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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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sex

Men Women
p-value

N (%) N (%)

Age (years)

60 – 69 19,222 (82.5) 17,960 (82.5) 0.921

70 – 79 4,076 (17.5) 3,818 (17.5)

Income (deciles)

≤ 2 (low) 4,437 (19.0) 4,180 (19.2) 0.008

3 – 5  5,693 (24.4) 5,069 (23.3)

6 – 8 6,543 (28.1) 6,080 (27.9)

9 – 10 (high) 6,625 (28.4) 6,449 (29.6)

BMI (kg/m2)

< 18.5 776 (3.3) 527 (2.4) < 0.001

18.5 – 22.9 9,063 (38.9) 6,845 (31.4)

23 – 24.9 6,512 (28.0) 5,560 (25.5)

≥ 25 6,947 (29.8) 8,846 (40.6)

Smoking status

Non-smoker 16,351 (70.2) 21,194 (97.3) < 0.001

Current smoker 6,947 (29.8) 584 (2.7)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505 (45.1) 19,644 (90.2) < 0.001

Moderate drinker 9,555 (41.0) 1,841 (8.5)

Heavy drinker 3,238 (13.9) 293 (1.3)

Regular exercise

No 12,526 (53.8) 15,724 (72.2) < 0.001

Yes 10,772 (46.2) 6,05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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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sex (continued)

Men Women
p-value

N (%) N (%)

Comorbidities

Hypertension 6,810 (29.2) 7,475 (34.3) < 0.001

Diabetes mellitus 2,553 (11.0) 2,587 (11.9) < 0.001

Dyslipidemia 1,675 (7.2) 2,300 (10.6) < 0.001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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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변화

Phase 2 와 phase 1(2 년)의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는 남자가

73.3%. 여자가 68.6%였다 (Table 3). 남녀 모두 변화의 폭이 클수록 그에 해당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Phase 3 와 phase 1(4 년)의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는 남자가 66.1%. 여자가 62.6%로 2년 동안의 변화와 비교하여 그 비율이

낮았다.

Table 3. BMI changes of the study participants over a certain period

Men Women
p-value

N (%) N (%)

BMI changes over 2 years

Decrease of > 15.0% 156 (0.7) 238 (1.1) < 0.001

Decrease of 10.1-15.0% 441 (1.9) 595 (2.7)

Decrease of 5.1-10.0% 2,676 (11.5) 2,808 (12.9)

Stable 17,085 (73.3) 14,941 (68.6)

Increase of 5.1-10.0% 2,251 (9.7) 2,344 (10.8)

Increase of 10.1-15.0% 455 (2.0) 558 (2.6)

Increase of > 15.0% 234 (1.0) 294 (1.3)

BMI change over 4 years

Decrease of > 15.0% 240 (1.0) 328 (1.5) < 0.001

Decrease of 10.1-15.0% 659 (2.8) 779 (3.6)

Decrease of 5.1-10.0% 3,075 (13.2) 3,057 (14.0)

Stable 15,394 (66.1) 13,632 (62.6)

Increase of 5.1-10.0% 2,871 (12.3) 2,780 (12.8)

Increase of 10.1-15.0% 736 (3.2) 817 (3.8)

Increase of > 15.0% 323 (1.4) 385 (1.8)

BMI: body mass index



２７

3. 연구 대상자에서의 치매 발생률, 암 발생률, 사망률

전체 치매 발생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총 추적관찰기간은 201,035 인년(person-

years)이었으며(남자 102,836 인년, 여자 98,199 인년), 평균 추적기간은 4.5 년(남자

4.4 년, 여자 4.5 년)이었다(Table 4). 전체 치매의 누적발생률은 1000 인년 당

22.6명(남자 18.9명, 여자 26.5명)이었고, 발생까지의 평균 기간은 2.6년(남자 2.6년,

여자 2.6 년)이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a)의 누적발생률은 1000 인년 당 각각 20.0 명(남자

16.3 명, 여자 23.9 명), 3.8 명(남자 3.5 명, 여자 4.2 명)이었다. 혈관성 치매(b)의

누적발생률은 1000 인년 당 6.0 명(남자 5.6 명, 여자 6.4 명)이었다. 

암 발생률은 1000 인년 당 15.0 명(남자 20.3 명, 여자 9.7 명)이었고, 사망률은

1000 인년 당 23.3 명(남자 32.0 명, 여자 14.3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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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cidence of dementia, cancer, and death in the 45,076 study participants

Events, N Person-years CIR
Mean time to 

event (year)

Total

All cause dementia 4,545 201,035 22.6 2.6

Alzheimer’s dementia 4,055 202,344 20.0 2.7

Vascular dementia (a) 799 208,768 3.8 2.8

Vascular dementia (b) 1,237 207,237 6.0 2.2

Cancer 3,064 204,249 15.0 2.3

Death 4,894 210,247 23.3 2.6

Men

All cause dementia 1,946 102,836 18.9 2.6

Alzheimer’s dementia 1,688 103,438 16.3 2.7

Vascular dementia (a) 372 105,917 3.5 2.8

Vascular dementia (b) 585 105,207 5.6 2.2

Cancer 2,080 102,590 20.3 2.2

Death 3,408 106,574 32.0 2.6

Women

All cause dementia 2,599 98,199 26.5 2.6

Alzheimer’s dementia 2,367 98,906 23.9 2.7

Vascular dementia (a) 427 102,852 4.2 2.8

Vascular dementia (b) 652 102,030 6.4 2.2

Cancer 984 101,659 9.7 2.3

Death 1,486 103,672 14.3 2.6

CIR: cumulative incide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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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요인에 따른 치매의 발생률 및 치매 발생의 연관 요인들

남성에서 전체 치매의 발생률은 1000 인년 당 60 대에서 14.6 명, 70 대에서

42.2명이었고, 체질량지수가 < 18.5 kg/m2인 군에서 25.8명, 18.5 - 22.9 kg/m2인 군에서

20.7 명, 23.0 - 24.9 kg/m2인 군에서 17.5 명, ≥ 25.0 kg/m2인 군에서 17.3 명이었다

(Table 5). 전체 치매 발생률은 현재 흡연자에서 1000 인년 당 18.7 명으로

비흡연자(19.0 명)에 비해 낮았고, 비음주자, 적절 음주자, 과음자에서 1000 인년 당

20.4 명, 15.7 명, 24.1 명으로 과음자에서 가장 높았다. 주 1회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전체 치매 발생률이 1000 인년 당 21.7 명으로 주 1 회 이상 운동을 하는

군(15.8 명)에 비해 높았으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경우 치매

발생률은 1000 인년 당 각각 22.3 명, 25.7명, 21.9명이었다.

연령, 소득, 체질량지수,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신체활동 정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 남성에서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60대와 비교하여 70대에서 2.76(2.51-3.04)배 높았고, 체질량지수가 18.5 

- 22.9 kg/m2인 군과 비교하여, 23.0 - 24.9 kg/m2인 군에서 0.89(0.79-0.99)로 낮았다.

적절음주자와 비교하여 비음주자에서 1.15(1.04-1.27)배, 과음자에서 1.32(1.16-1.51)배

높았고, 주 1회 이상 운동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1.28(1.16-

1.40)배 높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동반될 경우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각각

1.20(1.09-1.33), 1.38(1.20-1.57)로 높았다.

여성에서 전체 치매의 발생률은 1000 인년 당 60 대에서 21.3 명, 70 대에서

53.7명이었고, 체질량지수가 < 18.5 kg/m2인 군에서 36.9명, 18.5 - 22.9 kg/m2인 군에서

29.2 명, 23.0 - 24.9 kg/m2인 군에서 24.9 명, ≥ 25.0 kg/m2인 군에서 24.8명이었다.

전체 치매 발생률은 현재 흡연자에서 1000인년 당 38.3명으로 비흡연자(26.2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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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비음주자, 적절 음주자, 과음자에서 1000 인년 당 26.4 명, 27.1 명,

27.0 명이었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전체 치매 발생률이 1000 인년 당

28.4 명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군(21.5 명)에 비해 높았으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경우 치매 발생률은 1000 인년 당 각각 30.8 명, 36.1 명,

24.5 명이었다.

연령, 소득, 체질량지수,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신체활동 정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 여성에서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60대와 비교하여 70대에서 2.41(2.21-2.62)배 높았고, 체질량지수가 18.5 

- 22.9 kg/m2인 군과 비교하여, 23.0 - 24.9 kg/m2인 군에서 0.89(0.80-0.98), ≥ 25.0

kg/m2인 군에서 0.87(0.79-0.95)로 낮았다.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흡연자에서 1.31(1.06-

1.60)배 높았고, 주 1 회이상 운동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1.24(1.13-1.37)배 높았다. 고혈압, 당뇨병이 동반될 경우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각각 1.23(1.13-1.34), 1.44(1.29-1.60)으로 높았고,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될 경우 0.84(0.73-0.96)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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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sk of all cause dementi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Men

Event

(1,946)

Person-years 

(102,836) CIR

Univariate Multivariatea

RR (95% CI) RR (95% CI)

Age (years)

60 – 69 1,273 86,902 14.6 1.00 1.00

70 – 79 673 15,934 42.2 2.92 (2.66-3.21) 2.76 (2.51-3.04)

Income (deciles)

≤ 2 (low) 365 19,403 18.8 1.00 1.00

3 – 5  485 25,038 19.4 1.03 (0.90-1.18) 0.98 (0.85-1.12)

6 – 8 532 29,004 18.3 0.97 (0.85-1.11) 0.92 (0.80-1.05)

9 – 10 (high) 564 29,391 19.2 1.02 (0.89-1.16) 0.89 (0.78-1.02)

BMI (kg/m2)

< 18.5 82 3,183 25.8 1.25 (1.00-1.57) 1.17 (0.93-1.46)

18.5 – 22.9 813 39,275 20.7 1.00 1.00

23.0 – 24.9 510 29,123 17.5 0.84 (0.76-0.94) 0.89 (0.79-0.99)

≥ 25.0 541 31,255 17.3 0.83 (0.75-0.93) 0.89 (0.80-1.00)

Smoking status

Non-smoker 1,383 72,801 19.0 1.00 1.00

Current smoker 563 30,036 18.7 0.99 (0.90-1.09) 1.04 (0.94-1.15)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943 46,196 20.4 1.31 (1.18-1.44) 1.15 (1.04-1.27)

Moderate drinker 671 42,870 15.7 1.00 1.00

Heavy drinker 332 13,771 24.1 1.55 (1.36-1.76) 1.32 (1.16-1.51)

Regular exercise

Yes 769 48,551 15.8 1.00 1.00

No 1,177 54,285 21.7 1.37 (1.25-1.50) 1.28 (1.1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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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sk of all cause dementi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Men

Event

(1,946)

Person-years 

(102,836)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Hypertension

No 1,287 73,290 17.6 1.00 1.00

Yes 659 29,546 22.3 1.27 (1.16-1.40) 1.20 (1.09-1.33)

Diabetes mellitus

No 1,666 91,950 18.1 1.00 1.00

Yes 280 10,886 25.7 1.42 (1.26-1.62) 1.38 (1.20-1.57)

Dyslipidemia

No 1,785 95,471 18.7 1.00 1.00

Yes 161 7,366 21.9 1.17 (1.00-1.37) 1.10 (0.93-1.30)

Women

Event

(2,599)

Person-years

(98,199)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Age (years)

60 – 69 1,760 82,567 21.3 1.00 1.00

70 – 79 839 15,632 53.7 2.55 (2.35-2.77) 2.41 (2.21-2.62)

Income (deciles)

≤ 2 (low) 548 18,576 29.5 1.00 1.00

3 – 5  607 22,905 26.5 0.90 (0.80-1.01) 0.96 (0.85-1.07)

6 – 8 692 27,533 25.1 0.85 (0.76-0.95) 0.94 (0.84-1.05)

9 – 10 (high) 752 29,185 25.8 0.87 (0.78-0.97) 0.90 (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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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sk of all cause dementi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Women

Event

(2,599)

Person-years

(98,199)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BMI (kg/m2)

< 18.5 84 2,276 36.9 1.27 (1.01-1.59) 1.20 (0.96-1.50)

18.5 – 22.9 894 30,630 29.2 1.00 1.00

23.0 – 24.9 631 25,301 24.9 0.85 (0.77-0.94) 0.89 (0.80-0.98)

≥ 25.0 990 39,993 24.8 0.85 (0.77-0.93) 0.87 (0.79-0.95)

Smoking status

Non-smoker 2,506 95,769 26.2 1.00 1.00

Current smoker 93 2,430 38.3 1.48 (1.20-1.82) 1.31 (1.06-1.60)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2,339 88,587 26.4 0.98 (0.85-1.12) 0.95 (0.83-1.09)

Moderate drinker 225 8,314 27.1 1.00 1.00

Heavy drinker 35 1,298 27.0 1.00 (0.70-1.42) 0.88 (0.61-1.25)

Regular exercise

Yes 597 27,743 21.5 1.00 1.00

No 2,002 70,456 28.4 1.32 (1.21-1.45) 1.24 (1.13-1.37)

Hypertension

No 1,580 65,163 24.2 1.00 1.00

Yes 1,019 33,036 30.8 1.28 (1.18-1.38) 1.23 (1.13-1.34)

Diabetes mellitus

No 2,192 86,928 25.2 1.00 1.00

Yes 407 11,271 36.1 1.44 (1.29-1.60) 1.44 (1.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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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sk of all cause dementi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Women

Event

(2,599)

Person-years

(98,199)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Dyslipidemia

No 2,345 87,812 26.7 1.00 1.00

Yes 254 10,387 24.5 0.92 (0.80-1.04) 0.84 (0.73-0.96)

CIR: cumulative incidence rate,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aAll variables ar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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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다변량

분석에서 60 대와 비교하여 70 대에서 2.76(2.49-3.06)배 높았고, 체질량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적절음주자와 비교하여 비음주자에서 1.15(1.03-

1.28)배, 과음자에서 1.27(1.10-1.47)배 높았으며, 주 1 회 이상 운동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1.23(1.11-1.36)배 높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동반될

경우 각각 1.20(1.07-1.33), 1.34(1.16-1.55)배 높았다.

여성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다변량

분석에서 60대와 비교하여 70대에서 2.46(2.26-2.69)배 높았고, 체질량지수가 18.5 -

22.9 kg/m2인 군과 비교하여, 23.0 - 24.9 kg/m2인 군에서 0.85(0.77-0.95), ≥ 25.0

kg/m2인 군에서 0.86(0.78-0.95)로 낮았다.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흡연자에서 1.32(1.06-

1.65)배 높았으며, 주 1회 이상 운동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1.25(1.13-1.38)배 높았다. 고혈압, 당뇨병이 동반될 경우 각각 1.24(1.14-1.36),

1.43(1.27-1.60)배 높았고,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될 경우 0.81(0.71-0.94)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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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isk of Alzheimer’s dementi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Men

Event

(1,688)

Person-years

(103,438) CIR

Univariate Multivariatea

RR (95% CI) RR (95% CI)

Age (years)

60 – 69 1,107 87,302 12.7 1.00 1.00

70 – 79 581 16,137 36.0 2.90 (2.62-3.20) 2.76 (2.49-3.06)

Income (deciles)

≤ 2 (low) 310 19,550 15.9 1.00 1.00

3 – 5  413 25,189 16.4 1.03 (0.89-1.20) 0.99 (0.85-1.14)

6 – 8 474 29,146 16.3 1.02 (0.89-1.18) 0.97 (0.84-1.12)

9 – 10 (high) 491 29,553 16.6 1.05 (0.91-1.21) 0.92 (0.79-1.06)

BMI (kg/m2)

< 18.5 69 3,210 21.5 1.21 (0.95-1.55) 1.13 (0.88-1.45)

18.5 – 22.9 706 39,527 17.9 1.00 1.00

23.0 – 24.9 441 29,271 15.1 0.84 (0.75-0.95) 0.88 (0.78-1.00)

≥ 25.0 472 31,430 15.0 0.84 (0.75-0.94) 0.90 (0.80-1.01)

Smoking status

Non-smoker 1,194 73,230 16.3 1.00 1.00

Current smoker 494 30,209 16.4 1.01 (0.91-1.12) 1.07 (0.96-1.19)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821 46,501 17.7 1.30 (1.17-1.44) 1.15 (1.03-1.28)

Moderate drinker 587 43,044 13.6 1.00 1.00

Heavy drinker 280 13,893 20.2 1.49 (1.29-1.71) 1.27 (1.10-1.47)

Regular exercise

Yes 682 48,767 14.0 1.00 1.00

No 1,006 54,671 18.4 1.32 (1.20-1.46) 1.23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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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isk of Alzheimer’s dementi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Men

Event

(1,688)

Person-years

(103,438)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Hypertension

No 1,119 73,701 15.2 1.00 1.00

Yes 569 29,738 19.1 1.26 (1.14-1.40) 1.20 (1.07-1.33)

Diabetes mellitus

No 1,450 92,491 15.7 1.00 1.00

Yes 238 10,947 21.7 1.39 (1.22-1.60) 1.34 (1.16-1.55)

Dyslipidemia

No 1,548 96,016 16.1 1.00 1.00

Yes 140 7,422 18.9 1.17 (0.99-1.39) 1.10 (0.91-1.32)

Women

Event

(2,367)

Person-years

(98,906)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Age (years)

60 – 69 1,590 83,095 19.1 1.00 1.00

70 – 79 777 15,811 49.1 2.61 (2.40-2.85) 2.46 (2.26-2.69)

Income (deciles)

≤ 2 (low) 491 18,753 26.2 1.00 1.00

3 – 5  550 23,066 23.8 0.91 (0.81-1.03) 0.97 (0.86-1.10)

6 – 8 627 27,725 22.6 0.86 (0.77-0.97) 0.95 (0.85-1.07)

9 – 10 (high) 699 29,362 23.8 0.91 (0.81-1.02) 0.94 (0.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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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isk of Alzheimer’s dementi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Women

Event

(2,367)

Person-years

(98,906)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BMI (kg/m2)

< 18.5 73 2,299 31.8 1.19 (0.94-1.52) 1.13 (0.89-1.43)

18.5 – 22.9 825 30,846 26.7 1.00 1.00

23.0 – 24.9 560 25,499 22.0 0.82 (0.74-0.91) 0.85 (0.77-0.95)

≥ 25.0 909 40,262 22.6 0.84 (0.77-0.93) 0.86 (0.78-0.95)

Smoking status

Non-smoker 2,282 96,459 23.7 1.00 1.00

Current smoker 85 2,447 34.7 1.49 (1.20-1.85) 1.32 (1.06-1.65)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2,139 89,209 24.0 1.03 (0.89-1.20) 1.01 (0.87-1.17)

Moderate drinker 195 8,397 23.2 1.00 1.00

Heavy drinker 33 1,300 25.4 1.09 (0.76-1.58) 0.96 (0.66-1.39)

Regular exercise

Yes 541 27,915 19.4 1.00 1.00

No 1,826 70,991 25.7 1.33 (1.21-1.46) 1.25 (1.13-1.38)

Hypertension

No 1,434 65,587 21.9 1.00 1.00

Yes 933 33,320 28.0 1.29 (1.18-1.40) 1.24 (1.14-1.36)

Diabetes mellitus

No 1,998 87,516 22.8 1.00 1.00

Yes 369 11,390 32.4 1.43 (1.28-1.59) 1.43 (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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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isk of Alzheimer’s dementi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Women

Event

(2,367)

Person-years

(98,906)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Dyslipidemia

No 2,141 88,428 24.2 1.00 1.00

Yes 226 10,478 21.6 0.89 (0.78-1.02) 0.81 (0.71-0.94)

CIR: cumulative incidence rate,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aAll variables ar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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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혈관성 치매(a)의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다변량 분석에서

60 대와 비교하여 70 대에서 2.10(1.67-2.64)배 높았고, 체질량지수에 다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적절음주자에 비해 과음주자의 경우 1.48(1.10-1.98)배

높았으며, 주 1회 이상 운동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1.28(1.03-

1.58)배 높았다. 고혈압이 동반될 경우 1.43(1.14-1.79)배 높았다.

여성에서 혈관성 치매(a)의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다변량 분석에서

60 대와 비교하여 70 대에서 1.88(1.52-2.33)배 높았고, 체질량지수에 다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적절음주자에 비해 비음주자의 경우 0.62(0.47-0.83)배 낮았으며,

고혈압, 당뇨병이 동반될 경우 각각 1.35(1.10-1.65), 1.54(1.18-1.99)배 높았다.



４１

Table 7. Risk of vascular dementia (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Men

Event

(372)

Person-years

(105,917) CIR

Univariate Multivariatea

RR (95% CI) RR (95% CI)

Age (years)

60 – 69 261 88,920 2.9 1.00 1.00

70 – 79 111 16,997 6.5 2.26 (1.81-2.83) 2.10 (1.67-2.64)

Income (deciles)

≤ 2 (low) 67 20,013 3.3 1.00 1.00

3 – 5  102 25,713 4.0 1.18 (0.87-1.61) 1.12 (0.82-1.53)

6 – 8 96 29,874 3.2 0.96 (0.70-1.31) 0.91 (0.66-1.24)

9 – 10 (high) 107 30,317 3.5 1.05 (0.78-1.43) 0.96 (0.70-1.30)

BMI (kg/m2)

< 18.5 19 3,291 5.8 1.58 (0.98-2.54) 1.50 (0.93-2.42)

18.5 – 22.9 150 40,548 3.7 1.00 1.00

23.0 – 24.9 104 29,941 3.5 0.94 (0.73-1.20) 0.96 (0.74-1.24)

≥ 25.0 99 32,137 3.1 0.83 (0.64-1.07) 0.85 (0.65-1.10)

Smoking status

Non-smoker 260 75,019 3.5 1.00 1.00

Current smoker 112 30,898 3.6 1.05 (0.84-1.31) 1.05 (0.84-1.33)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68 47,657 3.5 1.18 (0.94-1.48) 1.07 (0.85-1.35)

Moderate drinker 132 43,931 3.0 1.00 1.00

Heavy drinker 72 14,329 5.0 1.68 (1.26-2.24) 1.48 (1.10-1.98)

Regular exercise

Yes 147 49,801 3.0 1.00 1.00

No 225 56,115 4.0 1.37 (1.11-1.68) 1.28 (1.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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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isk of vascular dementia (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Men

Event

(372)

Person-years

(105,917)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Hypertension

No 236 75,375 3.1 1.00 1.00

Yes 136 30,542 4.5 1.43 (1.16-1.76) 1.43 (1.14-1.79)

Diabetes mellitus

No 321 94,567 3.4 1.00 1.00

Yes 51 11,350 4.5 1.33 (0.99-1.79) 1.25 (0.92-1.70)

Dyslipidemia

No 341 98,292 3.5 1.00 1.00

Yes 31 7,625 4.1 1.17 (0.81-1.69) 1.07 (0.72-1.57)

Women

Event

(427)

Person-years

(102,852)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Age (years)

60 – 69 307 85,724 3.6 1.00 1.00

70 – 79 120 17,128 7.0 1.97 (1.60-2.44) 1.88 (1.52-2.33)

Income (deciles)

≤ 2 (low) 86 19,608 4.4 1.00 1.00

3 – 5  103 23,892 4.3 0.98 (0.74-1.31) 1.04 (0.78-1.38)

6 – 8 118 28,755 4.1 0.94 (0.71-1.23) 1.01 (0.76-1.34)

9 – 10 (high) 120 30,598 3.9 0.89 (0.68-1.18) 0.93 (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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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isk of vascular dementia (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Women

Event

(427)

Person-years

(102,852)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BMI (kg/m2)

< 18.5 12 2,414 5.0 1.17 (0.65-2.12) 1.15 (0.64-2.08)

18.5 – 22.9 137 32,235 4.3 1.00 1.00

23.0 – 24.9 111 26,393 4.2 0.99 (0.77-1.27) 0.99 (0.77-1.27)

≥ 25.0 167 41,810 4.0 0.94 (0.75-1.18) 0.91 (0.72-1.14)

Smoking status

Non-smoker 412 100,249 4.1 1.00 1.00

Current smoker 15 2,602 5.8 1.42 (0.85-2.37) 1.20 (0.71-2.03)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365 92,804 3.9 0.65 (0.48-0.86) 0.63 (0.47-0.84)

Moderate drinker 53 8,700 6.1 1.00 1.00

Heavy drinker 9 1,348 6.7 1.10 (0.54-2.22) 1.02 (0.50-2.06)

Regular exercise

Yes 101 28,815 3.5 1.00 1.00

No 326 74,037 4.4 1.26 (1.01-1.57) 1.23 (0.98-1.55)

Hypertension

No 247 67,992 3.6 1.00 1.00

Yes 180 34,860 5.2 1.43 (1.18-1.73) 1.35 (1.10-1.65)

Diabetes mellitus

No 352 90,843 3.9 1.00 1.00

Yes 75 12,009 6.2 1.62 (1.26-2.07) 1.54 (1.1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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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isk of vascular dementia (a)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Women

Event

(427)

Person-years

(102,852)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Dyslipidemia

No 376 91,989 4.1 1.00 1.00

Yes 51 10,863 4.7 1.15 (0.86-1.54) 1.00 (0.73-1.36)

CIR: cumulative incidence rate,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aAll variables ar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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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혈관성 치매(b)의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다변량 분석에서

60 대와 비교하여 70 대에서 2.15(1.79-2.58)배 높았고, 체질량지수에 다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8). 고혈압이 동반될 경우 1.49(1.24-1.78)배 높았다.

여성에서 혈관성 치매(b)의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다변량 분석에서

60 대와 비교하여 70 대에서 2.03(1.71-2.41)배 높았고, 체질량지수에 다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혈압, 당뇨병이 동반될 경우 각각 1.35(1.14-1.59), 1.29(1.03-

1.60)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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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isk of vascular dementia (b)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Men

Event

(585)

Person-years

(105,207) CIR

Univariate Multivariatea

RR (95% CI) RR (95% CI)

Age (years)

60 – 69 410 88,423 4.6 1.00 1.00

70 – 79 175 16,784 10.4 2.23 (1.87-2.66) 2.15 (1.79-2.58)

Income (deciles)

≤ 2 (low) 100 19,895 5.0 1.00 1.00

3 – 5  149 25,554 5.8 1.16 (0.90-1.50) 1.14 (0.88-1.46)

6 – 8 164 29,675 5.5 1.10 (0.86-1.41) 1.05 (0.82-1.35)

9 – 10 (high) 172 30,084 5.7 1.14 (0.89-1.46) 1.01 (0.79-1.30)

BMI (kg/m2)

< 18.5 23 3,266 7.0 1.33 (0.86-2.04) 1.29 (0.84-1.99)

18.5 – 22.9 213 40,328 5.3 1.00 1.00

23.0 – 24.9 169 29,731 5.7 1.08 (0.88-1.32) 1.08 (0.88-1.33)

≥ 25.0 180 31,883 5.6 1.07 (0.88-1.31) 1.06 (0.86-1.30)

Smoking status

Non-smoker 418 74,480 5.6 1.00 1.00

Current smoker 167 30,728 5.4 0.97 (0.81-1.16) 1.04 (0.86-1.25)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271 47,322 5.7 1.16 (0.97-1.38) 1.07 (0.89-1.28)

Moderate drinker 216 43,654 4.9 1.00 1.00

Heavy drinker 98 14,232 6.9 1.39 (1.09-1.76) 1.26 (0.99-1.61)

Regular exercise

Yes 252 49,477 5.1 1.00 1.00

No 333 55,731 6.0 1.17 (0.99-1.38) 1.14 (0.9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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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isk of vascular dementia (b)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Men

Event

(585)

Person-years

(105,207)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Hypertension

No 355 74,970 4.7 1.00 1.00

Yes 230 30,237 7.6 1.60 (1.36-1.89) 1.49 (1.24-1.78)

Diabetes mellitus

No 501 93,953 5.3 1.00 1.00

Yes 84 11,254 7.5 1.40 (1.11-1.76) 1.19 (0.94-1.52)

Dyslipidemia

No 526 97,685 5.4 1.00 1.00

Yes 59 7,523 7.8 1.46 (1.11-1.91) 1.23 (0.92-1.63)

Women

Event

(652)

Person-years

(102,030)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Age (years)

60 – 69 461 85,165 5.4 1.00 1.00

70 – 79 191 16,865 11.3 2.08 (1.75-2.46) 2.03 (1.71-2.41)

Income (deciles)

≤ 2 (low) 135 19,432 6.9 1.00 1.00

3 – 5  163 23,686 6.9 0.99 (0.79-1.25) 1.05 (0.83-1.32)

6 – 8 179 28,536 6.3 0.90 (0.72-1.13) 0.96 (0.77-1.21)

9 – 10 (high) 175 30,377 5.8 0.83 (0.66-1.04) 0.83 (0.6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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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isk of vascular dementia (b)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Women

Event

(652)

Person-years

(102,030)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BMI (kg/m2)

< 18.5 16 2,396 6.7 1.04 (0.63-1.73) 1.02 (0.61-1.70)

18.5 – 22.9 205 32,003 6.4 1.00 1.00

23.0 – 24.9 161 26,175 6.2 0.96 (0.78-1.18) 0.96 (0.78-1.18)

≥ 25.0 270 41,456 6.5 1.02 (0.85-1.22) 0.99 (0.82-1.19)

Smoking status

Non-smoker 630 99,450 6.3 1.00 1.00

Current smoker 22 2,580 8.5 1.34 (0.87-2.05) 1.20 (0.78-1.84)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574 92,049 6.2 0.80 (0.62-1.04) 0.79 (0.61-1.02)

Moderate drinker 67 8,644 7.8 1.00 1.00

Heavy drinker 11 1,337 8.2 1.06 (0.56-2.00) 0.98 (0.52-1.85)

Regular exercise

Yes 177 28,534 6.2 1.00 1.00

No 475 73,496 6.5 1.04 (0.88-1.24) 1.00 (0.84-1.19)

Hypertension

No 373 67,545 5.5 1.00 1.00

Yes 279 34,485 8.1 1.46 (1.25-1.71) 1.35 (1.14-1.59)

Diabetes mellitus

No 549 90,144 6.1 1.00 1.00

Yes 103 11,886 8.7 1.42 (1.15-1.75) 1.29 (1.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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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isk of vascular dementia (b)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Women

Event

(652)

Person-years

(102,030)

Univariate Multivariatea

CIR RR (95% CI) RR (95% CI)

Dyslipidemia

No 567 91,295 6.2 1.00 1.00

Yes 85 10,735 7.9 1.28 (1.02-1.60) 1.13 (0.89-1.44)

CIR: cumulative incidence rate,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aAll variables ar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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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따른 치매의 발생률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의 발생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카플란

마이어 생존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9, Figure 4). 남성에서는 전체 치매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의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6). 

사후검정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에 비해 5.1 – 10.0% 감소한

경우, 10.1 – 15.0% 감소한 경우, > 15.0% 감소한 경우, 10.1 – 15.0% 증가한 경우, > 

15.0% 증가한 경우 치매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a)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관성 치매(b)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 = 0.005), 사후검정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에 비해 5.1 –

10.0% 감소한 경우, 10.1 – 15.0% 감소한 경우, > 15.0% 감소한 경우, 5.1 – 10.0% 

증가한 경우, 10.1 – 15.0% 증가한 경우, > 15.0% 증가한 경우 치매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여성에서는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a), 혈관성 치매(b) 모두에서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의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사후검정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에 비해 5.1 – 10.0% 감소한 경우, 10.1 – 15.0% 감소한 경우, > 15.0%

감소한 경우, 10.1 – 15.0% 증가한 경우, > 15.0% 증가한 경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혈관성 치매(a)의 경우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에 비해 > 15.0% 감소한 경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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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ncidence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Men Women

Event, N Person-years CIR Event, N Person-years CIR

All cause dementia

Decrease of > 15.0% 14 659 21.2 43 1025 42.0

Decrease of 10.1-15.0% 52 1842 28.2 95 2594 36.6

Decrease of 5.1-10.0% 251 11600 21.6 365 12556 29.1

Stable (±5.0%) 1,376 75966 18.1 1,690 67641 25.0

Increase of 5.1-10.0% 187 9801 19.1 274 10650 25.7

Increase of 10.1-15.0% 42 1941 21.6 82 2472 33.2

Increase of > 15.0% 24 1027 23.4 50 1260 39.7

Alzheimer’s dementia

Decrease of > 15.0% 11 670 16.4 38 1034 36.8

Decrease of 10.1-15.0% 39 1865 20.9 91 2614 34.8

Decrease of 5.1-10.0% 220 11682 18.8 335 12653 26.5

Stable (±5.0%) 1,203 76364 15.8 1,543 68107 22.7

Increase of 5.1-10.0% 162 9869 16.4 240 10728 22.4

Increase of 10.1-15.0% 35 1955 17.9 77 2485 31.0

Increase of > 15.0% 18 1034 17.4 43 1285 33.5

Vascular dementia (a)

Decrease of > 15.0% 4 676 5.9 12 1091 11.0

Decrease of 10.1-15.0% 11 1923 5.7 12 2789 4.3

Decrease of 5.1-10.0% 47 12012 3.9 62 13190 4.7

Stable (±5.0%) 259 78151 3.3 266 70713 3.8

Increase of 5.1-10.0% 37 10092 3.7 57 11110 5.1

Increase of 10.1-15.0% 11 2005 5.5 11 2595 4.2

Increase of > 15.0% 3 1053 2.8 7 136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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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ncidence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continued)

Men Women

Event, N Person-years CIR Event, N Person-years CIR

Vascular dementia (b)

Decrease of > 15.0% 8 661 12.1 17 1070 15.9

Decrease of 10.1-15.0% 17 1913 8.9 19 2763 6.9

Decrease of 5.1-10.0% 82 11890 6.9 96 13097 7.3

Stable (±5.0%) 393 77720 5.1 422 70137 6.0

Increase of 5.1-10.0% 65 9985 6.5 76 11022 6.9

Increase of 10.1-15.0% 14 2000 7.0 14 2584 5.4

Increase of > 15.0% 6 1039 5.8 8 1358 5.9

CIR: cumulative incide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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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plan-Meier curves for dementia-free survival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 Men

i. All cause dementia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as significant in stable vs. decrease of 5.1-10.0% (p = 0.033), stable vs. 
decrease of 10.1-15.0% (p = 0.004), stable vs. decrease of >15.0% (p = 0.031), stable vs. increase of 
10.1-15.0% (p = 0.034), and stable vs. increase of >15.0% (p = 0.023).

ii. Alzheimer’s dementia

Log rank p value = 0.006

Log rank p value = 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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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plan-Meier curve for dementia-free survival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continued)

iii. Vascular dementia (a)

iv. Vascular dementia (b)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as significant in stable vs. decrease of 5.1-10.0% (p = 0.018), stable vs. 
decrease of 10.1-15.0% (p = 0.003), stable vs. decrease of >15.0% (p = 0.002), stable vs. increase of 
5.1-10.0% (p = 0.042), stable vs. increase of 10.1-15.0% (p = 0.009), and stable vs. increase of >15.0% 
(p = 0.011).

Log rank p value = 0.005

Log rank p value =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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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plan-Meier curve for dementia-free survival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continued)

(B) Women

i. All cause dementia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as significant in stable vs. decrease of 5.1-10.0% (p = 0.004), stable vs. 
decrease of 10.1-15.0% (p < 0.001), stable vs. decrease of >15.0% (p < 0.001), stable vs. increase of 
10.1-15.0% (p < 0.001), and stable vs. increase of >15.0% (p < 0.001).

ii. Alzheimer’s dementia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as significant in stable vs. decrease of 5.1-10.0% (p = 0.010), stable vs.
decrease of 10.1-15.0% (p < 0.001), stable vs. decrease of >15.0% (p < 0.001), stable vs. increase of 
10.1-15.0% (p = 0.001), and stable vs. increase of >15.0% (p = 0.001).

Log rank p value < 0.001

Log rank p value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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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plan-Meier curves for dementia-free survival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continued)

iii. Vascular dementia (a)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as significant in stable vs. decrease of >15.0% (p = 0.011).

iv. Vascular dementia (b)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ere not significant.

Log rank p value = 0.004

Log rank p value =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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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의 발생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카플란

마이어 생존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0, Figure 5). 남성에서는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의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전체 치매의 경우 사후검정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에 비해 5.1 – 10.0% 감소한 경우, 10.1 – 15.0% 감소한 경우, > 15.0%

감소한 경우, 10.1 – 15.0% 증가한 경우, > 15.0% 증가한 경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사후검정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에 비해 10.1 – 15.0% 감소한 경우, 10.1 – 15.0% 증가한 경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혈관성 치매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에서는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의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전체 치매의 경우 사후검정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에 비해 5.1 – 10.0% 감소한 경우, 10.1 – 15.0% 감소한

경우, > 15.0% 감소한 경우, 5.1 – 10.0% 증가한 경우, 10.1 – 15.0% 증가한 경우, > 

15.0% 증가한 경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체중 변화가 5.1 – 10.0% 감소한 경우

및 10.1 – 15.0% 감소한 경우와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 모두 발생 위험이 낮았다 (p < 

0.05).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에 비해 5.1

– 10.0% 감소한 경우, 10.1 – 15.0% 감소한 경우, > 15.0% 감소한 경우, 5.1 -10.0% 

증가한 경우, 10.1 – 15.0% 증가한 경우, > 15.0% 증가한 경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체중 변화가 5.1 – 10.0% 감소한 경우와 비교하여 >15.0% 감소한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증가할 경우 발생 위험이 낮았다. 체중 변화가 10.1 – 15.0% 감소한

경우와 비교하여 증가할 경우 발생 위험이 모두 낮았다 (p < 0.05). 혈관성 치매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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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Incidence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Men Women

Event, N Person-years CIR Event, N Person-years CIR

All cause dementia

Decrease of > 15.0% 29 1,004 28.9 63 1,344 46.9

Decrease of 10.1-15.0% 69 2,764 25.0 139 3,381 41.1

Decrease of 5.1-10.0% 283 13,336 21.2 431 13,485 32.0

Stable (±5.0%) 1,225 68,433 17.9 1,493 61,979 24.1

Increase of 5.1-10.0% 233 12,729 18.3 316 12,639 25.0

Increase of 10.1-15.0% 76 3,191 23.8 100 3,693 27.1

Increase of > 15.0% 31 1,379 22.5 57 1,678 34.0

Alzheimer’s dementia

Decrease of > 15.0% 19 1,020 18.6 56 1,360 41.2

Decrease of 10.1-15.0% 60 2,782 21.6 126 3,409 37.0

Decrease of 5.1-10.0% 245 13,426 18.2 405 13,592 29.8

Stable (±5.0%) 1,071 68,805 15.6 1,354 62,410 21.7

Increase of 5.1-10.0% 200 12,803 15.6 284 12,723 22.3

Increase of 10.1-15.0% 69 3,205 21.5 91 3,716 24.5

Increase of > 15.0% 24 1,398 17.2 51 1,697 30.1

Vascular dementia (a)

Decrease of > 15.0% 7 1,042 6.7 9 1,464 6.1

Decrease of 10.1-15.0% 10 2,880 3.5 22 3,630 6.1

Decrease of 5.1-10.0% 48 13,843 3.5 65 14,293 4.5

Stable (±5.0%) 243 70,327 3.5 258 64,620 4.0

Increase of 5.1-10.0% 48 13,080 3.7 54 13,195 4.1

Increase of 10.1-15.0% 8 3,330 2.4 13 3,853 3.4

Increase of > 15.0% 8 1,415 5.7 6 1,79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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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Incidence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continued)

Men Women

Event, N Person-years CIR Event, N Person-years CIR

Vascular dementia (b)

Decrease of > 15.0% 12 1,026 11.7 13 1,453 8.9

Decrease of 10.1-15.0% 17 2,862 5.9 34 3,592 9.5

Decrease of 5.1-10.0% 80 13,724 5.8 100 14,167 7.1

Stable (±5.0%) 372 69,917 5.3 396 64,115 6.2

Increase of 5.1-10.0% 80 12,964 6.2 76 13,092 5.8

Increase of 10.1-15.0% 13 3,309 3.9 25 3,819 6.5

Increase of > 15.0% 11 1,406 7.8 8 1,792 4.5

CIR: cumulative incide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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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aplan-Meier curves for dementia-free survival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A) Men

i. All cause dementia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as significant in stable vs. decrease of 5.1-10.0% (p = 0.025), stable vs. 
decrease of 10.1-15.0% (p = 0.004), stable vs. decrease of >15.0% (p = 0.005), stable vs. increase of 
10.1-15.0% (p = 0.006), and stable vs. increase of >15.0% (p = 0.014).

ii. Alzheimer’s dementia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as significant in stable vs. decrease of 10.1-15.0% (p = 0.041) and stable 
vs. increase of 10.1-15.0% (p = 0.037).

Log rank p value < 0.001

Log rank p value =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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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aplan-Meier curves for dementia-free survival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continued)

iii. Vascular dementia (a)

iv. Vascular dementia (b)

Log rank p value = 0.385

Log rank p value = 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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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aplan-Meier curves for dementia-free survival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continued)

(B) Women

i. All cause dementia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as significant in stable vs. decrease of 5.1-10.0% (p < 0.001), stable vs. 
decrease of 10.1-15.0% (p < 0.001), stable vs. decrease of >15.0% (p < 0.001), stable vs. increase of 
5.1-10.0% (p = 0.007), stable vs. increase of 10.1-15.0% (p < 0.001), stable vs. increase of >15.0% (p
< 0.001), decrease of 5.1-10.0% vs. increase of 5.1-10.0% (p = 0.08), decrease of 5.1-10.0% vs. increase 
of 10.1-15.0% (p = 0.010), decrease of 5.1-10.0% vs. increase of >15.0% (p = 0.023), decrease of 10.1-
15.0% vs. increase of 5.1-10.0% (p = 0.013), decrease of 10.1-15.0% vs. increase of 10.1-15.0% (p = 
0.010), and decrease of 10.1-15.0% vs. increase of >15.0% (p = 0.026).

Log rank p value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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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aplan-Meier curves for dementia-free survival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continued)

ii. Alzheimer’s dementia

P-values from the Sidak test was significant in stable vs. decrease of 5.1-10.0% (p < 0.001), stable vs. 
decrease of 10.1-15.0% (p < 0.001), stable vs. decrease of >15.0% (p < 0.001), stable vs. increase of 
5.1-10.0% (p = 0.011), stable vs. increase of 10.1-15.0% (p < 0.001), stable vs. increase of >15.0% (p 
< 0.001), decrease of 5.1-10.0% vs. decrease of >15.0% (p = 0.031), decrease of 5.1-10.0% vs. increase 
of 5.1-10.0% (p = 0.001), decrease of 5.1-10.0% vs. increase of 10.1-15.0% (p = 0.001), decrease of 
5.1-10.0% vs. increase of >15.0% (p = 0.003), decrease of 10.1-15.0% vs. increase of 5.1-10.0% (p = 
0.012), decrease of 10.1-15.0% vs. increase of 10.1-15.0% (p = 0.021), and decrease of 10.1-15.0% vs. 
increase of >15.0% (p = 0.037).

Log rank p value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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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aplan-Meier curves for dementia-free survival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continued)

iii. Vascular dementia (a)

iv. Vascular dementia (b)

Log rank p value = 0.369

Log rank p value =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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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의 다변량분석

2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Table 11). 연령,

소득, 처음 체질량지수,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신체활동 정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 남성에서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5.1 – 10.0% 

감소한 경우 1.41(1.07-1.86)로 높았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혈관성 치매(a)의 경우에도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혈관성

치매(b)의 경우 5.1 – 10.0% 감소한 경우 1.31(1.03-1.66)으로 높았고, > 15.0% 감소한

경우 2.36(1.17-4.77)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5.1 – 10.0% 감소한 경우

1.14(1.02-1.28), 10.1 – 15.0% 감소한 경우 1.37(1.12-1.69), > 15.0% 감소한 경우

1.57(1.16-2.12)로 높았으며,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상대위험도가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1).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14(1.02-1.29), 10.1 – 15.0% 감소한 경우 1.44(1.17-1.79), > 15.0% 감소한 경우

1.51(1.09-2.09)로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상대위험도가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1). 혈관성 치매(a) 발생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 

15.0% 감소한 경우 2.77(1.55-4.96)배 높았고, 혈관성 치매(b)의 발생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 15.0% 감소한 경우 2.50(1.54-4.07)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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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ll cause 

dementia

AD VD (a) VD (b)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RR (95% CI) a

Men

P for trendb 0.007 0.085 0.048 < 0.001

Decrease of > 15.0% 1.14 (0.67-1.92) 1.00 (0.55-1.82) 1.80 (0.67-4.85) 2.36 (1.17-4.77)

Decrease of 10.1-15.0% 1.41 (1.07-1.86) 1.21 (0.88-1.66) 1.58 (0.86-2.90) 1.59 (0.98-2.59)

Decrease of 5.1-10.0% 1.13 (0.99-1.30) 1.14 (0.98-1.31) 1.15 (0.84-1.57) 1.31 (1.03-1.66)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6 (0.82-1.12) 0.95 (0.80-1.12) 1.00 (0.71-1.42) 1.24 (0.95-1.62)

Increase of 10.1-15.0% 1.04 (0.77-1.42) 1.00 (0.71-1.40) 1.42 (0.77-2.62) 1.33 (0.77-2.27)

Increase of > 15.0% 1.01 (0.67-1.52) 0.88 (0.55-1.41) 0.65 (0.21-2.05) 1.01 (0.45-2.29)

P for trendc 0.738 0.469 0.861 0.121

Women

P for trendb < 0.001 < 0.001 0.005 0.003

Decrease of > 15.0% 1.57 (1.16-2.12) 1.51 (1.09-2.09) 2.77 (1.55-4.96) 2.50 (1.54-4.07)

Decrease of 10.1-15.0% 1.37 (1.12-1.69) 1.44 (1.17-1.79) 1.07 (0.60-1.91) 1.07 (0.67-1.69)

Decrease of 5.1-10.0% 1.14 (1.02-1.28) 1.14 (1.02-1.29) 1.23 (0.93-1.62) 1.19 (0.96-1.49)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8 (0.86-1.11) 0.94 (0.82-1.08) 1.31 (0.98-1.75) 1.12 (0.88-1.44)

Increase of 10.1-15.0% 1.14 (0.91-1.42) 1.17 (0.93-1.47) 1.01 (0.55-1.85) 0.82 (0.48-1.41)

Increase of > 15.0% 1.26 (0.94-1.68) 1.17 (0.86-1.59) 1.16 (0.54-2.49) 0.86 (0.43-1.75)

P for trendc 0.356 0.696 0.143 0.877

BMI: body mass index, AD: Alzheimer’s dementia, VD: vascular dementia,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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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for trend is presented for “stable” to decreasing direction.

cP for trend is presented for “stable” to increas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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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Table 12). 연령,

소득, 처음 체질량지수,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신체활동 정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 남성에서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5.1 – 10.0% 

감소한 경우 1.14(1.01-1.30), 10.1 – 15.0% 감소한 경우 1.33(1.04-1.70), > 15.0%

감소한 경우 1.53(1.06-2.21)로 높았으며,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상대위험도가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1).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10.1

– 15.0% 감소한 경우 1.33(1.02-1.72)로 높았다. 혈관성 치매(a)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와 발생 위험의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혈관성 치매(b)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 15.0% 감소한 경우 2.06(1.16-3.66)으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5.1 – 10.0% 감소한 경우

1.27(1.14-1.41), 10 - 15% 감소한 경우 1.60(1.35-1.91), > 15% 감소한 경우 1.72(1.34-

2.22)로 높았으며,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상대위험도가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1).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31(1.17-1.46), 10.1 – 15.0% 감소한 경우 1.60(1.33-1.92), > 15.0% 감소한 경우

1.68(1.29-2.20)로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상대위험도가

증가하였다 (p for trend < 0.001). 혈관성 치매(a, b 모두)의 경우에 체질량지수 변화와

발생 위험의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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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All cause 

dementia

AD VD (a) VD (b)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RR (95% CI) a

Men

P for trendb < 0.001 0.017 0.449 0.123

Decrease of > 15.0% 1.53 (1.06-2.21) 1.14 (0.73-1.80) 1.91 (0.90-4.05) 2.06 (1.16-3.66)

Decrease of 10.1-15.0% 1.33 (1.04-1.70) 1.33 (1.02-1.72) 0.98 (0.52-1.85) 1.05 (0.65-1.71)

Decrease of 5.1-10.0% 1.14 (1.01-1.30) 1.13 (0.98-1.30) 0.99 (0.72-1.34) 1.05 (0.83-1.34)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8 (0.85-1.12) 0.96 (0.83-1.12) 1.00 (0.73-1.36) 1.16 (0.91-1.48)

Increase of 10.1-15.0% 1.16 (0.92-1.46) 1.21 (0.94-1.55) 0.60 (0.30-1.22) 0.71 (0.41-1.24)

Increase of > 15.0% 0.98 (0.69-1.41) 0.88 (0.58-1.32) 1.25 (0.61-2.55) 1.31 (0.71-2.41)

P for trendc 0.884 0.959 0.629 0.609

Women

P for trendb < 0.001 < 0.001 0.081 0.045

Decrease of > 15.0% 1.72 (1.34-2.22) 1.68 (1.29-2.20) 1.40 (0.72-2.73) 1.29 (0.74-2.25)

Decrease of 10.1-15.0% 1.60 (1.35-1.91) 1.60 (1.33-1.92) 1.42 (0.92-2.20) 1.42 (0.99-2.01)

Decrease of 5.1-10.0% 1.27 (1.14-1.41) 1.31 (1.17-1.46) 1.09 (0.83-1.43) 1.09 (0.87-1.36)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9 (0.88-1.12) 0.98 (0.87-1.12) 0.98 (0.73-1.32) 0.92 (0.72-1.18)

Increase of 10.1-15.0% 0.99 (0.81-1.22) 1.00 (0.80-1.23) 0.76 (0.43-1.33) 0.99 (0.66-1.50)

Increase of > 15.0% 1.15 (0.88-1.51) 1.13 (0.85-1.50) 0.72 (0.32-1.62) 0.66 (0.33-1.34)

P for trendc 0.859 0.979 0.495 0.409

BMI: body mass index, AD: Alzheimer’s dementia, VD: vascular dementia,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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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for trend is presented for “stable” to decreasing direction.

cP for trend is presented for “stable” to increas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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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매의 위험인자에 따른 층화분석

1) 비흡연자와 흡연자에서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

비흡연자에서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Table 13). 다변량 분석에서 남성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와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흡연 여성의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5.1 – 10.0% 감소한 경우

1.14(1.01-1.27), 10.1 – 15.0% 감소한 경우 1.40(1.14-1.72), > 15.0% 감소한 경우

1.62(1.18-2.22)로 높았으며,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14(1.01-1.29), 10.1 – 15.0% 감소한 경우 1.47(1.19-1.82), > 15.0%

감소한 경우 1.59(1.14-2.22)로 높았다. 혈관성 치매 발생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 

15.0% 감소한 경우 2.81(1.53-5.15)배 높았다.

흡연자의 경우 남성에서 2년 동안의 체질량지수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10.1 – 15.0% 감소한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위험도가 1.74(1.02-2.98)로 높았고,

흡연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와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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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non-

smokers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1.19 (0.64-2.21) 1.09 (0.54-2.18) 2.03 (0.65-6.38)

Decrease of 10.1-15.0% 1.30 (0.93-1.81) 1.03 (0.69-1.53) 1.32 (0.62-2.81)

Decrease of 5.1-10.0% 1.10 (0.94-1.29) 1.09 (0.92-1.30) 1.03 (0.70-1.51)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3 (0.77-1.13) 0.89 (0.73-1.10) 0.93 (0.60-1.44)

Increase of 10.1-15.0% 0.98 (0.64-1.48) 0.98 (0.63-1.53) 1.13 (0.46-2.76)

Increase of > 15.0% 1.01 (0.60-1.69) 0.85 (0.47-1.56) 1.15 (0.36-3.64)

Women

Decrease of > 15.0% 1.62 (1.18-2.22) 1.59 (1.14-2.22) 2.81 (1.53-5.15)

Decrease of 10.1-15.0% 1.40 (1.14-1.72) 1.47 (1.19-1.82) 1.10 (0.62-1.97)

Decrease of 5.1-10.0% 1.14 (1.01-1.27) 1.14 (1.01-1.29) 1.24 (0.93-1.64)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8 (0.86-1.12) 0.95 (0.83-1.09) 1.32 (0.98-1.77)

Increase of 10.1-15.0% 1.18 (0.94-1.47) 1.21 (0.96-1.52) 1.04 (0.57-1.91)

Increase of > 15.0% 1.28 (0.95-1.72) 1.17 (0.85-1.61) 1.24 (0.58-2.65)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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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current 

smokers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1.07 (0.40-2.88) 0.88 (0.28-2.75) 1.52 (0.21-11.09)

Decrease of 10.1-15.0% 1.75 (1.06-2.89) 1.74 (1.02-2.98) 2.26 (0.82-6.20)

Decrease of 5.1-10.0% 1.23 (0.95-1.58) 1.25 (0.95-1.63) 1.47 (0.85-2.53)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1.01 (0.77-1.32) 1.06 (0.80-1.40) 1.16 (0.65-2.06)

Increase of 10.1-15.0% 1.15 (0.72-1.83) 1.04 (0.62-1.75) 1.83 (0.79-4.27)

Increase of > 15.0% 1.03 (0.53-1.20) 0.92 (0.43-1.95) N/A

Women

Decrease of > 15.0% 0.94 (0.29-3.09) 0.64 (0.15-2.69) 2.19 (0.26-18.40)

Decrease of 10.1-15.0% 0.52 (0.07-3.80) 0.54 (0.07-3.99) N/A

Decrease of 5.1-10.0% 1.26 (0.71-2.27) 1.26 (0.69-2.31) 1.15 (0.24-5.44)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3 (0.49-1.76) 0.72 (0.35-1.47) 1.11 (0.23-5.24)

Increase of 10.1-15.0% 0.30 (0.04-2.19) 0.33 (0.05-2.42) N/A

Increase of > 15.0% 0.92 (0.27-3.08) 0.96 (0.29-3.24) N/A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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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음주자, 적절음주자, 과음자에서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

비음주자에서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Table 15). 다변량 분석에서 남성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와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음주 여성의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 전체 치매 발생의 상대위험도(95% 신뢰구간)는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5.1 – 10.0% 감소한 경우

1.17(1.04-1.31), 10.1 – 15.0% 감소한 경우 1.30(1.04-1.63), > 15.0% 감소한 경우

1.51(1.09-2.09)로 높았으며,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16(1.02-1.31), 10.1 – 15.0% 감소한 경우 1.35(1.07-1.70), > 15.0%

감소한 경우 1.42(1.00-1.31)로 높았다. 혈관성 치매 발생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 

15.0% 감소한 경우 2.11(1.04-4.27)배 높았다.

적절음주자의 경우 남성에서 2년간 체질량지수가 10.1 – 15.0% 감소한 경우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전체 치매의 상대위험도가 1.65(1.04-2.61)로 높았고,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 15.0% 감소한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2.71(1.08-6.79),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가 11.21(3.79-33.17)로 높았다(Table 16).

과음자의 경우 남성에서 2년간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전체 치매의

상대위험도가 1.51(1.13-2.03),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위험도가 1.55(1.14-2.13)로

높았다(Table 17). 과음 여성에서는 체질량지수가 10.1 – 15.0% 감소한 경우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위험도가 6.38(2.14-19.05), 5.87(1.95-17.65)로 높았고,

5.1 – 10.0% 증가할 경우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의 상대위험도가

각각 3.81(1.58-9.17). 2.82(1.09-7.28), 8.32(1.56-44.45)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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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non-

drinkers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1.20 (0.60-2.41) 1.03 (0.46-2.31) 2.72 (0.86-8.61)

Decrease of 10.1-15.0% 1.32 (0.87-2.00) 1.25 (0.79-1.97) 1.35 (0.50-3.67)

Decrease of 5.1-10.0% 1.06 (0.87-1.28) 1.02 (0.83-1.26) 1.19 (0.76-1.87)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2 (0.74-1.15) 0.88 (0.70-1.12) 0.76 (0.43-1.36)

Increase of 10.1-15.0% 1.36 (0.91-2.03) 1.26 (0.81-1.96) 2.12 (0.98-4.60)

Increase of > 15.0% 0.99 (0.56-1.76) 0.74 (0.36-1.49) 1.49 (0.47-4.79)

Women

Decrease of > 15.0% 1.51 (1.09-2.09) 1.42 (1.00-1.31) 2.11 (1.04-4.27)

Decrease of 10.1-15.0% 1.30 (1.04-1.63) 1.35 (1.07-1.70) 0.95 (0.49-1.85)

Decrease of 5.1-10.0% 1.17 (1.04-1.31) 1.16 (1.02-1.31) 1.25 (0.93-1.68)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6 (0.84-1.10) 0.94 (0.81-1.09) 1.22 (0.88-1.68)

Increase of 10.1-15.0% 1.24 (0.98-1.55) 1.26 (0.99-1.59) 1.08 (0.57-2.04)

Increase of > 15.0% 1.33 (0.99-1.78) 1.22 (0.89-1.68) 1.28 (0.60-2.76)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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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moderate 

drinkers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0.81 (0.26-2.51) 0.93 (0.30-2.89) N/A

Decrease of 10.1-15.0% 1.65 (1.04-2.61) 1.37 (0.80-2.33) 1.72 (0.63-4.70)

Decrease of 5.1-10.0% 1.03 (0.81-1.32) 1.08 (0.83-1.39) 1.12 (0.66-1.91)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6 (0.74-1.26) 1.03 (0.77-1.36) 0.99 (0.54-1.82)

Increase of 10.1-15.0% 0.62 (0.32-1.20) 0.56 (0.27-1.20) 1.08 (0.34-3.45)

Increase of > 15.0% 1.31 (0.67-2.56) 1.21 (0.57-2.58) N/A

Women

Decrease of > 15.0% 2.33 (0.93-5.80) 2.71 (1.08-6.79) 11.21 (3.79-33.17)

Decrease of 10.1-15.0% 1.59 (0.83-3.04) 1.88 (0.98-3.61) 1.39 (0.33-5.89)

Decrease of 5.1-10.0% 1.00 (0.66-1.51) 1.13 (0.74-1.73) 1.25 (0.55-2.84)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4 (0.63-1.42) 0.78 (0.48-1.26) 1.38 (0.63-3.04)

Increase of 10.1-15.0% 0.34 (0.11-1.07) 0.40 (0.13-1.25) 0.60 (0.08-4.44)

Increase of > 15.0% 0.60 (0.15-2.43) 0.68 (0.17-2.77) N/A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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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heavy 

drinkers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1.67 (0.53-5.29) 1.12 (0.28-4.56) 3.87 (0.52-28.98)

Decrease of 10.1-15.0% 1.33 (0.70-2.52) 0.92 (0.41-2.07) 1.80 (0.56-5.81)

Decrease of 5.1-10.0% 1.51 (1.13-2.03) 1.55 (1.14-2.13) 0.96 (0.45-2.04)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1.04 (0.73-1.50) 0.99 (0.66-1.47) 1.46 (0.76-2.78)

Increase of 10.1-15.0% 1.11 (0.55-2.27) 1.16 (0.54-2.47) 0.59 (0.08-4.31)

Increase of > 15.0% 0.65 (0.21-2.04) 0.76 (0.24-2.42) N/A

Women

Decrease of > 15.0% 1.63 (0.19-14.17) 1.83 (0.21-16.25) N/A

Decrease of 10.1-15.0% 6.38 (2.14-19.05) 5.87 (1.95-17.65) 6.55 (0.54-79.10)

Decrease of 5.1-10.0% 0.19 (0.03-1.49) 0.21 (0.03-1.61) N/A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3.81 (1.58-9.17) 2.82 (1.09-7.28) 8.32 (1.56-44.45)

Increase of 10.1-15.0% 0.81 (0.08-7.69) 0.89 (0.10-8.15) N/A

Increase of > 15.0% N/A N/A N/A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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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과 하는 군에서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Table 18). 남성의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10.1 – 15.0% 감소한 경우 전체 치매의 상대위험도가

1.53(1.09-2.14)으로 증가하였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전체 치매의 상대위험도가 체질량지수가 10.1 –

15.0% 감소한 경우 1.49(1.19-1.86), > 15% 감소한 경우 1.75(1.28-2.38)로 높았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10.1 – 15.0% 감소한 경우 1.57(1.25-

1.98), > 15% 감소한 경우 1.72(1.24-2.38)로 높았다. 혈관성 치매의 상대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 15% 감소한 경우 3.09(1.72-5.55)로 높았다.

신체활동을 하는 군에서 남성의 경우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와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발생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9).

신체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1.43(1.14-1.79),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1.40(1.10-1.78)으로

증가하였고, 체질량지수가 5.1 – 10.0% 증가한 경우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가 1.77(1.03-

3.04)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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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those 

without regular exercise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1.19 (0.63-2.22) 1.06 (0.53-2.14) 2.10 (0.67-6.61)

Decrease of 10.1-15.0% 1.53 (1.09-2.14) 1.35 (0.92-1.99) 1.61 (0.75-3.44)

Decrease of 5.1-10.0% 1.15 (0.96-1.36) 1.15 (0.96-1.39) 1.15 (0.76-1.72)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1.01 (0.84-1.22) 0.98 (0.80-1.20) 1.11 (0.74-1.68)

Increase of 10.1-15.0% 1.08 (0.75-1.55) 1.01 (0.68-1.51) 1.68 (0.85-3.31)

Increase of > 15.0% 1.01 (0.63-1.63) 0.92 (0.54-1.57) 0.61 (0.15-2.49)

Women

Decrease of > 15.0% 1.75 (1.28-2.38) 1.72 (1.24-2.38) 3.09 (1.72-5.55)

Decrease of 10.1-15.0% 1.49 (1.19-1.86) 1.57 (1.25-1.98) 1.10 (0.58-2.08)

Decrease of 5.1-10.0% 1.07 (0.94-1.22) 1.09 (0.95-1.24) 1.17 (0.85-1.60)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4 (0.81-1.09) 0.89 (0.76-1.04) 1.18 (0.84-1.67)

Increase of 10.1-15.0% 1.19 (0.93-1.52) 1.22 (0.94-1.57) 1.07 (0.55-2.09)

Increase of > 15.0% 1.34 (0.98-1.83) 1.19 (0.85-1.68) 1.09 (0.44-2.67)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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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those with 

regular exercise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1.05 (0.39-2.82) 0.88 (0.28-2.76) 1.32 (0.18-9.50)

Decrease of 10.1-15.0% 1.24 (0.76-2.01) 0.99 (0.56-1.75) 1.51 (0.56-4.11)

Decrease of 5.1-10.0% 1.11 (0.89-1.37) 1.10 (0.88-1.38) 1.13 (0.69-1.84)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85 (0.64-1.12) 0.89 (0.67-1.19) 0.77 (0.40-1.49)

Increase of 10.1-15.0% 0.92 (0.50-1.68) 0.95 (0.50-1.79) 0.77 (0.19-3.19)

Increase of > 15.0% 1.03 (0.46-2.32) 0.77 (0.29-2.08) 0.80 (0.11-5.86)

Women

Decrease of > 15.0% 0.28 (0.04-2.01) N/A N/A

Decrease of 10.1-15.0% 0.93 (0.53-1.62) 0.94 (0.53-1.68) 0.92 (0.22-3.78)

Decrease of 5.1-10.0% 1.43 (1.14-1.79) 1.40 (1.10-1.78) 1.45 (0.83-2.56)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1.10 (0.85-1.43) 1.11 (0.84-1.46) 1.77 (1.03-3.04)

Increase of 10.1-15.0% 0.94 (0.56-1.58) 0.97 (0.57-1.66) 0.82 (0.20-3.38)

Increase of > 15.0% 1.02 (0.50-2.08) 1.16 (0.57-2.37) 1.46 (0.35-6.13)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８１

4) 고혈압이 없는 군과 있는 군에서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

고혈압이 없는 군에서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Table 20). 남성의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5.1 – 10.0% 감소한 경우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위험도가 1.24(1.06-1.46), 1.26(1.06-1.50)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19(1.03-1.37), 10.1 – 15.0% 

감소한 경우 1.44(1.10-1.87), > 15% 감소한 경우 1.54(1.04-2.27)로 증가하였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18(1.02-1.37), 

10.1 – 15.0% 감소한 경우 1.50(1.14-1.97)로 증가하였고,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 15% 이상 감소한 경우 3.67(1.86-7.25)로 증가하였다.

고혈압이 있는 군에서는 남녀 모두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의 연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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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those 

without hypertension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0.84 (0.42-1.69) 0.72 (0.32-1.61) 1.91 (0.61-6.01)

Decrease of 10.1-15.0% 1.35 (0.94-1.20) 1.15 (0.76-1.72) 1.95 (0.95-3.97)

Decrease of 5.1-10.0% 1.24 (1.06-1.46) 1.26 (1.06-1.50) 1.35 (0.93-1.97)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1.00 (0.84-1.21) 0.99 (0.81-1.20) 1.14 (0.76-1.73)

Increase of 10.1-15.0% 0.91 (0.61-1.35) 0.83 (0.53-1.29) 1.21 (0.53-2.75)

Increase of > 15.0% 1.19 (0.75-1.91) 0.99 (0.57-1.72) 1.07 (0.34-3.38)

Women

Decrease of > 15.0% 1.54 (1.04-2.27) 1.47 (0.97-2.22) 3.67 (1.86-7.25)

Decrease of 10.1-15.0% 1.44 (1.10-1.87) 1.50 (1.14-1.97) 0.99 (0.44-2.24)

Decrease of 5.1-10.0% 1.19 (1.03-1.37) 1.18 (1.02-1.37) 1.37 (0.96-1.94)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8 (0.83-1.16) 0.94 (0.79-1.12) 1.35 (0.93-1.97)

Increase of 10.1-15.0% 1.19 (0.89-1.59) 1.29 (0.96-1.72) 0.67 (0.25-1.81)

Increase of > 15.0% 1.39 (0.96-2.01) 1.32 (0.88-1.96) 1.20 (0.44-3.31)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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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those with 

hypertension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2.13 (0.95-4.79) 1.90 (0.79-4.61) 1.68 (0.23-12.09)

Decrease of 10.1-15.0% 1.54 (0.98-2.40) 1.33 (0.80-2.23) 1.05 (0.33-3.32)

Decrease of 5.1-10.0% 0.94 (0.73-1.20) 0.89 (0.68-1.17) 0.87 (0.50-1.53)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84 (0.63-1.11) 0.84 (0.62-1.14) 0.74 (0.39-1.44)

Increase of 10.1-15.0% 1.30 (0.79-2.12) 1.32 (0.78-2.22) 1.81 (0.73-4.53)

Increase of > 15.0% 0.63 (0.28-1.43) 0.62 (0.25-1.51) N/A

Women

Decrease of > 15.0% 1.59 (0.98-2.58) 1.54 (0.92-2.58) 1.61 (0.51-5.09)

Decrease of 10.1-15.0% 1.29 (0.92-1.79) 1.36 (0.97-1.91) 1.17 (0.51-2.65)

Decrease of 5.1-10.0% 1.06 (0.88-1.28) 1.09 (0.90-1.32) 1.04 (0.66-1.63)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8 (0.79-1.20) 0.93 (0.75-1.16) 1.28 (0.81-2.00)

Increase of 10.1-15.0% 1.04 (0.73-1.48) 0.99 (0.68-1.44) 1.41 (0.65-3.05)

Increase of > 15.0% 1.08 (0.69-1.71) 0.97 (0.60-1.59) 1.10 (0.35-3.53)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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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뇨병이 없는 군과 있는 군에서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

당뇨병이 없는 군에서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Table 22).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18(1.04-1.34), 10.1 – 15.0% 감소한 경우 1.40(1.12-1.75), > 15% 감소한 경우

1.64(1.19-2.26)로 증가하였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21(1.06-1.37), 10.1 – 15.0% 감소한 경우 1.46(1.16-1.84), > 15% 감소한

경우 1.62(1.15-2.26)로 증가하였고,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 15% 이상

감소한 경우 3.01(1.63-5.54), 5.1 – 10.0% 증가한 경우 1.39(1.02-1.90)로 증가하였다.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는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10.1 – 15.0% 감소한 경우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2.30(1.24-4.25)배 증가하였다(Table 23).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의 연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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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those 

without diabetes mellitus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1.16 (0.66-2.05) 0.97 (0.50-1.88) 2.17 (0.80-5.85)

Decrease of 10.1-15.0% 1.28 (0.94-1.75) 1.15 (0.81-1.63) 1.32 (0.65-2.69)

Decrease of 5.1-10.0% 1.12 (0.97-1.30) 1.14 (0.97-1.33) 1.10 (0.78-1.55)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1.00 (0.85-1.18) 1.00 (0.84-1.19) 1.07 (0.75-1.54)

Increase of 10.1-15.0% 1.09 (0.79-1.51) 1.03 (0.72-1.47) 1.43 (0.76-2.72)

Increase of > 15.0% 1.07 (0.70-1.64) 0.96 (0.59-1.56) 0.72 (0.23-2.28)

Women

Decrease of > 15.0% 1.64 (1.19-2.26) 1.62 (1.15-2.26) 3.01 (1.63-5.54)

Decrease of 10.1-15.0% 1.40 (1.12-1.75) 1.46 (1.16-1.84) 1.10 (0.58-2.07)

Decrease of 5.1-10.0% 1.18 (1.04-1.34) 1.21 (1.06-1.37) 1.21 (0.89-1.66)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6 (0.84-1.11) 0.91 (0.78-1.06) 1.39 (1.02-1.90)

Increase of 10.1-15.0% 1.16 (0.91-1.47) 1.19 (0.93-1.53) 1.13 (0.60-2.14)

Increase of > 15.0% 1.29 (0.95-1.76) 1.16 (0.83-1.63) 1.27 (0.56-2.89)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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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those with 

diabetes mellitus

All caus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a)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0.99 (0.24-4.01) 1.16 (0.28-4.69) N/A

Decrease of 10.1-15.0% 2.30 (1.24-4.25) 1.71 (0.80-3.66) 3.08 (0.93-10.14)

Decrease of 5.1-10.0% 1.25 (0.89-1.77) 1.17 (0.80-1.71) 1.50 (0.69-3.23)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66 (0.41-1.08) 0.63 (0.37-1.08) 0.43 (0.10-1.81)

Increase of 10.1-15.0% 0.52 (0.16-1.68) 0.64 (0.20-2.08) 0.76 (0.09-6.46)

Increase of > 15.0% 0.59 (0.14-2.40) 0.34 (0.05-2.44) N/A

Women

Decrease of > 15.0% 1.01 (0.38-2.72) 0.81 (0.26-2.54) 1.34 (0.18-9.79)

Decrease of 10.1-15.0% 1.23 (0.72-2.12) 1.38 (0.80-2.38) 0.92 (0.22-3.83)

Decrease of 5.1-10.0% 0.96 (0.73-1.28) 0.87 (0.63-1.18) 1.29 (0.71-2.34)

Stable (±5.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1.12 (0.81-1.54) 1.13 (0.81-1.58) 0.97 (0.43-2.18)

Increase of 10.1-15.0% 0.98 (0.53-1.80) 0.98 (0.52-1.86) 0.40 (0.05-2.98)

Increase of > 15.0% 1.05 (0.49-2.24) 1.16 (0.54-2.49) 0.73 (0.10-5.41)

BMI: body mass index,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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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매 발병에 대한 잠복 기간에 따른 민감도분석

치매 발병에 대한 잠복 기간을 4년, 5년으로 설정하여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잠복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할 경우 2012 년 1월 1일 이전 치매 진단 또는 사망자를

제외하게 되어 연구 집단의 크기는 43,544 명으로 줄어들었고, 5년으로 설정할 경우

2013 년 1월 1일 이전 치매 진단 또는 사망자를 제외하게 되어 연구 집단의 크기는

41,874 명으로 줄어들었다(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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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Incidence of dementia according to latent period

Latent period 3 years 4 years 5 years

Index date 2011.1.1. 2012.1.1. 2013.1.1.

Study population 45,076 43,544 41,874

N
Person-

years
CIR N

Person-

years
CIR N

Person-

years
CIR

Total

All cause dementia 4,545 201,035 22.6 3,821 156,776 24.4 2,986 114,132 26.2

AD 4,055 202,344 20.0 3,418 157,672 21.7 2,680 114,669 23.4

VD (a) 799 208,768 3.8 626 162,324 3.9 474 117,560 4.0

VD (b) 1,237 207,237 6.0 840 161,023 5.2 594 116,551 5.1

Men

All cause dementia 1,946 102,836 18.9 1,635 80,006 20.4 1,260 58,099 21.7

AD 1,688 103,438 16.3 1,418 80,437 17.6 1,101 58,347 18.9

VD (a) 372 105,917 3.5 300 82,220 3.6 227 59,456 3.8

VD (b) 585 105,207 5.6 412 81,614 5.0 287 58,981 4.9

Women

All cause dementia 2,599 98,199 26.5 2,186 76,770 28.5 1,726 56,033 30.8

AD 2,367 98,906 23.9 2,000 77,235 25.9 1,579 56,322 28.0

VD (a) 427 102,852 4.2 326 80,104 4.1 247 58,104 4.3

VD (b) 652 102,030 6.4 428 79,409 5.4 307 57,569 5.3

CIR: cumulative incidence rate, AD: Alzheimer’s dementia, VD: vascular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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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기간을 4년으로 두고 2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 위험의 연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5). 여성의 경우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16(1.02-1.31), 10.1 – 15.0% 감소한 경우 1.27(1.01-1.60), > 15% 감소한

경우 1.36(1.05-1.95)로 증가하였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17(1.03-1.33), 10.1 – 15.0% 감소한 경우 1.35(1.06-1.71), > 15% 

감소한 경우 1.35(1.03-1.97)로 증가하였다. 혈관성 치매(a)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 15% 

감소한 경우 2.57(1.26-5.22)배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혈관성 치매(b)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36(1.05-1.77)배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4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4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10.1 – 15.0% 감소한 경우 1.37(1.05-1.78), > 15% 감소한 경우

1.64(1.11-2.42)로 증가하였다(Table 26).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10.1 – 15.0% 감소한 경우 1.36(1.02-1.80)배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25(1.11-1.41), 10.1 – 15.0% 감소한

경우 1.54(1.27-1.87), > 15% 감소한 경우 1.62(1.22-2.16)로 증가하였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30(1.15-1.47), 10.1 – 15.0% 

감소한 경우 1.53(1.25-1.87), > 15% 감소한 경우 1.64(1.21-2.20)로 증가하였다.

혈관성 치매(b)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 15% 감소한 경우 1.98(1.11-3.55)배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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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43,544 

study participants (4 years of latent period)

All cause 

dementia

AD VD (a) VD (b)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0.96 (0.51-1.79) 1.00 (0.52-1.92) 1.08 (0.27-4.37) 1.23 (0.39-3.84)

Decrease of 10.1-15.0% 1.27 (0.92-1.75) 1.08 (0.75-1.57) 1.44 (0.71-2.93) 1.47 (0.81-2.69)

Decrease of 5.1-10.0% 1.13 (0.98-1.31) 1.14 (0.98-1.34) 1.18 (0.84-1.66) 1.21 (0.91-1.62)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6 (0.81-1.14) 0.96 (0.81-1.15) 1.04 (0.71-1.53) 1.19 (0.87-1.64)

Increase of 10.1-15.0% 1.10 (0.79-1.52) 1.02 (0.71-1.47) 1.45 (0.74-2.85) 1.58 (0.88-2.83)

Increase of > 15.0% 1.05 (0.68-1.62) 0.99 (0.61-1.60) 0.27 (0.04-1.97) 0.73 (0.23-2.29)

Women

Decrease of > 15.0% 1.36 (1.05-1.95) 1.35 (1.03-1.97) 2.57 (1.26-5.22) 1.90 (0.94-3.85)

Decrease of 10.1-15.0% 1.27 (1.01-1.60) 1.35 (1.06-1.71) 1.09 (0.56-2.13) 1.17 (0.67-2.04)

Decrease of 5.1-10.0% 1.16 (1.02-1.31) 1.17 (1.03-1.33) 1.25 (0.91-1.71) 1.36 (1.05-1.77)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9 (0.86-1.14) 0.94 (0.81-1.10) 1.36 (0.98-1.89) 1.08 (0.80-1.48)

Increase of 10.1-15.0% 1.13 (0.88-1.44) 1.15 (0.90-1.48) 0.96 (0.47-1.96) 0.81 (0.42-1.58)

Increase of > 15.0% 1.17 (0.85-1.62) 1.14 (0.81-1.60) 1.14 (0.46-2.79) 0.85 (0.35-2.07)

BMI: body mass index, AD: Alzheimer’s dementia, VD: vascular dementia,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９１

Table 26.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among 43,544 

study participants (4 years of latent period)

All cause 

dementia

AD VD (a) VD (b)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1.64 (1.11-2.42) 1.29 (0.81-2.06) 1.99 (0.88-4.50) 1.40 (0.62-3.14)

Decrease of 10.1-15.0% 1.37 (1.05-1.78) 1.36 (1.02-1.80) 0.98 (0.48-1.99) 1.02 (0.57-1.82)

Decrease of 5.1-10.0% 1.11 (0.96-1.28) 1.08 (0.93-1.26) 0.97 (0.69-1.38) 0.88 (0.65-1.19)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8 (0.84-1.14) 0.96 (0.81-1.13) 1.03 (0.73-1.45) 1.05 (0.78-1.41)

Increase of 10.1-15.0% 1.16 (0.90-1.50) 1.18 (0.90-1.55) 0.66 (0.31-1.41) 0.58 (0.29-1.18)

Increase of > 15.0% 0.86 (0.57-1.31) 0.91 (0.59-1.41) 0.99 (0.40-2.45) 1.16 (0.54-2.48)

Women

Decrease of > 15.0% 1.62 (1.22-2.16) 1.64 (1.21-2.20) 1.55 (0.73-3.30) 1.98 (1.11-3.55)

Decrease of 10.1-15.0% 1.54 (1.27-1.87) 1.53 (1.25-1.87) 1.53 (0.93-2.52) 1.48 (0.96-2.29)

Decrease of 5.1-10.0% 1.25 (1.11-1.41) 1.30 (1.15-1.47) 1.27 (0.94-1.71) 1.25 (0.96-1.63)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9 (0.87-1.13) 0.98 (0.85-1.12) 0.99 (0.70-1.39) 0.77 (0.55-1.08)

Increase of 10.1-15.0% 1.08 (0.87-1.33) 1.07 (0.86-1.34) 0.87 (0.47-1.61) 1.29 (0.82-2.03)

Increase of > 15.0% 1.15 (0.86-1.54) 1.15 (0.85-1.57) 0.83 (0.34-2.03) 0.77 (0.34-1.75)

BMI: body mass index, AD: Alzheimer’s dementia, VD: vascular dementia,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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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기간을 5년으로 두고 2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 위험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7). 여성의 경우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경우(±5.0%)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20(1.05-1.38), 10.1 – 15.0% 감소한 경우 1.26(1.00-1.65), > 15% 감소한

경우 1.53(1.05-2.25)로 증가하였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20(1.04-1.39), 10.1 – 15.0% 감소한 경우 1.33(1.01-1.74)로

증가하였다. 혈관성 치매(a)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52(1.08-

2.14)배, > 15% 감소한 경우 2.73(1.20-6.21)배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혈관성 치매(b)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68(1.25-2.26)배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4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 위험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8). 

여성의 경우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19(1.04-

1.36), 10.1 – 15.0% 감소한 경우 1.53(1.23-1.91), > 15% 감소한 경우 1.65(1.20-

2.28)로 증가하였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는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경우 1.24(1.08-1.42), 10.1 – 15.0% 감소한 경우 1.53(1.22-1.93), > 15% 감소한 경우

1.62(1.16-2.28)로 증가하였다. 혈관성 치매(b)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 15% 감소한 경우

2.35(1.24-4.45)배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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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2 years among 41,874 

study participants (5 years of latent period)

All cause 

dementia

AD VD (a) VD (b)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0.74 (0.33-1.65) 0.71 (0.29-1.71) 0.69 (0.10-4.96) 0.55 (0.08-3.91)

Decrease of 10.1-15.0% 1.29 (0.89-1.85) 1.18 (0.79-1.77) 1.66 (0.78-3.55) 1.50 (0.74-3.04)

Decrease of 5.1-10.0% 1.17 (0.99-1.38) 1.17 (0.98-1.40) 1.27 (0.87-1.86) 1.09 (0.76-1.56)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1 (0.74-1.10) 0.93 (0.75-1.14) 0.90 (0.56-1.43) 0.97 (0.65-1.47)

Increase of 10.1-15.0% 1.06 (0.72-1.56) 1.03 (0.68-1.57) 1.30 (0.57-2.96) 1.72 (0.88-3.39)

Increase of > 15.0% 1.32 (0.84-2.07) 1.21 (0.73-1.20) 0.37 (0.05-2.63) 1.07 (0.34-3.38)

Women

Decrease of > 15.0% 1.53 (1.05-2.25) 1.49 (0.99-2.23) 2.73 (1.20-6.21) 2.13 (0.94-4.81)

Decrease of 10.1-15.0% 1.26 (1.00-1.65) 1.33 (1.01-1.74) 1.18 (0.55-2.53) 1.21 (0.62-2.36)

Decrease of 5.1-10.0% 1.20 (1.05-1.38) 1.20 (1.04-1.39) 1.52 (1.08-2.14) 1.68 (1.25-2.26)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1.00 (0.86-1.17) 0.95 (0.80-1.12) 1.44 (0.99-2.08) 1.22 (0.86-1.74)

Increase of 10.1-15.0% 1.14 (0.87-1.50) 1.15 (0.87-1.53) 0.97 (0.43-2.20) 1.06 (0.52-2.15)

Increase of > 15.0% 1.13 (0.78-1.65) 1.10 (0.74-1.64) 0.93 (0.29-2.94) 0.52 (0.13-2.11)

BMI: body mass index, AD: Alzheimer’s dementia, VD: vascular dementia,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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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BMI changes over 4 years among 41,874 

study participants (5 years of latent period)

All cause 

dementia

AD VD (a) VD (b)

RR (95% CI)a RR (95% CI) a RR (95% CI) a RR (95% CI) a

Men

Decrease of > 15.0% 1.39 (0.86-2.24) 1.01 (0.56-1.83) 1.76 (0.65-4.76) 1.34 (0.50-3.60)

Decrease of 10.1-15.0% 1.22 (0.89-1.68) 1.23 (0.88-1.72) 0.80 (0.33-1.94) 0.86 (0.40-1.82)

Decrease of 5.1-10.0% 1.09 (0.93-1.28) 1.07 (0.90-1.27) 1.03 (0.70-1.52) 0.95 (0.67-1.36)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2 (0.77-1.10) 0.93 (0.77-1.12) 1.06 (0.72-1.56) 1.04 (0.73-1.48)

Increase of 10.1-15.0% 1.00 (0.74-1.37) 1.04 (0.75-1.44) 0.38 (0.12-1.18) 0.43 (0.16-1.16)

Increase of > 15.0% 0.92 (0.58-1.46) 1.00 (0.62-1.61) 0.79 (0.25-2.52) 1.25 (0.51-3.09)

Women

Decrease of > 15.0% 1.65 (1.20-2.28) 1.62 (1.16-2.28) 2.07 (0.97-4.44) 2.35 (1.24-4.45)

Decrease of 10.1-15.0% 1.53 (1.23-1.91) 1.53 (1.22-1.93) 1.55 (0.88-2.74) 1.43 (0.84-2.42)

Decrease of 5.1-10.0% 1.19 (1.04-1.36) 1.24 (1.08-1.42) 1.09 (0.75-1.56) 1.14 (0.83-1.58)

Stable (±5.0%) 1.00 1.00 1.00 1.00

Increase of 5.1-10.0% 0.98 (0.84-1.13) 0.96 (0.82-1.13) 0.89 (0.59-1.33) 0.75 (0.51-1.12)

Increase of 10.1-15.0% 1.07 (0.84-1.36) 1.07 (0.83-1.38) 1.00 (0.53-1.92) 1.36 (0.81-2.27)

Increase of > 15.0% 1.06 (0.76-1.50) 1.03 (0.72-1.48) 0.85 (0.31-2.32) 0.92 (0.37-2.25)

BMI: body mass index, AD: Alzheimer’s dementia, VD: vascular dementia,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for age, income, initial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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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1) 연구 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는 건강검진 수검자 중심의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 분석을

위해 2002~2003 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2002 년 12 월 31 일 기준 40 세~79 세의

건강보험 자격유지자 515만명의 10%인 약 51만명에 대한 2002~2015(14 년간)의 자격 및

소득정보, 병/의원 이용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요양기관 정보를 코호트 형식으로

구축한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연구용 데이터베이스이다.43 연구 대상자가 건강검진

수검자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 있다.55 또한, 건강검진 코호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연령대가 약간 낮다는 특징이 있다.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호트의 크기가

크고(514,886 명), 국가건강검진이 전국민에게 제공된다는 행정적인 특성 상 국내 인구

집단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56

2) 치매 정의에 대한 고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의 가장 큰 제한점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

를 위한 상병 코드에 의존하여 특정 질병의 유무를 정의한다는 점이다. 연구자인 임상

의사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병 코드가 연구자가 의도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서 특정 질환을 정의할 때는 해당 상병으로 수차례 이상 외래/입원 진료를 한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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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상병으로 외래/입원 진료를 하면서 관련 약물이 처방된 경우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해

질병을 정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병 코드와 약물의

조합을 사용하였다. MMSE 점수가 26점 이하, CDR 점수가 1점 이상,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만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s(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와 NMDA receptor 

antagonist(memantine)의 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상병 코드에 해당하면서 해

당 약물을 2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45,46 치매 상병 코드에 대해서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연구들을 참고하고, 신경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전체 치매는 ICD-10 상병 코드가 F00(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F01(vascular dementia), F02(dementia in othe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F03(unspecified dementia), G30(Alzheimer’s disease), 또는 G31(other degenerative 

diseases of nervous system, not elsewhere classified), 알츠하이머 치매는

F00(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또는 G30(Alzheimer’s disease), 혈관성 치매

는 F01(vascular dementia)로 정의하였다.41,42,44 혈관성 치매의 경우 해당 상병 코드가

들어가 있더라도 보험 급여 관계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또는

memantine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는 약 복용 여부

와 관계 없이 F01(vascular dementia) 상병으로 3회 이상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본 경

우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정의에 준해 분석할 경우 전체

45,076명의 연구 집단에서 전체 치매가 4,545명 발생하여, 약 10명 중 1명이 치매에 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추산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의

치매 유병률(2017년 기준으로 10%)과 유사하다.2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에 부합

할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로 나누어서 정의를 하였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혈관성 병리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정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각각의 정의에 모두 해당할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에 모두 포함이 되도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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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변량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연령, 소득수준, 흡연, 음주, 신체활동,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암을 공변량으로 사용하였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에 대한 정보는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에 있는 설문을 바탕으로 구하였다. 흡연 상태에 대해서는 평생 100 개비 이상

흡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never-smoker 를 정의할 수 없었고,

이에‘피우지 않는다’와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비흡연자로 분류하고, ‘현재도 피운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현재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음주 상태에 대해서는 음주 빈도와 1 회 음주량에 대한 설문을 이용하여 일주일

음주량을 계산하였는데, 음주 빈도와 1 회 음주량의 구간이 정밀하지 않아서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신체활동에 대한 문항은 ‘귀하는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안한다’, 

‘1~2회’, ‘3~4회’, ‘5~6회’, ‘거의 매일’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또한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IPAQ, GPAQ 등의 검증된 문진표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설문 작성 시 회상 오차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반질환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이면서 치매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다. 상병 코드에 의존한

진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3회 이상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본 경우로 정의하였다. 위 정의에 준해 분석했을 때 2002~2003 년

기준년도에서의 고혈압 유병률은 31.7%, 당뇨병 유병률은 11.4%,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8.8%로 확인되었으며, 2001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65세 이상 성인에서의

의사 진단 고혈압 유병률은 약 26%, 당뇨병 유병률은 약 1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57

4) 추적관찰 기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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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2~2003 년 기준년도로부터 2004~2005 년, 2006~2007 년의 체질량지수

변화 양상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처럼 시기별 변화를 평가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추적관찰 시작 시점을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유도기간(Induction period)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적관찰 기간을 계산한 연구도 있었고 (본 연구 기준으로 2011 년 1월

1일), 변화하는 변수 측정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적관찰 기간을 계산한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 기준으로 2007 년 12 월 31 일).41,42,44 본 연구에서는 역인과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측정 시점인 2007 년 12 월 31일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한 2011 년

1월 1일부터의 치매 발생을 측정하였고 추적관찰 시작 시점도 이에 맞추어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잠복 기간을 4년, 5년으로 1년씩 연장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도

결과값에 큰 차이가 없었다.

5) 체질량지수 변화 측정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체중 변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두 시점의 체질량지수의 차이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그

변화를 측정하였고, 백분율을 다시 5% 단위로 나누어서 해당 구간에 대한 치매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분석 방법으로,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따른 사망률 내지는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본 연구들에서도

사용되었다.41,42,49,50 5% 단위의 체질량지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의료

환경에서 임상적으로 체중이 어느 정도 증감했는지 연구 결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average successive 

variability(ASV), root mean square error(RMSE) of variation 등의 방법도 적용해볼

수 있다. ASV 는 연속적인 측정값에 대한 절대적 차이의 평균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RMSE 는 연속적인 측정값들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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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점에서 측정한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평균값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시점이 많을 경우 좀 더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2002-2003 년, 2004-2005 년 두 시점의 체질량지수를 비교하고, 2002-2003 년, 

2006-2007 년 두 시점의 체질량지수를 비교하였는데, 세 시점 이상의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동시에 평가하여 변동성을 보고자 할 경우 위의 방법들을 사용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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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 연구 대상자에서의 치매 발생

평균 4.5 년의 추적 기간 동안 전체 치매의 누적발생률(cumulative incidence rate)은

1000 인년 당 22.6 명(남자 18.9 명, 여자 26.5 명)이었고,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의 누적발생률은 1000 인년 당 각각 20.0 명, 3.8 명이었다.

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발병률은

노인 인구 천 명당 18.8 명/년이었고, 65-74 세는 인구 천 명당 12.5 명/년, 85 세

이상에서는 87.2 명/년으로 보고되었다.58 본 연구에서의 치매 발생은 2011 년부터

측정했기 때문에, 2002-2003 년 기준으로 60-79 세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이 2011 년에는

69-88 세 가량이 된다. 이에 65-74 세에 해당하는 발병률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천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기반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966 명을 약 5.4 년

간 추적 관찰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 누적발생률이 1000 인년 당 20명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59

2) 체질량지수 감소에 따른 치매 발생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2 년, 4 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일관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치매의 잠복

기간을 4 년, 5 년으로 연장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일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중

감소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에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제시되었다. 먼저, 체중 감소로 인해 일어나는 다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 결핍이

인지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60,61 대표적인 예로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지방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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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은 신경세포막의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조직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하는 여러 비타민의 결핍은 산화적 손상을 악화시킨다.61,62 또한, 체중 감소는

혈중 cortisol 과 free radical 농도를 높여 인지기능감퇴를 유발할 수 있다.63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 피하지방조직과 내장지방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렙틴이 감소하게

된다. 렙틴은 axon 성장, synaptogenesis, 세포 생존에 영향을 주고,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작용을 하며, 해마의 progenitor cell 을 증폭시키는데, 이러한 랩틴의 효과의

감소가 인지기능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64 Framingham 연구에서는 렙틴 농도가 낮은

사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높은 사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비해 12 년 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4배 가량 높았다.65 여성에서 치매 발생 위험도는 2년 단위의

체질량지수 변화와 비교하여 4년 단위의 변화를 평가하였을 때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4년 단위의 체질량지수 변화가 발생한 군의 빈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여성에서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체중 감소가 있을 경우, 향후 수년 뒤의

치매 발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2년, 4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일관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2 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감소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의 연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4년 동안의 체질량지수가 10.1 – 15.0% 감소한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와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여성에서는 치매의 잠복 기간을 4년, 5년으로 연장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잠복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경우,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일반적으로 여자에서 유병률이 높고, 기존 연구들에서 여자의 경우

신경 퇴행과 임상증상이 더욱 빠르게 나타났다.66-68 이러한 현상이 여자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또는 여러 사회적인 selection bias 때문일 수도 있으나, 유전자와 성별의

상호작용(gene sex interaction)에 의한 현상일 수 있다.66 Apolipoprotein E 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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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le 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발병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발병

나이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APOE4 와 성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

APOE4 는 여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9,70 이러한

성별과 APOE genotype 의 상호작용은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에 대한

효과에서도 관찰되었다.71,72 또한, 여자는 평생 에스트로겐에 노출되었다가 50대 폐경기

이후로 급격한 에스트로겐의 감소를 경험한다. 에스트로겐은 뇌의 대사 및 미토콘드리아

손상에 있어서 보호 작용을 하고, 뇌의 여러 영역에서의 neurogenesis 에 관여하며,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리학적 요소인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73-76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 또한 노년기 여성에게 있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상대적인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73 마지막으로 여러

염증반응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자에게서 inflammatory

dysregulation 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77,78 이러한 여러가지 유전적, 호르몬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러 위험인자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미치는 영향이 여자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79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에게서는 2년, 4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일관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일관성 있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성별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위험인자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일 수 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상병과 약물을

모두 고려한 좁은 범위의 혈관성 치매(a) 정의에서는 여성에서 2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 15.0% 감소한 군에서만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4년 동안의 체질량지수 변화와

혈관성 치매(a) 발생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민감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약물 처방을 배제한 넓은 범위의 혈관성 치매(b) 정의에서는

남성에서 2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5.1 – 10.0% 감소한 군, > 15% 감소한 군, 4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 15% 감소한 군, 여성에서 2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 15% 감소한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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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위험이 증가하였고, 민감도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여러 심뇌혈관질환은 비만할 경우 그 위험도가 증가하지만,

체중 감소를 노쇠증후군(frailty syndrome)의 한가지 발현 양상으로 본다면 체중이 많이

감소할 경우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80,81 또한,

혈관성 치매에서 관찰되는 뇌의 죽상경화증은 노쇠증후군 중 하나인 sarcopenia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81,82,83 혈관성 치매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에 비해 발생률이 매우

낮아 검정력이 떨어져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본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신체활동 여부, 고혈압 유무, 당뇨병 유무에

따라 하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흡연 상태의 경우 비흡연군과 현재 흡연군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비흡연군에서는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감소와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흡연군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재 흡연 여성이 584 명으로 분석

집단의 빈도가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적절음주 여성, 과음 여성도

1,841 명, 293 명으로 이들 그룹에서는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 발생의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비음주 여성 19,644 명에서는 체질량지수 감소와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신체활동의 경우 하지 않는 군에서는 > 10.0% 

이상 체질량지수가 감소한 여성에서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증가하였고,

신체활동을 하는 군에서는 5.1 – 10.0% 감소한 군에서만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증가하였고, > 15% 이상 감소한 군에서는 빈도수가 적어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60 세 이상 고령 집단에서 체질량지수의 감소는 근육 감소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체활동을 할 경우 일정량의 근육이 유지가 되어 체질량지수가 감소하는 빈도가 적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는 오히려

체질량지수 감소와 치매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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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여성에서 체질량지수 감소와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집단은 60-79세 성인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수년간 약물 치료를 했을 것이다. 고혈압 치료제인 ARB, diuretics 등을

사용하거나, metformin, DDP4 inhibitor, GLP1R agonist, SGLT2 inhibitor 등의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84-87 이러한 동반 질환이 있는 하위

집단에서의 체질량지수 감소는 치매의 전구 증상 내지는 위험인자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반 질환 또는 그 약물 치료로 인한 체중감소일 수 있다.

국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박 등의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 5% 이상 감소한 군과 10% 이상 증가한 군에서 전체 치매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41 이 연구에서는 아형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혈관성

치매의 경우 체중이 증가할 경우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88 체질량지수가

증가한 군에서의 전체 치매 위험도 증가가 혈관성 치매의 위험 증가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남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새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40세 이상의 인구집단에서

체질량지수 변화와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65 세 이상의 인구집단에 대한

하위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체질량지수가 5% 이상 감소한 군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증가하였고, 체질량지수가 증가할 경우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남성, 여성을 층화 분석한 하위분석에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여성에서만 체질량지수 감소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42

3) 치매의 기타 연관 인자

본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치매 발생의 연관 요인으로 높은 연령, 적절음주 대비 비음주,

과음,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고혈압, 당뇨병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9-12,19-23 음주의 경우 전체 치매 및 알츠하이머 치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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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적절한 음주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음주하지 않을 경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기존 연구에서도 적절 음주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감소시키고,

과음의 경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18-20

여자에서 치매 발생의 연관 요인으로는 높은 연령, 현재 흡연,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고혈압, 당뇨병이 확인되었다. 여자의 경우 현재 흡연이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이 또한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8,17 남자의 경우 평생

비흡연자와 과거 흡연자를 구분하지 않아 많은 수의 과거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흡연자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의 경우 과체중, 비만일 경우 치매의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기존의 코호트

연구에서도 약 70 세에서 높은 체질량지수가 치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4,35 노년기에서의 높은 체중은 insulin growth factor I 농도를 높이며, 이는

해마의 시냅스 가소성에 영향을 주는 렙틴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높은 체중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생성이 증가하여 인지기능을 보호한다는 가설이 제시되었다.89-91 또한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경우 치매의 위험도가 감소하였는데, 전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각각의 콜레스테롤과 치매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92 본 연구에서의 이상지질혈증은 전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모두 함축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양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모두에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치매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고령에서의 체질량지수 감소는 대부분 근육

감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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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번째로 결과 변수인 치매의 진단을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위한 상병 코드를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병 코드와 약물의 조합을 사용하였다. 두번째로 여러가지 생활습관 관련 요인을

설문에 의존하였는데, 설문 조사의 경우 안 좋은 생활습관에 대해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93 세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의 증감이 의도적인 것인지 의도적이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네번째로 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질량지수를 측정하지

않아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선택 편향이 있을 수 있다. 2002 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약 43%로 전체 인구의 반도 되지 않았다.94 이에 건강검진 코호트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수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치매 발생을

측정하기까지 3년, 4 년, 5 년의 공백기간을 두었는데, 치매는 서서히 발현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역인과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전향적

코호트 연구 및 한국 인구 집단에서의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에서 장기간의 체질량지수 변화가 전체 치매 및

치매 아형별 발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남녀별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동반질환 등의 위험인자가 없는 집단에서도 체질량지수

감소가 여성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동반질환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에서 체질량지수가 수년에 걸쳐 꾸준히 감소한다면 인지기능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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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60세 이상의 한국인에서 체질량지수 감소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및 체질량지수의 정기

적 측정을 통한 적절한 체중 유지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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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is increasing as a result of aging population 

in Korea. Various lifestyle factors are identified as risk factors of dementia. Among 

them, the association between body mass index (BMI) and dementia was investigated 

vigorously. According to epidemiological studies, midlife obesity increased dementia 

risk, and conflicting results exis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 life BMI and 

dementia.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weight loss or gain in 2-year-period 

increased the risk of dementia. However, the effect of body weight change over a 

longer period on dementia risk is not investigated in Korean popu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change in BMI during 2- and 4-year-period 

on the risk of dementia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Health Screening 

Cohort (NHIS-HEALS).

Methods: We analyzed 45,076 participants whose BMI was measured on the baseline 

year (2002-2003), during 2004-2005, and during 2006-2007 on the NHIS-HEALS 

databas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BMI change and the risk of dementia. The subgroup analysis were performed for 

dementia subtypes (i.e. Alzheimer’s dementia and vascular dementia), and analyses 

were separated performed for men and women. Additionally, we performed stra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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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s according to each risk factor of dementia and sensitivity analyses according 

to the latent period of dementia.

Results: Mean follow-up was 4.5 years. The cumulative incidence rate for total 

dementia was 22.6 cases (male 18.9 cases, female 26.5 cases) per 1000 person-years; 

whereas, that for Alzheimer’s dementia and vascular dementia was 20.0 cases and 3.8

cases per 1000 person-years, respectively. In multivariate analysi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2-year BMI change and the dementia risk among men, the adjusted HR (95% 

CI) for all cause dementia was 1.41 (1.07-1.89) in men whose BMI had decreased 5.1-

10.0%. The association between 2-year BMI change and Alzheimer’s dementia and 

vascular dementia was not significant in men. In multivariate analysi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2-year BMI change and the dementia risk among women, the risk 

of all cause dementia and Alzheimer’s dementia increased as their BMI decreased (the 

risk for all cause dementia: 5.1-10.0% decrease 1.14 [1.02-1.28], 10.1-15.0% decrease 

1.37 [1.12-1.69], >15.0% decrease 1.57 [1.16-2.12], the risk for Alzheimer’s dementia: 

5.1-10.0% decrease 1.14 [1.02-1.29], 10.1-15.0% decrease 1.44 [1.17-1.79], >15.0% 

decrease 1.51 [1.09-2.09]). The risk of vascular dementia increased in women whose 

BMI had decreased >15.0% over 2 years. When 4-year BMI change among men was 

examined, the risk of all cause dementia increased as their BMI decreased. The ris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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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zheimer’s dementia increased in men whose BMI had decreased 10.1-15.0% over 4 

years. When 4-year BMI change among women was examined, the risk of all cause 

dementia and Alzheimer’s dementia increased as their BMI decreased. The association 

between 4-year BMI change and vascular dementia was not significant in both men 

and women.

Conclusion: BMI decline was associated with Alzheimer’s disease in Koreans with

age of ≥ 60. Appropriate body weight management as well as regular monitoring of 

body weight and body mass index is recommended to prevent Alzheimer’s dis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Keywords: body mass index, weight change, dementia, Alzheimer’s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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