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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난 20년 동안 치매 발생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함이다. 

방법: 우리는 치매 발병률을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인 Rotterdam 연구에서 60~90세 연령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서브코호트에서 치매의 발병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서브코호트는 1990년(n=5,727)에 

시작하였고, 두 번째는 2000년(n=1,769)에 시작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준점에서 치매가 없었고 최대 5년간 추적 

관찰하였다. 우리는 연령-보정 치매 발생률을 두 서브코호트 전체 및 10년 연령 계층,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분

리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사망률도 비교하였으며, 혈관 위험인자 유병률의 차이와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비교하

였다. 마지막으로, 기준점에서 5년 후 뇌 영상을 시행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뇌 용적과 소혈관질환의 정도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결과: 1990년 서브코호트(25,696인년)에서 286명에서 치매가 발생하였고, 2000년 서브코호트(8,384인년)에서 

49명에서 치매가 발생하였다. 연령-보정 치매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2000년 서브코호트의 

모든 층에서 적게 나타났으며, 모든 분석에서 경계 유의성에 해당하였다(발생률 비 0.75,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0.56~1.02). 사망률 역시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낮게 나타났다(사망률 비 0.63, 

95% CI 0.52~0.77).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고혈압과 비만의 유병률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항혈

전제와 지질강하제 사용의 증가와 상응하였다. 2005~2006년 참가자들은 1995~1996년 참가자들보다 전체 뇌 

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소혈관질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록 남자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결론: 치매 발생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연구는 치매 발병이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감소하였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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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의 유병률은 증가한다. 인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가 20년마다 두 

배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81,000,000명의 치매 인구가 예상된다.1 치매에 대한 연구는 흔히 

일정한 치매의 발생률을 가정하므로, 더 나은 예방법을 통해 치매 발생률을 낮추고 치매 유병률의 증가를 

다소나마 감소시킬 시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2,3 치매 발생률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어떤 연구는 치매 발생률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4-7 치매의 진단을 의무기록에만 기초하

여 내린 두 개의 연구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적어도 치매의 진단적 검사의 개선과 

사례 파악의 증가 및 진단의 용이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다.8,9 반면 최근 한 논문은 1985년에서 1994
년 사이 치매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10 뇌졸중에서 발생률은 고소득 국가에서 지난 40년에 걸

쳐 감소하였는데 아마도 인구 수준에서 위험인자의 감소와 예방적 치료의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

다.11,12 혈관 위험인자가 치매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13 치매의 발생률도 이와 같이 감소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가정할 수 있다.
지난 20년에 걸쳐 치매의 발생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네덜란드14에서 시행된 대규모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인 Rotterdam 연구에서 1990년과 2000년에 시작된 코호트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치매의 연령

별 특수 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두 서브코호트 참가자 중 연구에 등록된 후 5년 뒤에 

뇌 MRI를 시행한 참가자에서 뇌 용적과 소혈관질환의 여부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방   법 

1. 연구 인구

  Rotterdam 연구는 1990년부터 시작하였고 네덜란드의 Rotterdam에 있는 한 지역인 Ommoord의 55세 이

상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14 연구는 2000년에 55세가 되거나 연구가 시작된 이후 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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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브코호

트로 확장되었다. 추적검사는 매 3년에서 4년에 재

시행하였다. 여기에 가족주치의의 기록과 지방자

치단체를 연결함으로써 전체 코호트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른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14 60세 이

하에서는 치매의 발생이 적고, 90세 이상에서는 참

가자 수가 적으므로 현재 연구에서는 60세에서 90
세 사이의 모든 참가자를 포함하였다. 

1990년 서브코호트에서 60세부터 90세 사이 6,485
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6,100명의 참가자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하였고, 373명에서 치매를 진단하였

다. 총 5,727명의 참가자가 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60세에서 90세 사이의 

1,992명이 참가하였고, 1,783명에서 치매 선별검사

를 시행하였으며 14명의 환자가 치매로 진단되었

다. 총 1,769명의 참가자가 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표준 프로토콜의 승인, 등록과 환자 동의

Rotterdam의 Erasmus University의 의료 윤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승인하였고 모든 참가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3. 치매 사례 발견

참가자들은 기준점에서 치매에 대해 선별을 하였

고 3단계 프로토콜15을 이용하여 추적 관찰하였다. 
인지기능에 대한 두 가지 간단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16과 Geriatric Mental 
State schedule [GMS]17organic level)를 모든 대상자

에서 선별검사로 사용하였다. 선별-양성자(MMSE 
score <26 또는 GMS organic level >0)는 노인 정신

질환에서의 Cambridge 검사(Cambridge examina-
tion for mental disorders of the elderly)를 시행하

였다.18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은 필요하다면 신경

심리사가 검사하였다. 게다가, 전체 코호트에서 가

족주치의와 Regional Institute for Outpatient 
Mental Health Care15로부터 디지털화된 의무기록

과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으로 연결하여 치매 

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치매의 진단

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준(DSM-III-R)19에 따라 

신경학자와 신경심리사 그리고 연구의사로 이루어

진 패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치매 진단에 대한 추

적 관찰은 사실상 2007년 1월 1일에 마무리되었다. 

4. 기본적인 특성

교육 수준은 초등 교육(고등 교육을 완료하거나 

못하거나) vs. 낮은 직업훈련학교에서부터 대학 졸

업까지로 이분화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 과거 흡

연과 흡연력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기준점에서 뇌

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의 병력은 의무기록을 검토하

였다. 혈압은 우측 상완동맥에서 random-zero 혈
압계를 이용하여 앉은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고혈

압은 ≥160/95 또는 고혈압의 적응증으로 처방된 항

고혈압제의 사용으로 정의하였다. 허리 둘레는 센

티미터로 측정하였다.
당뇨는 당뇨에 대한 자가보고와 무작위 비공복 

또는 후부하 혈당 수치 ≥11.1 mmol/L (1990 서브

코호트), 또는 무작위 공복 혈당 수치 ≥7.0 mmol/L 
(2000 서브코호트)로 규정하였다.

5. 뇌 영상

뇌 영상은 Rotterdam Scan 연구20,21의 일부로 수

행되었다. 1995~1996년에 1990년 서브코호트의 무

작위 부분집합에서 1.5 T MRI scanner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20 2005년부터는 1.5 T MRI scanner를 

이용한 MRI 영상이 Rotterdam 연구21의 핵심적인 

검사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뇌 

위축과 백질 병변 및 열공 경색의 등급과 피질 경

색의 평가에 대한 영상 가공의 프로토콜에 대한 세

부적인 내용은 Neurology® Web site at www.neur-
ology.org에 있는 appendix e-1에 있으며 다른 문헌

에도 기술되어 있다.20,21 전체적으로, 1990년 서브

코호트에서 487명의 뇌 영상 자료를 얻었고, 2000
년 서브코호트에서는 864명으로부터 얻었다. 모든 

참가자는 연구에 참가하고 5년에서 6년 뒤 MRI 시
행 당시 60세에서 90세 사이였으며 치매가 없었다.

6. 통계적 분석

1990년과 2000년에서 10년의 연령층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두 

코호트의 차이에 대해서 연속변수는 선형 회귀분

석을 사용하였고, 이분화된 변수에 대해서는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나이에 

대해 보정하였다. 확률이 0인 경우 이분화된 변수

에서는 Fisher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현재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기준점 이후 최대 5인

년을 기여하였다. 치매의 발생에 대해서, 추적 관찰 

시점은 치매 진단 시기, 사망 시기 및 90세가 되는 

시기 또는 기준점에서 5년 후 중 먼저 발생하는 것

을 기준으로 하였다. 5년 추적 관찰은 두 코호트에

서 모두 99% 이상 완료하였다. 
치매 발생률, 사망률 그리고 발생률 비(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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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ratios, IRR)는 프아송 회귀 모델(Poission re-
gression model)을 두 서브코호트에서 전체, 10년 

연령 계층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산출하

였다. 모든 분석은 나이에 대해 보정하였고 나이의 

영향이 적절하게 보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

이 제곱에 대해 추가적인 보정을 하였다. 
두개내 용적, 총 뇌 용적 그리고 MRI에서 WML

의 용적을 두 서브코호트 전체, 10년 연령 계층 그

리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나이에 대해 보정한 

후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전체 뇌 용적과 

WML는 두개내 용적의 퍼센트로 표현하였다. 비정

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WML은 자연로그로 변환

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피질 경색 및 열공 경색의 

존재에 대한 odds ratios는 나이에 대해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결   과

나이 계층과 성별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은 table 1
에 나타냈다. 연구 디자인에 의해 1990년 서브코호

트와 2000년 서브코호트를 비교하였을 때 나이 분

포에 차이가 있었다.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나이

가 어린 참가자들 쪽으로 분포가 이루어졌는데 이

들은 첫 코호트 이후 참가하기에 맞는 나이가 되었

다. 60~69세 연령대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 있어 

2000년 서브코호트가 유의하게 더 젊은 것으로 나

타났다. 2000년 서브코호트는 모든 연령층에서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 

서브코호트의 참가자는 혈압이 높았고 고혈압이 

더 많았으며 체질량 지수도 높았고 허리 둘레도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과거 흡연여부도 많았으나 현재 

흡연자는 적었다. 2000년 서브코호트 참가자에서 

당뇨가 많고 당뇨 치료제 사용도 많았으나 그 차이

는 거의 유의하지 않았다. 항혈전제의 사용은 1990
년과 비교 시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3~6배 가량 

많이 사용하였고(p<0.001 전체 층에 걸쳐), 주로 혈

소판응집 억제제 사용이 많았다. 또한 지질 강하제

의 사용이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매우 높게

(p<0.001 고연령군의 남자를 제외한 전체 층에 걸

쳐)나타났다.
1990년 서브코호트에서 25,696인년 후 286명의 

치매 발생 사례가 있었으며 2000년 서브코호트에

서 8,384인년 후 49명의 치매 발생 사례가 있었다. 
연령 보정 치매 발생률과 IRR은 table 2에 나타냈

다. 1990년 서브코호트와 비교하였을 때 2000년 서

브코호트에서 치매 발생이 25% 낮게 나타났고, 경

계 유의성에 해당하였다(IRR 0.75,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0.56~1.02, p=0.06). 치매 

발생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2000년 서브코호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남자에서 그 차이는 70~79세 연령층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고(IRR 0.48, 95% CI 0.21~1.11), 가
장 높은 연령층인 80~89세에서 치매 발생률은 차

이가 없었다. 여자에서 치매 발생률의 감소는 저연

령군에서는 9%이고 고연령군에서는 23%로 증가

하였다. 게다가 연령 제곱을 보정하면 발생률은 약

간 변하였으나 IRR은 변화가 없었다.
1990년 서브코호트에서 782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709명은 치매가 없었다.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119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112명이 치매가 없었

다. 연령 보정 사망률과 비율 비(rate ratios)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연령 보정 사망률은 

1990년 서브코호트와 비교 시 2000년 서브코호트

에서 37% 낮게 나타났다(비율 비 0.63, 95% CI 
0.52~0.77, p<0.001). 남자와 여자 둘 다에서 사망률

은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에서 그 차

이는 최고 연령층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사망률

은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64% 낮게 나타났다. 여
자에서는 최저 연령층에서 그 차이가 68%로 나타

났으며 70~79세 연령층에서는 21%, 최고 연령층

에서는 43%로 나타났다. 연령 제곱에 대해 보정하

여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전체 뇌 용적은 남자와 여자 모두 전 연령층에서 

2005~2006년이 1995~1996년보다 높게 나타났다(p 
values≤0.007) (Table 4). WML 용적은 일관되게 

2005~2006년에서 낮게 나타났지만 항상 유의한 것

은 아니었다. 1995~1996년에 피질 경색이 24명(5%)
의 참가자에서 나타났고, 2005~2006년에서는 19명
(2%)에서 나타났다(OR 2005~2006 vs. 1995~1996: 
0.75, 95% CI 0.38~1.49). 계층의 차이를 평가하기

에는 검정력이 부족했다. 열공 경색은 1995~1996년
에서 112명의 참가자(23%)에서 나타났고 2005~2006
년에서는 59명에서(7%) 나타났다(OR 0.43, 95% 
CI 0.30~0.63). 그 차이는 여자(OR 0.19, 95% CI 
0.10~0.34)에서 남자(OR 0.81, 95% CI 0.49~1.35)
에서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자에서 그 차이

는 유의하였고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에서는 1995~1996년과 비교 

시 2005~2006년에서 열공 경색이 60~69세와 70~79
세의 연령층에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5~2006
년의 최고 연령층에서는 더 많이 나타났다(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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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지 않음). 남자에서 이러한 차이는 모두 유

의하지 않았다(p values>0.40).

고   찰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1990년 

서브코호트보다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치매의 발

생률이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평균적으로 MRI
에서 소혈관질환과 뇌 위축이 더 적은 2000년 서브

코호트 참가자를 관찰하는 것은 치매 발생률이 감

소되는 경향에 대한 근거를 더 많이 제공하였다. 
우리의 결과는 미국 Rochester에서 1985부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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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치매의 발생률과 유병률 경향에 대해 보고

한 최신 보고와 비슷하다.10 Rochester의 초기 보고

에서는 1960년에서 1974년5 사이 발생률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1965년에서 1984년8 사이 85세 이상

에서는 치매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

나 보고된 증가는 아마도 시간이 흐름8에 따라 치

매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사례 파악이 증가한 때

문일 것이다. 1985년부터 1994년 사이 치매 발생률

의 변화는 매년 3% 또는 10년간 30%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고10 이것은 우리가 10년간 전체적으로 

25% 감소한 것과 일치한다. 흥미롭게도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Chicago Health and Aging Project에
서 1997년에서 2008년 사이 치매의 발생률의 연간 

변화를 추정한 것이 Rochester에서 추정한 것과 유

사하였다.4,10

비록 우리 연구에서 치매 발생률의 감소가 관습

적인 α=0.0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는 우리의 추정이 발생률의 진정한 감소를 반영한

다고 생각한다. 첫째, 80세 이상 남자를 제외하고 

모든 성별과 연령층에서 위험이 감소하였다. 둘째, 
우리는 명백한 사망률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사망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없고 

특히 혈관 위험인자와 같은 기저 위험인자는 치매

와 사망 위험 둘 다와 관계 있다. 사망률은 경쟁적 

위험 효과22 때문에 1990년 서브코호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두 서브코호트에서 사망률이 같았다면, 
치매 발생률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셋째, 우리는 두 서브코호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

매를 진단하였고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발생률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0년에 걸쳐 의사들의 치매에 대한 보고와 인식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연구에도 영향을 주어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는 사례 발견이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두 코호트 사이 발생률의 차이가 과

소평가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1995~1996년 영상과 

2005~2006년 영상을 비교하여 확인한 뇌 용적이 

크고 소혈관질환이 적게 존재하면 치매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치매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우

리의 발견을 지지한다. 뇌 용적이 크다는 것은 뇌 

위축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뇌 위축과 소혈관

질환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것과 관련 있다.23 
치매의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우리의 관찰에 대

해 여러 가능한 설명이 있다. 첫째, 2000년 서브코

호트는 교육수준이 더 높으며, 높은 교육 수준은 

늦은 치매 발병과 연관되어 있다.24-26 하지만 교육

의 수준은 두 개의 다른 출생 코호트를 비교한 연

구에서 사람의 인지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이 아니다. 아마도 개인의 지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오래된 코호트에서 초등 교육 이후 지속적인 교육

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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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설명은, 뇌졸중 발생률의 감소에서 제안

된 것처럼 인구 수준에서 예방적 치료의 시행과 혈

관 위험인자의 감소이다.11,12 그러나 우리 연구에서 

흡연을 제외하고 혈관 위험인자는 1990년 서브코호

트보다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오히려 더 많이 관

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항혈전제와 지질 강하제 

사용의 뚜렷한 증가와 동반되었다. 우리 코호트
27
와 

다른 코호트
28,29

에서도 스타틴의 사용은 낮은 치매 

위험도와 연관이 있었는데 이 효과는 80세 이하의 

인구로 제한되었으며,29 항혈전제와 지질 강하제 

둘 다 뇌혈관질환의 예방적 치료제이다.30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MRI에 뇌 위축과 소혈관질환이 

더 적게 관찰된 것은 치매 발생률 감소를 혈관 위

험인자에 대한 더 적절한  치료로 설명하는 개념을 

지지한다. 
혈관인자를 치료하는 것이 치매의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가설은 최근 더 대중적으로 받아들

여져 있지만,26,31 지금까지는 치매는 임상 시험에서 

대부분 이차 평가지표로 조사되기 때문에 치매 위

험의 약간의 감소를 파악하기에는 검정력이 부족

한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메타 분석에 의하면 

항고혈압제에 의해 13%의 치매 위험도가 감소
32
하

였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심혈관 계통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가 다르지 않은 것이다.33

마지막으로, 뇌졸중 발생률 감소 자체가 치매 발

생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뇌졸중이 다른 

혈관 위험인자와는 독립적으로 치매의 위험인자이

기 때문이다.34 
우리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인구 기반 연

구에서 두 개의 큰 독립된 서브코호트 연구라는 것

이며 치매와 혈관 위험인자에 대한 평가가 두 서브

코호트에서 동일하였으며 두 서브코호트에서 추적 

관찰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Dutch health 
care system과 가족주치의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

써 참가자가 추적 관찰 시 방문하지 않아도 의무기

록으로 치매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

었다.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연령이 젊은 층에 치우

치면서 치매 사례는 한정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연

령 분포의 차이를 연령 보정과 추가적인 연령 제곱

에 대한 보정과 연령층에 대한 분석으로 처리하였

다. 2000년 서브코호트에서 49명의 사례만 있는 사

실은 통계학적 검정력에만 제한을 초래한 것이 아

니라 치매의 다른 아형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불가

능하게 하였다. 모든 관찰연구에서 그렇듯이 조사

된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잔여 혼란 변수, 표본 추

출효과 등으로 여러 사항들이 불명확하게 남게 되

는데 특히 영상 검사에서 더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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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영상 후 처리에도 불구하고 1995~1996년과 

2005~2006년에 다른 MRI scanners를 사용했기 때

문에 이것이 상호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

나 1995~1996년과 비교하였을 때 2005~2006년에

서 연구 결과가 전체 뇌 용적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과대평가를 하였고 WML과 열공 경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를 하게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리 연구는 미래에 치매 환자의 절대적인 수가 

예전 보고에서 주장한 만큼 극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으로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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