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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 성인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치매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

The Effect Dementia Knowledge and Attitude on Dementia Preventive 
Behavior of Adults

김영희*, 권영채**

Kim Young Hee *,  Kwon Young Chae**

요 약 본 연구는 중년기성인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K시와 P시에 거주하는 중년기성인으로 총230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치매에 대한 지식은 15점 만점에 9.97점, 치매대한 태도는 60점 만점에 47.45점, 치매예방행위는 36점 만점에

27.75점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에 태도(r=.122, p=.050)와 치매 예방행위(r=.122, p<.05)는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었다.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상태(β=.129, p<.05), 교육정도(β=.219, p<.000), 질병의

종류(β=-.108, p<.000), 종교의 유무(β=-.219, p<.000), 치매에 대한 관심(β=.237, p<.000), 음주유무(β=.317,

p<.000), 흡연유무(β=.235, p<.000), 치매에 대한 지식(β=.316,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중년기성인의 치매예방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태도 및 좋은생활습관을 실천하

기 위한 중년기성인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주요어 : 치매, 지식, 태도, 예방행위, 중년기 성인

Abstract This study is a narrative research study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ttitudes and preventive behaviors 
of middle-aged adults with dementia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The study subjects were a total of 230 
middle-aged adults living in K and P citie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18 to July 2019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 WIN 23.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nowledge of dementia was 9.97 out of 15, the attitude of dementia was 47.45 out of 60, and 
the prevention of dementia was 27.75 out of 36. Knowledge of dementia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mentia attitude (r=.122, p=.050) and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r=.122, p<.05). Factors affecting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include marital status (β=.129, p<.05), education level (β=.219, p<.000), and type of disease 
(β=-.108, p<.000), presence of religion (β =-. 219, p <.000), interest in dementia (β=.237, p<.000), presence of 
drinking (β=.317, p<.000), smokingPresence or absence (β=.235, p<.000) and knowledge of dementia β=.316, 
p<.000)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of 
middle-aged ad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aged adults to practice 
knowledge of dementia, positive attitudes, and good lifestyle.

Key words :  Dementia, Knowledge, Attitudes, Preventive behaviors, Middle age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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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서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7년 13.8%에서 2025년 20%, 2036

년 3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현재 우리

나라의 치매인구는 2015년에는 약 65만 명으로 7년 만

에 23만 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

의 15%에 해당되는 27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2]. 치매인구 증가는 치매관리와 치료비용,

치매환자 및 가족보호자의 돌봄, 그리고 가정과 사회

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치매 관리비용을 보면

2018년 약 16조원에 이르며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3]. 이처럼

치매관리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으로 국가의 책임도

증가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를 국

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을

발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일상 속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자기 관리를 유도하고,

전 국민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치매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를 증진하며, 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치매발

생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4].

치매는 발병기전이나 원인이 불명확하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언어기능 등

이 상실되고 치매 진단 된 이후 관리의 목표를 문제행

동과 관련한 증상완화와 잔존기능 보존을 통한 악화방

지에 두게 된다. 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악화과정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돌봄자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치매노인 자신 뿐

아니라 가족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갖게 되므로[5]

치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절하여 발병률을 낮추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는 완치 가능한 치료제

가 없으므로 위험요인을 조절하여 치매의 발병률을 낮

추고, 조기 진단과 치매대상자의 맞는 치료로 치매의

진행속도를 지연시키는 방법과 식습관,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습관 등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ang et[6]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인 식생활, Jin[7]의 연구에는 수면, Lee et[8]

는 신체적 활동], Sofi et[9]연구에서는 인지활동 등이

치매예방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10]의 연구는 저소득층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종교,

치매태도, 자기효능감이 치매예방행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

식이 높고 내적건강통제위 수준이 높을수록 치매예방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의 Lee et[12]연구에서는 치매지식과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

되어 치매예방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한편, Lee et[1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대상으로 치

매지식이 높을수록 치매예방행위를 잘하고 있으며, 치

매예방행위를 잘하는 경우 불안감이 낮았으며, 그러나

치매지식과 치매불안감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Park et[14]의 연구에서는 40∼60대 중장년층

을 대상자 본인의 일상생활, 가족구성원의 도움 및 국

가의 의료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치매예방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을 제공하고 치매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

육하는 연구는 Kang et[11], SunWoo[15], Lee et[8]

등의 있다. Lee et[10]는 중년여성, Ko et[16]는 노인부

부, Kang et[11]는 독거노인 등의 연구대상자로 치매

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치매예방행위와 관련된 연구들

이 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매와 관련 연구는

치매태도와 예방행위[14], 치매지식과 태도[17,18], 치

매지식과 태도 및 건강증진 행위[19], 예비노인의 치매

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행위[20]등의 연구가 이루

어졌다. 대부분 연구대상자가 중장년시기에 이루어진

졌다.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중년기성인부터 준비가 필

요함으로 중년기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노년기의 진입을준비 중인 중년기 성인은 앞으로 치매

예방활동을 어느 연령보다 열심히 참가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치매 지식, 태도, 치매관

련 예방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추후 예방행위관

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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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행위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치매의 예

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년기 성인들의 치매지식, 태도, 치매예방행위 수

준을 파악한다.

2) 중년기 성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지식, 태

도, 치매예방행위의 차이를 분석한다.

3) 중년기 성인들의 치매지식, 태도, 치매예방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중년기 성인들의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성인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가 중년기성인이 인지하는 치매예방행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K시와

P시에 거주하는 중년기성인으로 총250명으로부터 자

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 동의하지 않은 7명과

설문지 작성이 부족한 13명을 제외하고 23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구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4개일 때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198

개였다.

먼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 준 뒤 연구에 참여하

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명동의서와 설

문지를 배부하고 개별적으로 설문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

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3. 연구도구

1) 치매에 대한 지식

연구대상자의치매지식수준을측정하기위해측정하기

2010년 서울특별시광역치매관리센타에서개발한치매

지식수준설문도구를허락을받은후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원인 3문항, 증상 및진단 3문항, 예방 및치료 4문

항, 간호 2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하도록 구성하고 옳은

답변에 1점, 틀린 답변에 0점을 주어 총 12만점으로 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도구는 일반인을 위한 치매 지

식측정도구이고개발당시신뢰도 계수가측정되지않

았다. 이도구를이용한 Ha et[22]의 연구에서도구의신

뢰도는 Cronbach's α=.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0이었다.

2)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는 Lee[23]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

다. 이도구는총 15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전혀그렇

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최소 15점

에서 최대 60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치매에대한태도

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문항 9문항(1, 2,

3, 4, 5, 6, 7, 10, 11)과 부정적인문항 6문항(8, 9, 12, 13,

14,15)으로구성되어있으며부정적인문항은역으로점

수 계산을 하였다. Lee[23]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1이었다.

3) 치매 예방행위

치매예방행위측정도구는 Lee et[10]이 개발한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2문항의 3점 Likert 척도로 ‘하지않는

다’, ‘가끔한다’, ‘거의매일한다’ 혹은문항에따라 ‘그렇

지않다’, ‘그런편이다’, ‘그렇다’의 3점척도로측정하여

최소 12점부터치대 36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치매예

방행위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회도는 Lee

et[10]연구에서 Cronbach's α=.74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79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연구관련특성과요인분석에관한서

술통계는 실수, 백분율,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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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섯째, 치매에대한지식, 태도및예방행위간의관계

는피어슨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넷째, 치매예방행위에미치는요인은다중선형회기분

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5명(23.9%), 여자가

175(76.1%)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의 경우가 223명

(97.0%)로, 학력은 대졸인 경우가 182명(79.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가 181명

(78.7%)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질환별로 보면 뇌졸중

이 9명(3.9%), 당뇨병이 12(5.2%), 고지혈증은 35명

(15.2%), 고혈압은 46명(20.0%),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

우가 128명(55.7%) 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가 134명(58.3%)이고, 치매에 대한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는 44명(19.1%), 높은 경우는 104(45.2%), 보

통은 71명(30.9%), 낮은 경우는 11명(4.8%)로 보면 대

상자의 대부분이 치매에 관심이 많았다. 대상자의 직업

은 전문직이 96명(41.7%), 공무원은 4(1.7%), 사무직은

74명(32.2%), 자영업은 56명(24.3%)이었다. 음주와 흡

연을 하지 않은 경우가 189명(60.9%), 127명(90.0%)이

었다. 대상자의 부모가 치매일 경우 누가 부양을 할 것

인가에서 보면 본인자신은 38명(16.5%), 가족이나 친지

는 32.6%), 치매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117명

(50.9%)이었다. 대상자의 가족이 치매일 경우 어디에

모시고 것인지 경우에서는 집에 모신다는 47명(21.4%),

의료기관에 입원은 66명(28.7%), 치매요양기관에 입원

은 117명(50.9%)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

식, 태도 및 예방행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umber of

criteria(%)
Mean(SD)

Gender
Male

Female

55(23.9)

175(76.1)

9.93(1.65)

10.02(1.43)

M a r i t a l

status

Merried

Divorce or

separation

Bereavement

223(97.0)

4(1.7)

3(1.3)

10.03(1.14)

9.00(1.82)

900(1.73)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

university

8(3.9)

39(17.0)

182(79.1)

9.33(1.93)

9.18(1.58)

10.20(1.37)

Dement i a

pt in the

family

Yes

No

49(21.3)

181(78.7)

9.88(1.70)

10.03(1.42)

Disease

Hypertensin

Diabetes mellitus

Hyperlipemia

Cerebral stroke

No

46(20.0)

12(5.2)

35(15.2)

9(3.9)

128(55.7)

10.04(1.49)

10.25(1.54)

9.77(1.47)

10.22(1.39)

10.00(1.50)

Religion
Yes

No

134(58.3)

96(41.7)

9.96(1.46)

10.04(1.52)

Interest in

dementia

Very high

High

Normal

Low

44(19.1)

104(45.2)

71(30.9)

11(4.8)

9.64(1.71)

10.16(1.31)

9.99(1.58)

9.91(1.30)

Occupation

Professional job

Public officer

Officer job

Self-employment

96(41.7)

4(1.7)

74(32.3)

56(24.3)

10.24(1.44)

9.25(2.75)

9.81(1.44)

9.88(1.47)

Drinking
Yes

No

90(39.2)

189(60.9)

10.00(1.43)

9.94(1.52)

Smoking
Yes

No

23(10.0)

127(90.0)

9.52(1.67)

10.04(1.43

If parents

h a v e

dementia ,

who should

support and

treat them?

Myself

Family

Nursing home

38(16.5)

75(32.6)

117(50.9)

10.42(1.26)

9.96(1.59)

9.90(4.46)

Where do

you want

to take

your family

to if they

h a v e

dementia?

Home

Medical treatment

Nursing home

47(21.4)

66(28.7)

117(50.9)

10.17(1.53)

10.08(1.49)

9.8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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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및 예방행위의 차이를 분석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치매에 대한 지식은 교육수준(F=9.18,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매에 대한 태도

는 결혼상태(F=4.96, p<.01), 치매에 대한 관심정도

(F=2.85, p<.01), 직업의 종류(F=4.85, p<.01), 음주의 유

무(t=3.18,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치매 예방행위에서는 결혼상태(F=4.52, p<.05),

교육수준(F=3.16, p=.05), 질병의 종류(F=2.47, p<.05), 종

교의 유무(t=3.56, p<.001), 치매에 대한 관심정도(F=5.14,

p<.01), 음주유무(t=19.22, p<.000), 흡연유무(t=29.84,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행위

의 관계

치매에 대한 지식은 20점 만점에 9.97점, 치매에 대

한 태도는 60점 만점에 47.45점, 치매 예방행위점수는

36점 만점에 27.75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치

매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행위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r=.122,

p=.050)과 치매에 대한 지식과 예방행위(r=.122, p<.05)

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치매에 대한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매에 대한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

중회귀분석으로 회귀모형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결혼상태(β=.129, p<.05), 교육정도(β=.219, p<.000), 질

병의 종류(β=-.108, p<.000), 종교의 유무(β=-.219,

p<.000), 치매에 대한 관심(β=.237, p<.000), 음주유무

(β=.317, p<.000), 흡연유무(β=.235, p<.000), 치매에 대

한 지식(β=.316,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F=44.322, p<.000), 이들 변수들의 치매

에 대한 예방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33.6%였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성인(만40∼59세)이 인식하는 치

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예방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치매 예방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년기성인을 위한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2. The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Attitude,

Preventive Behavior of Dementia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Knowled

ge
Attitude

Preventive

Behavior

t or F(p) t or F(p) t or F(p)

Gender
Male

Female

-0.391

(.696)

-1.606

(.110)

0.526

(.599)

Marital status

Merried

Divorce/sep

aration

Bereaveme

nt

1.632

(.198)

4.963

(.008*)

4.517

(.012*)

Level of

education

m i d d l e

school

High school

College/uni

versity

9.176

(.000**)

1.506

(.839)

3.156

(.044*)

Dementia pt in

the family

Yes

No

-0.627

(.531)

-0.212

(.839)

0.17

5(.046*)

Disease

Hypertensin

D i a b e t e s

mellitus

Hyperlipemi

a

C e r e b r a l

stroke

No

0.348

(.845)

1.655

(.161)

2.470

(.046*)

Religion
Yes

No

-0.397

(.692)

-0.318

(.750)

3.563

(.000**)

Interest in

dementia

Very high

High

Normal

Low

1.320

(.269)

2.985

(.050*)

5.137

(.002*)

Occupation

Professional

job

P u b l i c

officer

Officer job

Self-emplo

yment

1.721

(.163)

4.850

(.003)

1.238

(.297)

Drinking
Yes

No

0.293

(.746)

3.182

(.043*)

19.220

(.000**)

Smoking
Yes

No

1.368

(.257)

2.298

(.103)

29.844

(.000**)

If parents have

dementia, who

should support

and treat

them?

Myself

Family

N u r s i n g

home

1.538

(.205)

1.341

(.262)

1.905

(.130)

Where do you

want to take

your family to

if they have

dementia?

Home

M e d i c a l

treatment

N u r s i n g

home

1.255

(.289)

1.038

(.388)

0.326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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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4.32

8
3.014 4.754 .000**

Marital

status
1.695 .796 .129 2.129 .034*

Level of

education
1.457 .410 .219 3.553 .000**

Disease -.229 .126 -.108 -1.822 .000**

Religion -.932 .258 -.219 -3.615 .000**

Interest in

dementia
1.598 .404 .237 3.951 .000**

Drinking 1.712 .329 .317 5.206 .000**

Smoking 1.586 .403 .235 3.935 .000**

Knowledge 1.709 .328 .316 5.204 .000**

Adj R2 .336

F(p) 44.322

Knowledge Attitude

Preventive

Behavior of

Dementia

Knowledge 1

Attitude
.122

(.050*)
1

Preventive

Behavior of

Dementia

.278

(.012*)

.085

(.197)
1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Preventive Behavior of Dementia

Table 4. Related Factors in regards to Preventive Behavior of

Dementia by using regression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12점

만점에 9.97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83.08점)이었는

데, 이는 지역사회 노인 대상자의 Lee et[13]연구의 12

점 만점에 7.24점(100점 만점 환산 시 60.33점), 중노년

층의 대상자의 Cho[4]연구의 17점 만점에 12.02점(100

점 환산 시 70.71점), 중년층 대상자의 Moon et[17]연

구의 17점 만점에 12.2점(100점 환산 시 71.7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연령이 만40

세에서 60세 미만이고, 학력수준이 대학졸업이 79.1%

이고, 대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노년기를 포함한 중년기성

인의 치매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지식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이는 나이가

젊고, 고학력일수록 치매지식의 정도가 높은 Kang

et[11]과 SunWoo[1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였다.

둘째,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60점 만점에서

47.45점(79.08점/100점 만점)으로 Lee[20]과 Jang[18]의

연구에서는 43.6점과 41.0점 보다 높았으며, 대상자가

지역주민인 Lee[20]의 연구에서는 40대와 50대 치매태

도점수는 113.33점(79.52점/100점 만점), 115.36점(82.40

점/100점 만점)은 본 연구와 비슷하다. 이는 Lee[20]과

Jang[18]의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중장년층과 노인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태도는 결혼상태, 치

매에 대한 관심, 직업 및 음주우무와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Moon[17]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 Lee et[23]의 연구에서는 직업, 치매의 가족력,

치매교육의 경험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태도는 본인 스스로 치매에 대한 생각과 관

심이 있어야 하므로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중년과 노년의 나이차이, 건강상태,

결혼상태 등 대상자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

은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가 4

점 만점에 3.79점으로 Lee[20]과 Jang[18]의 연구결과

와 같다. 이는 노년기에서 치매의 발병률과 유병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치매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매 교육 요구도를 파

악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치매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이 치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년기 대

상에게 적절한 치매예방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집을

떠나 살겠다.’가 4점 만점에 2.3점으로 가장 낮아 부정

적인 것이 나타냈다. 치매는 퇴행성질환으로 점차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3, pp.9-17, August 31,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5 -

정상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상실하고 의존적이 되며, 정

신적인 문제행동을 유발되면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떨어지므로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집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치매

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료된다. SunWoo[15]와 Ha

et[21]의 연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치

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치매에 대

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Lee[20]의 연구에서는 치

매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인 것을 나타나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는, 대상자의 치매 예방행위 점수는 36점 만점에

27.75점으로 Kang et[11]연구의 점수27.42점과 비슷하

였으며, Lee et[13]연구의 28.39점, 일반노인의 대상으

로 수행한 SunWoo[15]의 연구결과 28.07점보다는 약

간 낮았으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Lee et[20]의

연구결과인 25.98점 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에서 일반

적인 특징은 결혼형태, 교육수준, 질병, 종교, 치매에 대

한관심정도, 음주와 흡연의 유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냈다. Kang et[11]연구에서는 교육정도, 건강수준, 치

매정보습득 유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고, Lee et[13]연구는 교육수준, 결혼상태, 동거형태, 소

득수준, 치매에 대한 두려운점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볼 때 연구의 일반적인 특징의 교육수준, 결

혼형태에 연구결과가 유사하였다. 이는 연구별로 대상

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함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치매 예방행위 중 가장 높은 점

수는 3점 만점에 흡연이 2.74점, 음주는 2.56점으로 대

상자의 127명(90%)이 금연을, 금주는 189명(60.9%)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금연구역의 확대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과 음주는 치매의 위험요인으로 대상자에게 금연

과 금주를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예방방위 중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평상시 혈압과 당뇨관리 등

질병관리를 잘 한다.’가 2.06점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자에서는 고혈압은 46명(20.0%), 당뇨병은 12명(5.2%),

질병이 없는 경우는 128명(55.7%)로 점수가 낮은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치매 중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의한 뇌졸중이 주요원인이고, 고혈압과 당뇨

병의 예방과 관리, 체중조절 등은 혈관성 치매를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10].

넷째는,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예방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에

대한 태도와 치매 예방행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는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치매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이고,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치매 예방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Lee[20]와 Lee et[13]의 연구결과

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중년기성인의 치매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결혼상태가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 교육정도

가 높을수록, 질병이 있는 경우, 종교를 가진 경우, 치매

에 대한 관심을 있는 경우, 금연, 금주, 치매에 대한지식

이 높을수록 이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매예방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Lee et[10]와

Kang et[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 et[13]의 연구에서

는 학력은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치매예방행위에 영향 요인이었는데

Lee et[10] 의 연구결과는 같으나, Kang et[11], Kim

et[24], Lee et[13]의 연구에서는 종교는 치매예방행위

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는 결혼상태에서 이별이나 사별한 경우가 치매

예방행위의 영향요인으로 보였으나, Lee et[13]의 연구

에서는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치매예방행

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보

였다.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자와 연구

변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 후속 연구의 통한 확

인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매예방행위를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치매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것이 중요하

다고 보겠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치

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감소

에 중요한 역할이 된다. 치매지식 향상을 위한 방법은

노인들에게 치매교육, 홍보캠페인, 중앙 및 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치매정보제공하고 있다. 그리

고 치매예방은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하며 좋은 생활

습관은 젊은 시절부터 갖도록 하여 치매발생이 감소되

어야 한다. 좋은 생활습관으로 금연, 금주, 균형 잡힌 식

이, 규칙적인 운동 등은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생활습관은 중년기성인에 정착

되어 실천함으로 치매가 없는 노후에 보장 받은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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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재 치매교육은 주대상자는 노인에게 집중

되어 있으므로 차후는 어린이, 청소년, 성년기(중장년

층)을 포함한 교육을 하고 세대별로 쉽게 전근할 수 있

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는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의 공경과 치매

에 대한 바른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갖는 치매교육프로

그램이 필요하고, 중년기성인은 노년기의 진입을 준비

하는 시기로 치매의 원인, 증상, 예방 등 치매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치매예방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성인(만40∼59세)이 인식하는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예방행위를 조사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치매 예방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년기성

인을 위한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은 12점 만점에 평균 9.97점 이었으며, 치매에 대한 태

도는 60점 만점에 평균이 47.75점, 치매예방행위는 36

점 만점에 평균 27.75로 나타났다. 중년기성인의 결혼

경태가 이혼이나 사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질병이

있는 경우, 종교, 치매의 관심이 많을수록, 금연, 금주일

때 치매예방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에대한 지식과 태도와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예

방행위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중년기성인의 치매예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상

태가 이혼이나 사별, 질병이 있을 경우, 종교가 있는 경

우, 치매의 관심이 있는 경우, 금연, 금주, 치매지식 순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6%였다.

따라서 중년기성인의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치매지식이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에

대한 지식을 높이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태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치매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매예방을 위한

좋은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주·포항지역의 중년기성인을 임의

표집하여 추출하였으므로 다른 도시와 비교연구를 제

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일반적 특성이 이외에 다양

한 변수와 분석방법 등을 통해 후속 연구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중년기성인의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가지고 다

양한 연구모형으로 치매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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