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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dementia knowledge and i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s of the general public
residing in Nam-gu of Ulsan Metropolitan City.
Methods: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total dementia
knowledge (general and risk factors) and socio-demographics from September
20th to November 16th, 2021.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was used to
select a representative sample of Nam-gu residents. A total of 345 participants’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t -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the total dementia knowledge was 9.03 of 15,
while the average scores for the general and risk factors were 3.54 of 8 and 5.46
of 7, respectively. A group of females under 39-year-old with an education level
higher than college scored the highest in the general and risk factors. Educational
level was the only socio-demographic factor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average scores of the total (p =0.008) and risk factors (p =0.001) knowledge. Also,
the educational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few items from the general
knowledge and risk factors, such as “Dementia can be diagnosed with brain
imaging screening such as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p =0.004) and “Smoking has nothing to do with dementia” (p =0.029).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encourage educating and promoting the general
dementia knowledge, reflecting its relatively low average score compared to
the risk factors. This effort would prevent the delayed diagnosis and treatment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dementia types and symptoms.
Keywords: Dementia;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Surveys and
questionnaires; Mass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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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터 확인할 수 있다[11]. 방송, 뉴스와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는 치매환자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강조하여

치매는 일반적인 노화 수준보다 인지기능이 더 저

보여주다 보니 사회적인 낙인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

하되어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다[12]. 이와 같은 사회적 낙인은 치매환자를 사회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치매를 겪고 있다[1]. 65세 이상

부터 고립시키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독립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20년 기준 840,192명으로 전

성이 감소되는 등 치매에 대한 낙인효과를 더욱 악화

체 노인인구 수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전

시키고 치매 진단을 두려워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접

대비 0.6%(178,485명)가 증가하였다. 고령은 치매의

근성을 낮출 수 있다[13].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60세 이후 5세

치매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씩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 유병률도 약 2배 정도

정부 차원에서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2]. 즉 노인인구가 증가한

국내에서는 2008년 치매종합관리대책 수립을 시작으

다는 것은 그만큼 치매환자도 증가할 수 있음을 함께

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치매사업을 확대하였다. 그

고려해야 한다[3,4].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결과 대중들의 관심이 전보다 증가하였지만, 이는 중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

장년층에 한정되었고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으로 이

velopment)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

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4]. 치매의

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16.4%로

인식이 중요한 다른 이유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함도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있다. 치매의 위험요인은 흡연, 음주, 우울, 만성질환

의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었다[5].

등 대부분 건강행태와 연관되어 있다. 약 1/3이 예방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를 위한 치료법이 부재하다

가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행태

보니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6]. 이러한

와 치매의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하였다[15]. 즉 치매에

치매 검진 참여는 치매환자 본인을 포함하여 주변 사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발병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조기

람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7].

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줌으로써 치매에 대한 부담을

하지만 치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치매가 발생하

완화할 수 있다[16].

여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노화의 과정으로 여

치매 인식도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겨질 수 있다[8]. 사람들의 치매 인식도가 높아질수록

국내에서는 성인[17], 대학생[18], 중장년층[19], 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

역주민[9]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

이기 때문에[9], 일반인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은 중요

행한 연구들이 있었다. 국외에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하다. 그러나 여전히 치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편

치매인식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인데, 치매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치매에 대

[15,20,21]. 그러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한 거부감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51.0%) 이상으로

등 포괄적으로 치매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고, 인

나타났다[10].

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치매의 부정적 인식은 한자어로 어리석을 치(癡),

연구도 치매의 중요성에 비하여 부족한 편이다. 또 치

어리석을 매(呆)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의 뜻에서

매인식도 조사는 주요 사업으로서 각 지역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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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조사결과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지 않아
지역별 격차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2. 자료 수집 방법

이번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조사로 시작 전

울산 남구지역의 치매환자 유병률은 8.0%로 전국

다수의 대면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

(10.3%)과 울산 평균(8.6%)에 비해 낮지만 치매환자

방법에 대한 세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훈련된 전문조사

수는 울산에서 2번째로 많고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비

원은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지점에 방문하여 대면조사

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에게 조사 전 연구의 목적

[22]. 따라서 이번 연구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

및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

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아 진행하였다. 각 설문지는 면접조사원이 tablet PC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통해 작성하였으며 조사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20분 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요되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상 응답 값, 응답 당사

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 여부 확인 등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였다.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중심의 치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3. 설문지

2021년 6월 22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설문

방 법

지 개발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PubMed, DBpia,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n

이번 연구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주민을 대상

Citation Index), 중앙치매센터, 울산광역치매센터

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매에 관련된 일

및 google 학술검색, NDSL(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반적인 지식 및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고 인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등 국내·외 주요

구사회학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치

구는 울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매’, ‘치매 인식도’, ‘치매지식’, ‘치매 태도’였다. 설문

받아 수행하였다(연구번호: 2021-08-020).

지 문항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1. 연구참여자

치매와 관련된 지식, 치매와 관련된 정보 수요도, 치
매안심센터 지원서비스 인식도 및 수요도로 구분하였

연구참여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9

고, 이번 연구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지식문항을 살펴

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

보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구참여자의 성별,

는 2021년 9월 20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치매

행하였다. 남구 지역주민에 대한 성, 연령별 인구비례

지식은 원인, 검진, 지식 등에 대한 일반적 지식 8문

할당추출(proportional quota sampling)을 하였으며

항과 흡연, 음주, 우울 등 치매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대상자의 선택 편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표본을

묻는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 지식문항[23]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총 1,365명의 표본 대상자 중

과 위험요인 문항[24]은 각각 국외 자료를 활용하여

25.3%에 해당하는 345명이 조사 응답을 완료하였다.

전문가 2명을 통해 번역·역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
다. 그 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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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수정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14명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여 타당
도를 확보하였다(Appendix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ex

Characteristic

Male

Female

4. 분석 방법

IBM SPSS ver. 20.0 프로그램(IBM Corp., Ar-

monk, NY, USA)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
다. 각 문항은 빈도분석을 먼저 진행하였으며, 치매지
식 수준은 정답 개수를 수치화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
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치매지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결 과
1.인구사회학적 요인

Age (yr)

여성은 170명(49.3%)이었다(Table 1). 연령대는
40-50세 이상이 143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다

175 (50.7)
170 (49.3)

≤39

115 (33.4)

≥60

87 (25.2)

40–50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s

Married

Single

Married

Separated
(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Acquaintance with dementia
Yes

총 345명의 설문 참여자 중 남성은 175명(50.7%),

No. (%)

No

Don’t know

Total

143 (41.4)

189 (54.8)
156 (45.2)
94 (27.2)

242 (70.1)
9 (2.6)

53 (15.4)

285 (82.6)
7 (2.0)

345 (100.0)

음으로 39세 이하가 115명(33.4%)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연구참여자의 연령 평균은 47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여성(9.06점), 39세 이하(9.11

세였고, 범위는 58세, 중앙값은 49세였다. 교육수준

점), 대졸 이상(9.30점), 기혼(9.08점), 치매지인이 있

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89명(54.8%)으로 가장 많

을 경우(9.85점)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치매지

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242명(70.1%)으로 가장

인 여부에 따른 전체 치매지식 문항의 평균 수준은 통

응답이 많았다. 주위에 치매를 가진 지인이 없는 경우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0.008, p <0.001). 각

는 285명(82.6%), 지인이 있는 경우는 53명(15.4%)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일반적 치매지식 문항(8문

으로 나타났다.

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여성(3.58점), 39세 이하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치매지식 전체 평균점수

(3.61점), 대졸 이상(3.57점), 기혼(3.62점), 치매지인
이 있을 경우(3.66점) 높게 나타났다. 각 인구사회학

Table 2는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적 요인에 따른 위험요인 치매지식 문항(7문항)의 평

따른 치매지식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 인구

균점수를 살펴보면 여성(5.48점), 39세 이하(5.50

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전체 치매지식 문항(15문항)의

점), 대졸 이상(5.73점), 미동거(5.56점), 치매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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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nowledge of dementia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Gender

Male

Female

Age (yr)

Total (15Q)

Mean±SD

8.99±1.849
9.06±1.649

≤39

9.11±0.175

≥60

8.98±0.207

40–50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s

Married

8.80±1.825
9.30±1.620
8.94±0.189

Separated

8.44±0.503

Acquaintance
with dementia
Yes
No

Total

SD, standard deviation.

p –value
0.733

0.809

8.99±0.128

Single

Married

Knowledge of dementia

Mean±SD

3.53±1.173
3.58±1.097
3.61±1.137

p –value
0.678

0.826

3.54±1.149
0.008

0.475

9.08±0.111

9.85±1.336

General (8Q)

3.52±1.119
3.54±1.205
3.57±1.048
3.47±1.065

<0.001

8.88±1.790
9.03

3.66±1.073

Mean±SD

5.46±1.384
5.48±1.283
5.50±1.429

p –value
0.925

0.941

5.45±1.220
0.836

0.114

3.62±1.155
2.89±1.167

Risk factor (7Q)

5.46±1.396
5.25±1.356
5.73±1.262
5.47±1.420

0.001

0.981

5.47±1.317
0.052

3.55±1.151
3.54

5.56±0.882
6.19±0.709

<0.001

5.33±1.390
5.46

있을 경우(6.19점)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치매지

류는 알츠하이머병 한 가지입니다’는 47명(13.6%)으

인 여부에 따른 위험요인 치매지식 문항의 평균 수준은

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낮은 정답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0.001, p <0.001).

문항은 ’치매에 도움되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60

3. 연구참여자의 치매와 관련된 일반적 지식수준 정답률

명, 17.4%)였다.
Figure 2는 치매와 관련된 위험요인 지식수준을 문

Figure 1은 치매와 관련된 일반적 지식수준에 관

항별(7문항)로 살펴본 것이다. 위험요인 지식문항 중

한 문항별 정답 현황을 나타낸다. 일반적 지식문항 중

‘과음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

‘치매는 혈액검사나 뇌 영상검사(computed tomog-

니다’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

raphy [C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이 더 높습니다’의 정답자 수가 294명(85.2%)로 가장

등)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의 정답자 수가 301명

높았다. 반면, ‘흡연은 치매와 관련이 없습니다’는 정답

(87.2%)로 가장 많았고, ‘치매는 뇌의 질병입니다’가

자 수가 179명(51.9%)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

293명(8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치매의 종

다. 다음으로 낮은 정답률 문항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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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ntia is a disease of the brain

84.9
39.7

Dementia is psychiatric disorders suah as deprssion, schizophrenia
Dementia is part of the normal process of ageing

60.3

18.0

Alzheimer's disease is the only type of dementia

82.0

13.6

86.4

17.4

There are drug treatments that help with dementia

82.6
71.6

Dementia can be cured

28.4
87.2

Dementia can be daignosed with brain imaging screening such as CT and MRI
Amnesia persists, it becomes dementia.
Correct

15.1

0

23.2

In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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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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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rrect and incorrect percentage of general knowledge of dementia.

High blood pressure increases your chances of getting dementia

81.2

18.8

If one of your parents gets dementia, you are more likely to get it too

84.3

15.7

Smoking has nothing to do with dementia

51.9

48.1

People who drink heavily are more likely to get dementia

85.2

People who take regular physical exercise are less likely to get dementia

84.9

Correct

15.1

85.2

People who experience depression are more likely to get dementia
People with diabetes are more likely to get dementia

14.8

0

Incorrect

20

14.8
74.2

40

60

80

25.8

100 (%)

Figure 2. Correct and incorrect percentage of risk factor knowledge of dementia.

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256명,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치매는

74.2%)였다.

혈액검사나 뇌 영상검사(CT, MRI 등)를 통해 진단할

4.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치매지식 정답률 차이

수 있습니다’는 문항에 고졸 이하 집단, 대졸 이상 집단
의 정답률은 각각 82.5%, 92.9%였다(p =0.004).

성별, 연령, 결혼상태에 따른 일반적 지식수준의 차

성별, 연령, 결혼상태에 따른 위험요인 지식수준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Appendices 2, 3).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Appendices 4,

하지만 교육수준과 치매지인 여부에 따른 일반적 지식

5). 하지만 일반적 지식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과 치매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일부 문항들은 통

지인 여부에 따른 위험요인 지식수준의 차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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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들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

은 전반적인 치매지식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

어, ‘흡연은 치매와 관련이 없습니다’는 문항에 고졸 이

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하 집단, 대졸 이상 집단의 정답률은 각각 46.6%,

에 따른 치매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을 제

58.3%였다(p =0.029).

외한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치매지식 수준
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선행연

고 찰

구[25]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치매지인 여
부에 따른 치매지식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주민들을 대

치매지인이 없는 경우를 치매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을

한 교육의 주된 대상자로 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알아보았다. 치매에 대한 지식은 크게 일반적 지식 문

것으로 예상된다.

항과 위험요인 지식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지

일반적 지식 문항에 있어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항

식 문항은 치매의 정의, 종류, 치료방법 등에 대한 문

은 ‘치매는 혈액검사나 뇌 영상검사(CT, MRI 등)를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험요인 지식 문항은 흡연,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반수

당뇨병, 고혈압, 운동 등 치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의 연구참여자들이 치매가 정상적인 노화과정이라고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많이

생각하고 건망증이 오래되면 치매가 될 수 있다고 생

활용되는 치매지식 문항 외에도 국외에서 활용하는 치

각하며 치매에 도움되는 약물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

매 인식도 문항을 인용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고 있었다. 특히 건망증이나 노화 과정 등으로 오인할

국내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울

수 있는 치매증상에 대해 인지가 낮은 결과를 보였는

산광역시 남구 지역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데, 이러한 결과는 치매가 발병해도 제대로 인지를 하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 및 검진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음을 시사하였다[26].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치매에 대한 지식 총 15

위험요인 지식 문항에 있어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

문항 중 평균적으로 9.03개의 정답을 맞혔다. 일반적

항은 ‘과음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지식은 8문항 중 3.54개, 위험요인 지식은 7문항 중

높습니다’,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5.46개로 일반적 지식수준이 위험요인 지식보다 상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로 나타났다. 위험요인 지식 문

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

항은 흡연(51.9%) 문항을 제외하고 70.0% 이상의 정

으로 일반적 지식 문항과 위험요인 문항 지식수준을

답률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치매 위험성과 건

비교하면 모든 위험요인 문항은 과반수의 정답률을

강행태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결과와 상반

보인 반면, 일반적 지식 문항은 8문항 중 5문항이 낮

되게 나타났다[15]. 또 유사한 문항을 활용한 선행연

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 지식

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27], 이번 연구의 위

이 위험요인 지식보다 높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

험요인 지식수준이 조금 더 높았으며, 정답률이 낮았

났다[15,16]. 이러한 결과에 따라 치매에 대한 홍보

던 흡연, 당뇨병 문항 모두 선행연구보다 높은 정답률

및 교육을 진행할 때 치매의 종류, 증상, 치료법과 같

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치매 예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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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금연’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5]. 따라서 흡연이 치매의 위

위험요인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았다. 이번 연구결과

험요인이라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할 필

에서는 위험요인 문항에 대한 지식수준은 흡연 문항

요가 있다.

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일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적인 치매에 대한 인식

반적 지식 문항의 경우, 치매의 종류, 증상, 치료제와

은 낮고 치매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비교적 높다

관련된 문항들이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사

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치

람들이 건강행태와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느 정

매 발병속도에 비해 전반적인 치매 인식도는 여전히

도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치매의 증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된다[20]. 지역사회

이나 치료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

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치매 인식 개선사

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시기적절한 검

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건강신념

진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과 태도를 심어주어 치매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

있다. 앞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할 때

여 예방하고[28] 건강행태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

필요가 있다[7]. 또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고령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앞으로 인식도 및 서

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제공하

비스 요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후속 연구를 지속

고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의 필요성에 대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해서 교육함으로써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등 국가적

와 정보를 제공할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축하는 것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29].

을 제언한다.

이번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
여 비교 가능성 있는 대조군이 없었다는 것을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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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Questionnaire
1. 일반적 특성
SQ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생년월일

→ ___________ 년 _________ 월 ____________일

SQ3) 주소

→ 울산광역시 _________________ (구/군)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관리자(공공기관 및 기업 고위직, 행정, 경영 지원 및 마케팅, 전문서비스,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과학, 정보 통신, 공학,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법률 및 행정, 경영, 금융,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③ 사무종사자(경영 및 회계, 금융, 법률 및 감사,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④ 서비스종사자(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⑤ 판매종사자(영업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및 방문, 노점 판매 관련직)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식품가공,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등)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식품가공 관련, 섬유 및 신발 관련,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운송, 건실 및 광업,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립, 어업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노무직)
⑩ 군인    ⑪ 학생    ⑫ 주부    ⑬ 무직

DQ3) 귀하의 가구 구성원수는 몇 명입니까?(주민등록등본 기준)
→ 본인 포함 (         )명

DQ4) 귀하의 한달 평균 소득을 아래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③ 200–300만 원    ④ 300–400만 원    
⑤ 400–500만 원    ⑥ 500만 원 이상    ⑦ 응답 안함

DQ5) 귀하의 한달 평균 가구 소득을 아래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③ 200–300만 원    ④ 300–400만 원    
⑤ 400–500만 원    ⑥ 500만 원 이상    ⑦ 응답 안함

DQ6) 흡연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피운 적 없음          

→ DQ7)로 이동

② 5갑(100개비)미만       → DQ7)로 이동     
③ 5갑(100개비)이상        

⤷ DQ6-1)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① 매일 피움    ② 가끔 피움    ③ 과거에는 피웠으나 피우지 않음

DQ7)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드셨습니까?

① 평생 술 한잔 마시지 않음(제사, 차례 술 몇 모금 마신 경우 포함)      ② 최근 1년간 한 잔도 마시지 않음      ③ 한 달에 1번 미만    
④ 한 달에 1번 정도      ⑤ 한 달에 2–3번 정도     ⑥ 1주일에 1번 정도      ⑦ 1주일에 2–3번 정도     ⑧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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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DQ8)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살아가는 데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간혹 있었다      ③ 종종 여러 번 있었다
④ 거의 언제나 있었다      ⑤ 항상 있었다      ⑥ 잘 모르겠다

DQ9)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살아가는 데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간혹 있었다      ③ 종종 여러 번 있었다
④ 거의 언제나 있었다      ⑤ 항상 있었다      ⑥ 잘 모르겠다

DQ10) 최근 1년간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슬펐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DQ11) 다음 중 귀하가 가지고 있는 순환기계 질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고혈압      ② 심부전      ③ 관상동맥질환      ④ 말초혈관질환   
⑤ 기타 순환기계 질환(            )      ⑥ 없음      ⑦ 응답 안 함

DQ12) 다음 중 귀하가 가지고 있는 호흡기계 질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천식      ② 만성폐쇄성폐질환      ③ 만성기관지염      ④ 폐결핵     
⑤ 기타 호흡기계 질환(            )      ⑥ 없음      ⑦ 응답 안 함

DQ13) 다음 중 귀하가 가지고 있는 소화기계 질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위/십이지장궤양      ② 간염      ③ 간경화증   

④ 기타 소화기계 질환(            )      ⑤ 없음      ⑥ 응답 안 함

DQ14) 다음 중 귀하가 가지고 있는 내분기계 질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당뇨병      ② 갑상선 기능항진      ③ 갑상선 기능저하      ④ 고지혈증   
⑤ 기타 내분기계 질환(            )      ⑥ 없음      ⑦ 응답 안 함

DQ15) 다음 중 귀하가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관절염     ② 대퇴골 골절      ③ 기타 골절     ④ 골다공증   
⑤ 기타 근골격계 질환(            )       ⑥ 없음     ⑦ 응답 안 함

DQ16) 다음 중 귀하가 가지고 있는 비뇨기계 질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요로감염     ② 전립선비대     ③ 신부전     ④ 성병  

⑤ 기타 비뇨기계 질환(            )     ⑥ 없음     ⑦ 응답 안 함

DQ17) 다음 중 귀하가 가지고 있는 신경계 질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뇌졸중      ② 파킨슨병       ③ 두부손상       ④ 기타 신경계 질환(            )
⑤ 없음       ⑥ 응답 안 함

DQ18) 다음 중 귀하가 가지고 있는 신경정신계 질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우울증     ② 알코올남용/의존     ③ 조울증     ④ 정신분열병   
⑤ 기타 신경정신계 질환(            )      ⑥ 없음     ⑦ 응답 안 함

DQ19) 다음 중 귀하가 가지고 있는 암 질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위암     ② 대장암     ③ 폐암     ④ 간암     ⑤ 자궁경부암     ⑥ 유방암   
⑦ 전림선압     ⑧ 기타 암질환(           )     ⑨ 없음     ⑩ 응답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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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DQ20) 귀하가 가지고 있는 기타 질환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① 없음      ② 있음(               )      ③ 응답 안 함

DQ21) 귀하의 결혼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별거     ⑤ 기타(           )

DQ22) 귀하의 주변 사람들 중 치매환자가 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아니오, 없습니다.

②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요양보호사, 요양병원 간호사 등).
③ 본인이 치매환자입니다.

④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⑤ 친구 중에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⑥ 직장 동료 중에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⑦ 아는 사람 중에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⑧ 잘 모르겠습니다.

DQ23) 귀하께서는 치매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습니까?

※직업상(요양보호사, 요양병원 간호사 등)의 돌봄 경험도 포함
① 있음     ② 없음

2. 치매와 관련된 인식도
다음의 질문들은 치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문장을 읽어 보시고 맞다고 생각하면 “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1-1) 치매는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입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2)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진행되어서 나타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3) 치매의 종류는 알츠하이머병 한 가지입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4) 치매에 도움되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5) 치매는 완치할 수 있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6) 치매는 혈액검사나 뇌 영상검사(computed tomography, 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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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와 관련된 인식도
문1-7) 건망증이 오래되면 치매가 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8) 고혈압은 치매에 걸릴 확률을 더 높입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9)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치매에 걸리면 귀하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10) 흡연은 치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11) 과음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12)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13)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14)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15) 치매는 뇌의 질병입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귀하의 치매에 대한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문2-1) 치매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청결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2) 다른 사람들이 치매환자를 위해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대신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3) 치매에 걸리면 결국은 모두 내 주변에서 사라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4)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생각하는 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대우받지 못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5) 중증치매환자의 삶은 살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6) 치매환자는 아이들을 대하듯 돌보아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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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와 관련된 인식도
문2-7) 치매환자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8) 치매환자는 주거시설이나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더 낫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9) 치매에 걸렸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10)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돌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11) 치매환자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치매와 관련된 정보 수요도
문1)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1-1)문항으로 이동
② 없다

⤷ 문1-1)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신문     ② 방송     ③ 치매 관련 기관 웹사이트(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

④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밴드 등)
⑤ 잡지     ⑥ 가족이나 지인     ⑦ 교육자료(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
⑧ 옥외광고(마트, 시장 전광판 등)     ⑨ 기타(            )

문2) 귀하께서는 치매와 관련된 얻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까?
① 있다 → 2-1)문항으로 이동
② 없다

⤷ 문2-1)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치매의 원인     ② 치매의 증상     ③ 치매의 예방법     ④ 치매의 진단방법
⑤ 치매 치료법     ⑥ 치매 연구 동향     ⑦ 치매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대책
⑧ 치매환자 돌보기     ⑨ 치매 가족 지원     ⑩ 기타(            )

문3) 귀하는 치매 정보를 받으실 때 어떠한 경로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신문     ② 방송     ③ 치매 관련 기관 웹사이트(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
④ SNS(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밴드 등)     ⑤ 잡지

⑥ 교육자료(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     ⑦ 옥외광고(마트, 시장 전광판 등)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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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안심센터 지원서비스 인식도 및 수요도
다음은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면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수요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문1-1)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대면 치매지원서비스 중 귀하가 알고 계시는 서비스를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치매 조기검진     ② 치매 진료비 지원     ③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④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⑤ 공공후견인 지원

⑥ 치매 예방관리 교육프로그램     ⑦ 가족지원 프로그램

문1-2)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조기검진’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문1-3)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진료비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문1-4)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문1-5)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문1-6)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공후견인 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문1-7)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예방관리 교육프로그램’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문1-8)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족지원 프로그램’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묻는 문항입니다.
문2-1)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치매지원서비스 중 귀하가 알고 계시는 서비스를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비대면 원격 치매선별검사     ② 맞춤형 사례관리 비대면 키트 배송
③ 비대면 치매 예방관리 교육     ④ 비대면 가족교실 운영문

2-2)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비대면 원격 치매선별검사’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문

2-3)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비대면 키트 배송’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문

2-4)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비대면 치매 예방관리 교육’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문

2-5) 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비대면 가족교실 운영’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조금 필요함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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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computed tom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otal

Incorrect

Correct

Amnesia persists, it becomes dementia

Incorrect

Correct

CT and MRI

Dementia can be diagnosed with brain imaging screening such as

Incorrect

Correct

Dementia can be cured

Incorrect

Correct

There are drug treatments that help with dementia

Incorrect

Correct

Alzheimer’s disease is the only type of dementia

Incorrect

Correct

Dementia is part of the normal process of ageing

Incorrect

Correct

Dementia is psychiatric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schizophrenia

Incorrect

Correct

Dementia is a disease of the brain

Variable

131 (74.9)

134 (78.8)

36 (21.2)

21 (12.4)

149 (87.6)

47 (27.6)

123 (72.4)

135 (79.4)

35 (20.6)

25 (14.7)

145 (85.3)

140 (82.4)

30 (17.6)

66 (38.8)

104 (61.2)

25 (14.7)

145 (85.3)

Female

175 (100.0) 170 (100.0)

44 (25.1)

23 (13.1)

152 (86.9)

51 (29.1)

124 (70.9)

150 (85.7)

25 (14.3)

22 (12.6)

153 (87.4)

143 (81.7)

32 (18.3)

71 (40.6)

104 (59.4)

27 (15.4)

148 (84.6)

Male

Sex

0.383

0.826

0.758

0.123

0.563

0.877

0.740

0.851

p –value

140 (74.1)

189 (100.0)

49 (25.9)

33 (17.5)

156 (82.5)

59 (31.2)

130 (68.8)

154 (81.5)

35 (18.5)

37 (19.6)

152 (80.4)

153 (81.0)

36 (19.0)

74 (39.2)

115 (60.8)

36 (19.0)

153 (81.0)

≤High school

Appendix 2. General knowledge of dementia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1)

125 (80.1)

156 (100.0)

31 (19.9)

11 (7.1)

145 (92.9)

39 (25.0)

117 (75.0)

131 (84.0)

25 (16.0)

10 (6.4)

146 (93.6)

130 (83.3)

26 (16.7)

93 (59.6)

63 (40.4)

16 (10.3)

140 (89.7)

≥Colleges

Education

0.185

0.004

0.203

0.543

<0.001

0.566

0.816

0.023

p –value

49 (92.5)

210 (73.7)

75 (26.3)

43 (15.1)

242 (84.9)

84 (29.5)

201 (70.5)

241 (84.6)

44 (15.4)

36 (12.6)

249 (87.4)

230 (80.7)

55 (19.3)

161 (56.5)

124 (43.5)

50 (17.5)

235 (82.5)

No

53 (100.0) 285 (100.0)

4 (7.5)

1 (1.9)

52 (98.1)

12 (22.6)

41 (77.4)

37 (69.8)

16 (30.2)

43 (81.1)

10 (18.9)

46 (86.8)

7 (13.2)

40 (75.5)

13 (24.5)

2 (3.8)

51 (96.2)

Yes

0.003

0.009

0.311

0.010

0.224

0.293

0.010

0.011

p –value

Acquaintance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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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computed tom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otal

Incorrect

Correct

Amnesia persists, it becomes dementia

Incorrect

Correct

CT and MRI

Dementia can be diagnosed with brain imaging screening such as

Incorrect

Correct

Dementia can be cured

Incorrect

Correct

There are drug treatments that help with dementia

Incorrect

Correct

Alzheimer's disease is the only type of dementia

Incorrect

Correct

Dementia is part of the normal process of ageing

Incorrect

Correct

Dementia is psychiatric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schizophrenia

Incorrect

Correct

Dementia is a disease of the brain

Variable

83 (72.2)

115 (100.0)

32 (27.8)

14 (12.2)

101 (87.8)

34 (29.6)

81 (70.4)

96 (83.5)

19 (16.5)

15 (13.0)

100 (87.0)

94 (81.7)

21 (18.3)

72 (62.6)

43 (37.4)

12 (10.4)

103 (89.6)

≤39

114 (79.7)

143 (100.0)

29 (20.3)

18 (12.6)

125 (87.4)

39 (27.3)

104 (72.7)

25 (17.5)

118 (82.5)

17 (11.9)

126 (88.1)

112 (78.3)

31 (21.7)

88 (61.5)

55 (38.5)

23 (16.1)

120 (83.9)

40–50

68 (78.2)

87 (100.0)

19 (21.8)

12 (13.8)

75 (86.2)

25 (28.7)

62 (71.3)

71 (81.6)

16 (18.4)

72 (82.8)

15 (17.2)

77 (88.5)

10 (11.5)

48 (55.2)

39 (44.8)

17 (19.5)

≥60

70 (80.5)

Age (yr)

Appendix 3. General knowledge of dementia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0.340

0.940

0.918

0.941

0.505

0.148

0.182

0.182

p –value

68 (72.3)

94 (100.0)

26 (27.7)

12 (12.8)

82 (87.2)

31 (33.0)

63 (67.0)

79 (84.0)

15 (16.0)

8 (8.5)

86 (91.5)

77 (81.9)

17 (18.1)

63 (67.0)

31 (33.0)

10 (10.6)

84 (89.4)

Single

189 (78.1)

242 (100.0)

53 (21.9)

31 (12.8)

211 (87.2)

63 (26.0)

179 (74.0)

45 (18.6)

197 (81.4)

37 (15.3)

205 (84.7)

197 (81.4)

45 (18.6)

139 (57.4)

103 (42.6)

40 (16.5)

202 (83.5)

Married

8 (88.9)

9 (100.0)

1 (11.1)

1 (11.1)

8 (88.9)

4 (44.4)

5 (55.6)

0

9 (100.0)

7 (77.8)

2 (22.2)

9 (100.0)

0

6 (66.7)

3 (33.3)

2 (22.2)

7 (77.8)

Separated

Married

0.365

0.989

0.25

0.321

0.199

0.361

0.252

0.332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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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otal

Incorrect

Correct

People with diabetes are more likely to get dementia

Incorrect

Correct

People who experience depression are more likely to get dementia

Incorrect

Correct

exercise are less likely to get dementia

People who take regular physical

Incorrect

Correct

People who drink heavily are more likely to get dementia.

Incorrect

Correct

Smoking has nothing to do with dementia

Incorrect

Correct

If one of your parents gets dementia, you are more likely to get it too

Incorrect

Correct

High blood pressure increases your chances of getting dementia

Variable

42 (24.0)

175 (100.0)

133 (76.0)

26 (14.9)

149 (85.1)

30 (17.1)

145 (82.9)

28 (16.0)

147 (84.0)

83 (47.4)

92 (52.6)

25 (14.3)

150 (85.7)

35 (20.0)

140 (80.0)

Male

47 (27.6)

170 (100.0)

123 (72.4)

25 (14.7)

145 (85.3)

22 (12.9)

148 (87.1)

23 (13.5)

147 (86.5)

83 (48.8)

87 (51.2)

29 (17.1)

141 (82.9)

30 (17.6)

140 (82.4)

Female

Sex

0.439

0.968

0.275

0.518

0.795

0.478

0.576

p –value

Education

55 (29.1)

189 (100.0)

134 (70.9)

38 (20.1)

151 (79.9)

32 (16.9)

157 (83.1)

30 (15.9)

159 (84.1)

101 (53.4)

88 (46.6)

34 (18.0)

155 (82.0)

40 (21.2)

149 (78.8)

34 (21.8)

156 (100.0)

122 (78.2)

13 (8.3)

143 (91.7)

20 (12.8)

136 (87.2)

21 (13.5)

135 (86.5)

65 (41.7)

91 (58.3)

20 (12.8)

136 (87.2)

25 (16.0)

131 (84.0)

≤High school ≥Colleges

Appendix 4. Risk factor knowledge of dementia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1)

0.123

0.002

0.288

0.530

0.029

0.188

0.224

p –value

1 (1.9)

87 (30.5)

198 (69.5)

50 (17.5)

235 (82.5)

51 (17.9)

234 (82.1)

49 (17.2)

236 (82.8)

133 (46.7)

152 (53.3)

58 (20.4)

227 (79.6)

58 (20.4)

227 (79.6)

No

53 (100.0) 285 (100.0)

52 (98.1)

1 (1.9)

52 (98.1)

1 (1.9)

52 (98.1)

2 (3.8)

51 (96.2)

27 (50.9)

26 (49.1)

7 (13.2)

46 (86.8)

7 (13.2)

46 (86.8)

Yes

<0.001

0.003

0.003

0.012

0.567

0.085

0.226

p –value

Acquaintance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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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otal

Incorrect

Correct

People with diabetes are more likely to get dementia

Incorrect

Correct

People who experience depression are more likely to get dementia

Incorrect

Correct

People who take regular physical exercise are less likely to get dementia

Incorrect

Correct

People who drink heavily are more likely to get dementia.

Incorrect

Correct

Smoking has nothing to do with dementia

Incorrect

Correct

If one of your parents gets dementia you are more likely to get it too

Incorrect

High blood pressure increases your chances of getting dementia

Variable

34 (29.6)

115 (100.0)

81 (70.4)

16 (13.9)

99 (86.1)

16 (13.9)

99 (86.1)

16 (13.9)

99 (86.1)

51 (44.3)

64 (55.7)

19 (16.5)

96 (83.5)

20 (17.4)

95 (82.6)

≤39

33 (23.1)

143 (100.0)

110 (76.9)

21 (14.7)

122 (85.3)

22 (15.4)

121 (84.6)

21 (14.7)

122 (85.3)

70 (49.0)

73 (51.0)

24 (16.8)

119 (83.2)

31 (21.7)

112 (78.3)

40–50

22 (25.3)

87 (100.0)

65 (74.7)

14 (16.1)

73 (83.9)

14 (16.1)

73 (83.9)

14 (16.1)

73 (83.9)

45 (51.7)

42 (48.3)

11 (12.6)

76 (87.4)

14 (16.1)

≥60

73 (83.9)

Age (yr)

Appendix 5. Risk factor knowledge of dementia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0.492

0.910

0.904

0.910

0.563

0.670

0.511

p –value

24 (25.5)

94 (100.0)

70 (74.5)

12 (12.8)

82 (87.2)

13 (13.8)

81 (86.2)

11 (11.7)

83 (88.3)

48 (51.1)

46 (48.9)

17 (18.1)

77 (81.9)

19 (20.2)

75 (79.8)

Single

63 (26.0)

242 (100.0)

179 (74.0)

38 (15.7)

204 (84.3)

38 (15.7)

204 (84.3)

39 (16.1)

203 (83.9)

112 (46.3)

130 (53.7)

37 (15.3)

205 (84.7)

44 (18.2)

198 (81.8)

Married

2 (22.2)

9 (100.0)

7 (77.8)

1 (11.1)

8 (88.9)

1 (11.1)

8 (88.9)

1 (11.1)

8 (88.9)

6 (66.7)

3 (33.3)

0

9 (100.0)

2 (22.2)

7 (77.8)

Separated

Married

0.965

0.755

0.861

0.564

0.395

0.347

0.882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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