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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61명 183명

주관부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치매예방관리팀장 이영숙, 담당 이경희 ☎ 729-8652

협조부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치매예방관리팀장 한현주, 담당 한현주 ☎ 729-3095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치매예방관리팀장 김경란, 담당 양희조 ☎ 729-2486

협력체계 협약병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등 39개소

시민참여 민간전문가, 협약기관 

□ 정책목표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 기반 구축
· 치매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개    요
❍ 사업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의심자, 지역주민 

  ❍ 운영인력 : 60명(수정구 18, 중원구 17, 분당구 25)

  ❍ 사업내용 : 상담·등록·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서비스, 조기검진

                예방관리, 환자쉼터 운영, 치매가족 지원, 인식개선 등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상반기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환자 통합관리시스템 단계적 구축

2019년  하반기 ∘치매환자 가구 가정방문을 위한 도구 마련 

2020년  연 중 ∘치매환자 가구 질병, 수발, 거주환경 등 방문 조사 실시

2021년  연 중 ∘재가치매환자 평가 및 유형분류에 따른 맞춤 정책 마련 

2022년  연 중 ∘재가치매환자 대상 성남시 특화정책 실시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36,148 2,240 16,163 1,967 3,549 3,549 3,549 3,549 17,745

국비 28,918 1,784 12,934 1,574 2,840 2,840 2,840 2,840 14,200
도비 1,236 223 483 59 106 106 106 106 530
시비 5,994 233 2,746 334 603 603 603 603 3,015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치매안심센터 확충 

치매환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0

안심센터 확충
시스템 구축

3개 보건소 센터 확충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수정･중원 관리팀 신설

100

2019년 치매환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 시스템 구축 분당 관리팀 신설 100

2020년
치매환자 가구 질병, 수발,

거주환경 등 방문 조사 실시
계속

방문조사
실시

직접 방문
조사 실시

100

2021년
재가치매환자 평가 및 유형
분류에 따른 맞춤 정책 마련

계속
돌봄 수요
총량 조사

수요조사 
진행 중

100

2022년
재가치매환자 대상 성남시

특화 정책 실시
계속 -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방침 방침결재 

치매안심센터 확충 3개구보건소

치매예방관리팀 신설 수정․분당구 중원구

운영인력 확충 56명 66명 69명 60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치매환자 등록 3,117명 4,719명 6,731명 5,792명

맞춤형 사례관리 73건 254건 243건 252건

조호물품 지원 - 기저귀 등 11종 기저귀 등 11종 기저귀 등 11종

치매예방교실 11,724명 19,066명 989명 4,295명

치매환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시스 안시스 안시스 안시스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사업 - - 신청 및 선정

실벗활용 치매예방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 검증 - - 135명 완료 142명

치매고위험군 치매선별 전수조사 - - 1,240명 1,015명

코로나19 극복 비대면사업 3,041건 3,342건

  

  ※ 전년 대비 인력이 감소된 것은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인력배치

     ∙ 연계사업 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지역사회 협의체 구축 3개소 - -

유관기관 업무협약 19개소 16개소 2개소



     ∙ 사업추진상황 

치매극복선도대학 협약식 치매극복 걷기대회 공공후견인 사례회의 치매극복주간행사

실벗 예방교실 치매환자 사례관리 치매파트너 교육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치매안심센터 확충
치매환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3개구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설치
◦ 치매정보·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 치매네트워크 구축·활성화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94명

2019년 치매환자 가구 가정방문을 
위한 도구 마련

◦ 노인 건강평가 도구 개발
◦ 노인 분류체계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패키지 개발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81명

2020년 치매환자 가구, 질병, 수발, 
거주환경 등 방문조사

◦ 치매환자 가구 직접 방문조사
   (노인 건강평가 도구 적용)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8명

2021년 재가 치매환자 평가 및 
유형분류에 따른 맞춤정책

◦ 노인 건강평가 도구를 이용한 돌봄
   서비스 수요 총량 조사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재가치매환자 대상 성남시 

특화정책 실시
◦ 수요공급 총량조사에 따른 시스템
   및 정책개발

2023년
노인 ·치매환자 통합지원

인프라 개선
◦ 돌봄 인프라 개선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지우병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분당서울대, 분당제생,분당차 치매진단검사 협약 치매감별검사 의뢰 

수정ž중원ž분당경찰서 지문 등 사전등록 실종예방 지문 등록

을지대학교, 은행중학교,돌마고등학교 치매선도학교 협약 치매파트너 및 플러스 등록

수정·중원·분당·판교노인종합복지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은행2동, 정자2동, 위례동 치매안심마을 운영 예방교육, 인식개선사업

대한노인회 수정·분당구지회
성남시지역자원연계센터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교실, 치매파트너 및 

플러스 등록

로보케어,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사랑과선행,     

㈜휴와락,㈜오퍼스원,㈜스튜디오크로스컬쳐,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원
치매인식개선사업 협업

치매인식개선, 치매예방 및 
치매파트너 등록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77% 14,078 2,240 73% 11,838 1,967 3,281 3,400 3,190

기금 75% 11,075 1,784 72% 9,291 1,574 2,625 2,591 2,501

도비 86% 604 223 79% 381 59 98 121 103

시비 81% 2,399 233 79% 2,166 334 558 688 586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20.2.2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0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450,000 확정 2020.5.13.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29,635 2,240 10,495 16,900 2,000 3,900 4,200 4500 2300

국비 23,571 1,784 8,267 13,520 1,600 3,120 3,360 3,600 1,840

도비 1,063 223 333 507 60 117 126 135 69

시비 5,001 233 1,895 2,873 340 663 714 765 391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 치매안심센터 확충 ◦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간 부족 
◦ 보건소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
◦ 분당구보건소•LH 협약체결로 정자동 
   상가동 무상 임차하여 치매안심센터 이용 

· 치매안심센터 조직 및 
 인력부족

◦ 국치매가책임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조직과  
   인력부족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

◦ 3개구보건소 치매예방관리팀 신설
◦ 연차별 인력충원 및 배치

· 치매인구 대비 치매예방
  서비스 인프라 부족

◦ 3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치매예방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거동불편 치매노인  
   및 센터의 접근성 문제로 원거리 거주자  
   이용 한계

◦ 공모사업으로 치매로봇을 3개 치매안심
   센터와 6개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
 - 치매예방서비스 인프라 개선
 - 치매예방 로봇 프로그래을 통한 지역

사회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코로나19로 실벗활용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 검증연구 수행 어려움

◦ 코로나19로 집합제한에 따른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 중단으로 실벗활용 치  
   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제한, 공모사업  
   수행 지연
◦ 인원제한으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지속참여 어려움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강사교육 훈련, 현장지도
◦ 3개월 프로그램을 6주로 단출 운영
◦ 협약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 가정방문 송영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완료 

·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장기휴관

◦ 돌봄공백 발생
◦ 센터내의 집합프로그램 제한으로 치매 
   환자 등록 및 가족지원 어려움

◦ 돌봄상담전화, 인지자극과 인지재활 
   물품 지원 및 진도 확인
◦ 계절별(여름, 가을) 꾸러미 지급
◦ 집합프로그램을 가가호호 방문프로그램 대체
◦ 비대면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진도확인 및 건강상태 파악
◦ 1:1대면사업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치매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운영으로 민·관 유기적 관계망 구축

∙ 돌봄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안정적 인력 운영

∙ 지역신문이나 SNS,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홍보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치매안심센터 확충,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관에 치매예방 로봇 설치로  

     치매예방 서비스 접점 확대와 접근성 개선 

   ❍ 지역사회 치매예방인식 향상 및 지역돌봄 역량개선

   ❍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노년이 행복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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