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31 성남시 노인ž치매 돌봄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구축

이행단계
정상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신규 중기 5명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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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요양팀장 김건규, 담당 최수길 ☎ 729-3066

협력체계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시민참여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가, 일반시민

□ 정책목표

노인ž치매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조사분석을 통한 치매돌봄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개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    요

❍ 대  상 : 75세 이상 노인

❍ 내  용 : 성남시 노인․치매 돌봄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정책개발연구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통합지원사업)

    ∙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등) 및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21년 연  간 ∘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구축 방침 결정
∘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수요․공급 총량조사 분석연구

2022년 연  간 ∘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중장기 노인ž치매 돌봄 네트워크 및 통합지원시스템 모듈 개발 연구

2023년 이후 지  속 ∘ 돌봄서비스 민간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향후(D)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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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시비 260 - 125 - - - 50 75 135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6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21년
구축 방침 결정
수요 총량 조사

인프라 구축 및 지원시스템 개발 용역
60

구축계획 수립
수요 총량 조사
연구용역 개시

4월 계획 수립
6월 조사 실시
9월 용역 의뢰
10월 용역 착수

100

2022년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수요․공급 

총량조사 분석연구 개발 용역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40
1차년도 

연구용역 완료
구축계획 수립

- -

  ※ 2018 ~ 2020년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공약번호 130 연계 공약)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구     분 2021년 2022년 비 고

방침 및 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본방침 결정

고위험군 치매인지검사 집중검진 75세 이상 어르신 방문 치매 검진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수요총량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14개 영역에 대한 
수정 보완 및 재구성한 평가도구 적용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개발 용역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연구수행자 선정(예정)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개발 용역 수요총량조사 완료 및 용역 착수

    ∙ 연계사업 성과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평가도구 마련 7회

성남시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평가도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면심의 1회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평가도구 확정 1회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수요조사 1,015건

    ∙ 사업추진상황

수요총량조사 수요총량조사 수요총량조사 수요총량조사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1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추진

◦ 4월: 노인ž치매 돌봄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6월~: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수요 총량조사
◦ 8월: 노인치매 돌봄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정책개발 
        연구 용역계획 수립
◦ 9월: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개발 용역 의뢰
◦10월: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개발 용역 착수

◦ 평가위원: 12명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중장기 노인ž치매 돌봄 
네트워크 및 지원시스템 

모듈 개발 연구

◦ 2월: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수요․공급 총량조사 
   분석연구 개발 용역 완료
◦ 노인ž치매 돌봄서비스 수요예측 및 공급자원 개발
   추진과제에 따른 중장기 돌봄 네트워크 및 전자적
   통합지원시스템 모듈 개발
◦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위한 공조직 개발

2023년 돌봄서비스 민간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중장기 노인ž치매 돌봄 네트워크 모듈 추진과제 수행을 
   위한 민간 인프라 개선 지원 전략 및 시행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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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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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시비 14 22 0 0 22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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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260 125 135 30 105 - - -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서비스  
 수요총량조사 분석연구

◦ 2021.4월 공약변경 및 제3회 추경 
   예산확보로 추진기간 짧아 연구용역 
   2021년 완료 어려움

◦ 전문 연구용역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사업논의 등을 고려하여 2022.2월 완료  
   예정(사업비 명시이월) 

 노인 건강평가 및 돌봄  
 서비스 총량조사

◦ 코로나19 유행 및 추진기간 짧아 75세이상 
   어르신 수정구 전수조사 어려움 발생  

◦ 통계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주택형태, 
   소득수준 고려하여 조사지역, 조사건수  
   (1,000건) 조정 

  ※ 공약변경 사유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설」에서 
                     「성남시 치매돌봄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변경 추진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노인건강 및 돌봄 서비스의 통합지원 전자적 시스템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플랫폼 정착

□ 기대효과 

❍ 노인 ž 치매인구 대상 촘촘한 공적 돌봄 서비스 관계망 형성

  ❍ 민간 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표준화 

  ❍ 노인건강 및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