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1 치매안심 선도도시 조성

완  료
(종  료)

완  료
지속추진

추진 중
(전체 사업진도 %) 목표연도 및 월 비 고

○ - 100 2019. 7. 약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지속
 ○ 사업대상 : 수원시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 및 가족 등
  ○ 사업내용 
∙치매안심센터 설치(4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4개구)

- 치매상담, 검진 및 등록
- 치매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돌봄 지원 쉼터, 카페 운영
- 치매환자 지원 및 사례관리, 치매가족 지원
-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자원 연계 등

○ 소요예산 : 14,039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 재원 확보방안 : 국도비보조금 지원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예산
기투자

(a)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2022.7월 이후

확보 집행(b) 확보(c) 집행 계획 확보(d) 계획(e) 계획(f) 계획(g)

계 14,039 1,193 1,193 926 5,003 2,617 2,923 2,446 3,190 1,595 1,595

국    비 11,234 954 954 740 4,002 2,098 2,338 1,957 2,552 1,276 1,276

도    비 573 76 76 63 238 154 88 73 96 48 48

시    비 2,232 163 163 123 763 365 497 416 542 271 271

민간자본 0

3. 연도별 성과지표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존

장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보건소
리모델링

10월정식개소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권선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보건소 
리모델링

정식개소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팔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보건소 
리모델링

정식개소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영통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기 운영센터 
기능보강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누적이행(진도)율 100% 50% 100% 100% 100% 100%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19. 9. 30.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장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 2018. 10. 12.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및 운영 중

권선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 2019. 7. 16.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및 운영 중

팔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 2019. 6. 26.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및 운영 중

영통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 2018. 1.  1. 기존 수원시치매지원센터 명칭변경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 2019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2019. 5. 9.)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직원역량강화
⦁11월중 4개구 치매안심센터 인력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예정
⦁경기광역치매안심센터 직무공동심화교육 및 직무심화교육실시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생활터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구별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중
⦁구별 분소설치를 위한 검토 중

⦁일반인 대상 지속 홍보
⦁2019.9.26. SBS 모닝와이드 치매포함 수원시보건정책 홍보
⦁버스광고 실시 중(2019.9.1.-10.31)
⦁행사 홍보부스 운영 및 치매예방교육 실시 등

⦁치매안심마을 확대 
⦁현재 4개구 구별 1개동씩 치매안심마을 운영 중
⦁향후 확대방안 검토 중

5. 추진성과

 ○ 4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설치 완료(100% 달성)

 ○ 수원시 치매안심센터 주요추진실적

구분 세부 업무 실적 비고

치매 상담 및 검진
치매환자 등록자 3,073명

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 18,715/1,069/290(명)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경도치매환자 안심쉼터 154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941건/337,673천원

1:1 맞춤형사례관리 264명

실종예방 배회인식표/지문등록 314/215(명)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

사업

치매파트너/파트너플러스 2,146/412(명)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운영 4개소

기타 지역사회 연계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운영 4회

통합사례관리 22회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동



6. 추진 중 사업 분석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계획

  ○ 치매안심센터 지속 운영

   • 치매상담·등록 및 검진사업  ------------------------------연 중 

   •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연 중

- 치매환자 및 가족 홈커밍 데이 운영----------------------12월 중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사업----------------------------------연 중

     - 구별 1개 이상의 치매안심마을 구성 운영 추진 중

 • 기타 지역사회 연계사업 -----------------------------------연 중  

     -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하반기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5820
치매관리팀장 조성희 5951

주무관 고경순 5952
협조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6820
치매관리팀장 조성신 6779

주무관 김지은 6761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7820
치매관리팀장 양길숙 7111

주무관 남경민 7112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8820
치매관리팀장 이명식 8357

주무관 정진선 8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