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관리번호
① 정책사업명

2020-19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관리법」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 2019년 12월 기준 유성구 총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② 추진배경

비율은 8.1%이며 치매 노인수는 3,050명으로(10.18%) 추정됨
○ 2019년 전체 치매노인 추정 수의 57.8%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치매환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

상: 관내 주민

○ 사업목적: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③ 사업개요

있도록 사회적 소통 확대
○ 사업내용: 지역사회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편안하고 부담
없는 치매환자 진단·치료·돌봄,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등
○ 예 산 액: 987,460천원

④ 사업부서

유성구보건소 보건의약과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보건의약과장 진선미
지방간호주사 이주영
202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년 유성구 치매관리시행 계획제출
(보건의약과-5689호)
○ 치매안심센터 「뇌 건강 학습도구」 배부
결과보고 (보건의약과-5134호)
○ 2020년 유성구 치매안심마을
(기억울타리)운영계획 (보건의약과-5009호)
○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지급 2월 결과 보고
(보건의약과-3979호)

’20. 4. 1.

신현정
진선미
이주영
조혜권

’20. 3. 23.

진선미 보건의약과장
이주영 치매안심센터팀장
이혜지 주무관

’20. 3. 20.

’20. 3. 4.

신현정
진선미
이주영
정은영
진선미
이주영
박소윤

보건소장
보건의약과장
치매안심센터팀장
주무관

보건소장
보건의약과장
치매안심센터팀장
주무관
보건의약과장
치매안심센터팀장
주무관

○ 2020년 2월 치매 진단검사(신경심리
평가・협력의사 진료) 결과보고
(보건의약과-3939호)
○ 2020년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인사업 운영 계획
(보건의약과-3816호)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운영계획
(보건의약과-2738호)
○ 2020년 1월 치매 진단검사(신경심리 평가)
결과보고 (보건의약과-2051호)
○ 2020년 2월 찾아가는 경로당치매예방
교육 및 선별검사 운영일정 안내
(보건의약과-1812호)
○ 2020년 1월 치매사례관리위원회 회의
실시 계획 (보건의약과-1293호)
○ 열린부뚜막협동조합 후원 치매
어르신 반찬도시락 지원대상자 확인
(보건의약과-673호)

’20. 3. 3.

진선미 보건의약과장
이주영 치매안심센터팀장
이연주 주무관

’20. 3. 2.

신현정
진선미
이주영
김혜지

’20. 2. 13.

진선미 보건의약과장
이주영 치매안심센터팀장
조혜권 주무관

’20. 2. 2.

진선미 보건의약과장
조혜권 주무관
이연주 주무관

’20. 1. 30.

진선미 보건의약과장
조혜권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20. 1. 21.

신현정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의약과장
김정희 주무관

’20. 1. 10.

민원기 의약팀장(대결)
김정희 주무관

보건소장
보건의약과장
치매안심센터팀장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