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복지도시 3-1-9

 치매안전망 구축 

사업구분 임기 내 계속 총사업비  13,029백만원

❏ 사업개요   

 ○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치매안전망 구축을 통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목    표   

 ○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치매고위험군 및 정상 노인에게 치매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발생 감소 또는 지연 

❏ 추진계획 

 ○ 고양시 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 ‧ 운영

 ○ 치매환자 등록 및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조호물품 제공사업

   -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사업(꼬까신 사업 확대) 및 치매노인 공공 후견사업

   - 치매 단기쉼터 및 치매가족카페운영

 ○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 치매 선별검사 및 협력의사를 통한 치매진단검사 임상 평가

   -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7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치매 예방 실천 강화 및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육

 ○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 치매극복 걷기 행사 및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개 소 일

덕 양 구 마상로 126번길 73, 2층(주교동) 587㎡(178평) 2018. 7.20.

일산동구 중앙로 1228, 1층(KT고양타워, 마두동) 446㎡(135평) 2018. 4.25.

일산서구 고양대로 688, 3・4층(스타빌딩, 일산동) 636.68㎡(193평) 2018. 6.26.



 ○ 치매안심센터(3개구) 인력 보강(현 35명 → 75명 확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6645(2017.8.14.)호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권장기준

(덕양구 33명, 일산동구 21명, 일산서구 21명)

❏ 사업기간 : 2018년 7. ~ ’2022년 6. (계속)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7 ‘19 ‘20 ‘21 ‘22.6 임기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설치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치매 등록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치매안심센터 인력 보강 33명 72명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13,029 2,182 3,021 2,836 2,490 2,500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국비 9,738 1,664 2,223 1,859 1,992 2,000
도비 425 75 105 95 75 75
시비 2,866 443 693 882 423 425
기타

❏ 쟁점 및 대책 

 ○ 쟁점    

   - 치매안심센터 현 민간건물 임대로 추후 공공건물 또는 신축 이전 필요

 ○ 대책    

   - 노후 보건소 신축 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총괄부서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이시연 8075-4151 치매정책팀장:이수진☎ 4175 담당자:권정삼☎ 4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