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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치매안심센터 및 방문간호사제 시행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9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치매안심센터 및 방문 간호사제 시행

◈ 공약 이행 확인지표: 관리 치매 환자 등록자 수(2018년 치매유병자수대비 70%)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 환자 등록,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 조기 검진(선별, 진단, 감별검사) 및 치매 약제비 지원

   ‣ 치매 예방 교육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치매 환자 발굴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실시

    -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고위험군

   ‣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환자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추진전략

   ‣ 경증환자의 치매 진행을 늦추고 치매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전문적인 연계체계 구축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 (실적)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2,912 2,912 537 775 400 560 400 400

국비 2,329 2,329 429 620 320 448 320 320

도비 109 109 38 23 12 17 12 12

군비 474 474 70 132 68 95 68 68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명, 건)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치매환자 등록자 수

계획① 700 470 570 670 700 700

실적② 633 473 601 687

달성률②÷① 90% 100% 105% 102%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연천군치매안심센터 개소

   ‣ 연천경찰서와 MOU체결

   ‣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및 사례관리 위원회 구성

   ‣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조기검진 실시

 ❍ 2019년

   ‣ 신규 치매환자 등록 125명, 치매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105명

   ‣ 치매조기검진 현황

    - 치매조기검진 2,361건(선별: 2,173/진단: 110/감별: 78)

   ‣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 치매환자 맞춤형(가정방문) 사례관리: 24명 220회 실시

   ‣ 만75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독거노인 치매 선별검사 실시(연중)  

 ❍ 2020년 

   ‣ 신규 치매 환자 등록 113명, 전체 등록 치매 환자 687명

   ‣ 치매 조기 검진 현황

    - 치매 조기 검진 (선별검사 1,684건, 진단검사 1차 95건, 진단검사 2차 102건)

   ‣ 치매 인식 개선 교육 1,256명 및 치매 환자 쉼터 운영 24명

   ‣ 치매 환자 맞춤형(가정방문) 사례관리: 22명 301회 실시

   ‣ 만75세 이상 치매 위험군 독거노인 치매 선별 검사 실시(연중) 

   ‣ 치매전담 간호사 확충: 2명(20.12.01)

  

  ❍ 향후 계획

   ‣ 2021년 연중      만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 (우편 발송 등) 

   ‣ 2021년 연중      맞춤형 사례관리(가정방문) 확대 실시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