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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그동안 

추진실적

(2018.~2021.6)

❍ 치매안전망 구축 기반 조성
  - 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18.7.)

  - 치매안전망 구축 심포지엄 개최(’18.9.)

  -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1.)

  - 치매노인 실종예방 위한 꼬까신 시범사업

❍ 70세 이상 동네의원 치매조기검진사업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19.5.)

  - 고양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19.5.)

  - 123개 동네의원과 민관협업 체계 구축(’19.6.)

  - 치매조기검진 전산시스템 구축(’20.6.)

  - 치매조기검진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20.9.)

  -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모 선정

  -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 3,317건

❍ 치매예방사업 콘텐츠 자체제작
  - 인지재활학습서「숨은기억찾기 1․2․3」제작

  - 뇌블리 CAFE 운영, 뇌블리 일력 제작

  - 치매안심센터 로고송 제작 배포

  - ‘해미와 파이’ 애니메이션 제작

  - 인지강화책자「내머릿속의 네잎클로버」제작

❍ 치매인식개선사업 실시
  - 치매극복 걷기대회 개최(’19.4.)

  -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추진(‘19.9.)

  - 치매안심센터 마스코트 ‘해미와 파이’ 제작

  - 치매인식개선 동화책 ‘해미의 기억찾기’ 제작

  - 치매인식개선 독후감 공모전 개최

  - 찾아가는 뇌블리 버스 운영

  - SNS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퀴즈이벤트 실시

  - 월간 ‘해미와 파이’ 영상 제작

  - 치매안심송 ‘해미와 파이’ 뮤직비디오 제작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그동안 

추진실적

(2018.~2021.6.)

❍ 치매안심마을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지도공원 ‘기억미로&바닥벽화’ 조성

  - 일산2동 ‘기억채움길’ 조성

  - 백석2동 치매안심마을 신규 지정

  - 치매안전하우스 ‘가스타이머콕’ 설치

  - ‘할매할배 작은도서관’ 도서 제공

  - 치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안심스테이’ 운영

❍ 2018년~2020년 치매관리사업 성과
  -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최우수, 우수기관 선정

(2018년, 2020년)

  - 경기도 치매안심마을 최우수기관 선정(2018년)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우수 프로그램 장관상 

수상(2018년, 2019년, 2020년)

  -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2018년)

  -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 수상(2019년)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홍보 우수 기관 수상(2019년)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2020년)

  - 아이어워즈 2020 “공공서비스 혁신 대상” 수상(2020년)

  -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 수상(2021년)

❍ 코로나19와 치매극복을 위한 비대면 치매
관리서비스 제공

  - 쉼터 어르신 대상 ‘뇌선생 안심펜’ 일일학습 제공 

  - 치매환자 가족「희망보따리」수기공모전

  - ‘Wifi(와이파이) 치매안심닥터’ 진료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대상자 위생키트 배부

  - ‘힐링100세, 치유의 정원’ 프로그램 운영

  - 비대면 맞춤형 AI ‘효돌이’ 치매인형 보급

  - 홈스쿨링 교구 대여 서비스 ‘실버스토어’ 운영

  - 맞춤형 1:1 방문상담 서비스 ‘마음 나르미’ 운영

  - 유튜브 채널 활용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

  - ‘꽃피는 청춘’, ‘반려식물은 나의동반자, 봉선화 

연정’, ‘안심표 홈스쿨링’, ‘언택트-뇌쑥쑥 꾸러미’, 

‘집으로 찾아가는 기억꾸러미’, ‘버섯키우기 키트 제공’, 

‘금이야옥이야’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치매안심센터 가좌분소 개소 운영
  - 치매선별검사, 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하반기 

추진실적

(2021.7.~12. 실적)

❍ 동네의원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
  - 비대면 치매조기검진 스마트의료 시스템 개발
  - 각 동별 협약병원 홍보 리플릿 제작
  - 경기케이블 방송 치매조기검진사업 홍보

❍ 코로나19와 치매극복을 위한 비대면 치매
관리서비스 제공

  - 유튜브 채널 활용 동고동락e야기 아리아리랑
생방송 가족교육 & 실시간 상담 운영

  - 비대면 가족 힐링프로그램 꽃피는 청춘 운영
  - 홈스쿨링 ‘뇌선생 안심펜’ 일일학습 추진
  - ‘꽃피는 청춘’, ‘반려식물은 나의동반자, 봉선화 

연정’, ‘안심표 홈스쿨링’, ‘언택트-뇌쑥쑥 꾸러미’, 
집으로 찾아가는 기억꾸러미‘, ‘버섯키우기 키트 
제공’ , ‘시원한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반려식물은 나의 동반자, 봉선화 연정’ 사례집 
제작 및 배부

  - 온라인 비대면 쉼터 ‘기억력강화교실’ 운영
  - 사례관리 대상자 위생키트 배부(폭염·한파키트 등)
  - 독거 노인 배회방지용 각인 팔찌 제작 배부
  - 독거노인 치매 예방 컬러링북 제작 배부

❍ 다양한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할징어 게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 인지강화프로그램 ‘독보적 기억력향상교실’ 운영

  - 인지강화 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2021 농림
치유 프로그램(힐링팜)’운영

  - 소규모 자조모임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 내실화
  -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뇌청춘책방’ 설치
  - ‘치매안전하우스’ 가스안심콕 150세대 설치
  - 치매안심공원 안내 표지판 8종 설치 
  -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교실 ‘기억쑥쑥교실’ 운영

❍ 전국 최초 ‘전화 한통으로 기억력검사’ 실시
  - 전화로만 진행하는 언어유창성 검사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치매선별검사 사전 검사 

1,003명

❍ 의료사각지대 어르신 치매감별검사 무료
지원 MOU체결

  -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병원 5개소와 협약체결하여 
무료로 의료사각지대 어르신 감별검사비 지원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하반기 

추진실적

(2021.7.~12. 실적)

❍ 치매인식개선사업 및 홍보 실시
- 치매극복의 날 기념 ‘뇌블리 버스 데이’, 행사 및 

치매인식개선‘걷기’ 캠페인 실시

  -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치매예방 운동 포스터 배포

  - 월간 ‘해미와 파이’영상 제작

  - 홈페이지, T스토리, 유튜브 등 치매예방 정보 전달

  -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기억친구 해미와 파이 

알림장, 파일, 인식개선 영상 USB 활용 교육 

  - 기억친구 ‘해미와 파이’ 인형 및 연필 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식개선교육 및 치매선별검사 실시

  - ‘해미와 파이와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 웹툰’ 제작

  - 직원 대상 치매인식개선 퀴즈 이벤트 진행

  - 뉴미디어 홍보매체(경기 G-버스 TV)활용 치매

안심센터 홍보

  - 2021년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안내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8,000부 

❍ 치매안심센터 고봉분소 개소 운영
- 치매선별검사, 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치매관리사업 성과
  -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 선정

2022년

상반기 

추진계획

(향후 추진 

계획) 

❍ 동네의원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
  - 비대면 치매조기검진 스마트의료 시스템 개발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하여 홍보 강화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안심 경로당 ‘뇌청춘 책방’ 확대 운영

  -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뇌청춘 책방’ 이용 어르

신들 대상으로 ‘책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 치매인식개선사업 및 홍보 
  - 어린이집, 유치원생 영유아 대상 맞춤형 찾아

가는 치매인식개선교육 실시

  - 참여형 인식개선 및 홍보 이벤트 실시(스템프 

찍기, 인증샷 찍기 등)

 - 2022년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안내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10,000부

  - 경기케이블방송, 유튜브 활용 치매예방관리

사업 홍보



❏ 시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 회)

 공약 관련 회의 설명회, 민생탐방 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2 - - 10

ex) 사업설명회 개최,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

❏ 연도별 투자계획(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13,029 0 2,182 3,021 2,836 2,490 2,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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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2022년

상반기 

추진계획

(향후 추진 

계획) 

❍ ‘전화 한통으로 기억력검사’ 확대 운영

❍ 코로나19와 치매극복을 위한 비대면 치매

관리서비스 제공

  - 반려 식물 제공을 통한 비대면 특화 사업 진행

  - 유튜브 채널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사업 진행

❍ 위드-코로나 시대대면치매관리서비스 제공

  - 대면 예방교실, 인지강화 교실, 쉼터 진행

  -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당과 연계하여 찾아

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 치매가족 및 보호자 교육 헤아림 교실 운영

  - 치매가족 자조모임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 인지강화프로그램 ‘독보적 기억력향상교실’ 확대 

운영



❏ 연도별 확보(집행)액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11,663
(6,300)

2,182
(1,306)

3,058
(2,794)

2,918
(2,200)

3,505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국비 7,667
(4,186)

1,664
(968)

2,241
(2,040)

1,607
(1,178)

2,155

도비 381
(219)

75
(49)

108
(100)

86
(70)

112

시비 3,615
(1,895)

443
(289)

709
(654)

1,225
(952)

1,238

기타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코로나19 유행으로 고위험군인 치매환자 및 고령 어르신의 감염 우려로 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움

    - 보건소 전 직원 코로나19 업무 지원으로 치매관리사업 추진 인력 부족 및 

업무 피로도 증가

❍ 개선대책

    -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비대면 사업 추진으로 돌봄 공백 완화

    -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프로그램 운영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등 공공일자리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