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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치매관리

팀   장     이규민 061-339-4771 치매안심센터 특화사업 기획, 치매안심센터 공모사업 발굴,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기획

주무관     문유진 061-339-4772
팀서무 및 예산 관리, 맞춤형사례관리,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보급 사

업

주무관     정유선 061-339-4773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 치매예방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지표관리 ○ 치매안

심센터 상담 및 등록 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극복의날 행사 등 치매인식개선사업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 치매안심센터 

분소운영 ○ 치매파트너사업

주무관     조민영 061-339-4788
치매관리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지표관리, 치매안심센터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치매환자조호물품지원 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주무관     김현주 061-339-4776

치매상담 및 등록, 지원서비스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치매선별검사 및 CERAD-K 검사 수행,처

리에 관한 사항, 맞춤형치매사례관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치매순회검진 및 예방교육 추진

에 관한 사항,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예방 홍보 자료 및 콘텐츠 보급,관리. 치

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 각종 행사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주무관     최정연 061-339-4777 치매조기검진 및 민원, 치매치료관리비 관련

주무관     강지수 061-339-4778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순회예방교육, 치매선별검사 수행 등

주무관     최요한 061-339-4779
치매가족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예방 인지강화 교실 운

영

주무관     박예지 061-339-4780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순회예방교육, 치매선별검사 수행 등

주무관     김연화 061-339-4781 맞춤형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조기검진에 관한 사항,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운영 등

주무관     방현미 061-339-4782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진단검사), 치매환자 발굴 등록, 경로당 예방교육,치매파

트너

주무관     양주은 061-339-4783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순회예방교육, 치매선별검사 수행 등

주무관     박두석 061-339-4784 치매환자쉼터 운영.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가족 자조모임,

주무관     우효미 061-339-4785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쉼터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 홍보 지

원 및 카페 관리

주무관     임지연 061-339-4786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1~4호),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양성에 관한 사항,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양성에 관한 사항, 치매인식개선 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주무관     김혜영 061-339-4789 치매센터 민원실 업무, 감별검사비 지원, 조호물품 신청

주무관     송서현 061-339-4787

치매상담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산포면, 노안면, 영산동, 빛가람동), 치매순회 예방교

육추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인식개선 활동수행에 관

한 사항

실무원     이명란 061-339-4790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치

매지원서비스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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