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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테마

“어린이 화상예방” 화상, 작지만 큰 흔적을 납깁니다.

∙ 뜨거운 물건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17

정보안내
구 홈페이지
주방공개 배달음식점

- 뜨거운 주전자와 작동중인 밥솥은 증기에 델 수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 식탁보를 사용하지 마세요. 아이가 잡아당겨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쏟아질 수 있어요
- 요리할 때는 아이가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하세요. 다림질은 아이가 잠든 후에 하세요
- 프라이펜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려 놓으세요. 정수기의 온수는 잠금장치를 해 두세요
∙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기 전에는 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 목욕물을 받을 때는 찬물을 먼저 받고 뜨거운 물을 받아 온도를 조절하세요
∙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마시지 마세요.

∙ 안전장치가 있는 전열 기구를 사용하세요.
∙ 뜨거운 음식은 식은 후에 먹도록 지도하세요.
∙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하세요.

Q 뜨거운 물에 데어 피부가 빨갛게 되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A 즉시 열에 의한 손상을 차단해서 추가 손상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옷 위에 뜨거운

발행처 성동구보건소
편집 건강관리과
전화 02)2286-7189

액체가 노출된 경우 오히려 옷을 벗기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옷
위에 흐르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온도를 낮추어 줍니다.
얼음을 직접 대거나 얼음 정도의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더구나 소아의 경우 체중에 비해 체표면적이 커서
저체온증에 빠지기 쉬우므로 상온의 수돗물을 이용하여 손상부위의 온도를 낮추어
주고 응급센터로 내원하도록 합니다. 물집(수포)은 밴드나 반창고 등을 강하게 붙일
경우 터질 수도 있으니 살짝만 덮어주고,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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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이용안내

2021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이용안내
▶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2286-6882) 혹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를 통해 24시간 상담가능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평일: 09:00 ~ 21:00 / 주말, 공휴일: 09:00~18:00
▶ 보건소 외 관내 선별진료소 : 한양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 (☎2290-8114)
▶ 문
8

9

10

11

12

의: 성동구보건소 ☎ 02-2286-7172

13

보건소 진료 및 검사 중단안내

15

20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2

23

24

25

26

27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을 유지 중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상황 종료 시까지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수행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성동구보건소 ☎ 02-2286-7000

05

------------------------------------

취약계층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06

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함.

저소득층 출산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 대 상

<일반건강검진>
▶ 검진기간: 2020. 1. 1 ~ 12. 31
▶ 검진대상: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검진항목
구분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저귀

공통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성별/연령별
항목

- 산모가 질병 및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분유

-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 입원 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투여ㆍ면역억제제 투여 등

▶ 신청방법: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내용: 기저귀 월64,000원, 조제분유 월86,000원의 바우처 제공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하며,

확진검사

▶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
▶ 검진방법:
사전 문의 및 예약

검진기관 방문검진

검진결과통보서

(신분증 지참)

(우편 발송)

▶ 검진기관: 성동구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검진안내문 참조)
(※ 검진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 1577-1000(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 구비서류

검진항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청력)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요단백), 혈액검사, 구강검진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남성: 만24세 이상(4년 마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여성: 만40세 이상(4년 마다)
B형간염검사
만40세
골밀도검사
만54/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만66세 이상(2년 마다)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만20/30/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만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66/70/80세
구강(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
고혈압 질환의심자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질환의심자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신청서

‧ 행정정보 열람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본인지참 서류: 신분증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 시 증빙서류 지참

▶ 검진대상: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020년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검진항목
구분

‧ 휴직 증명서(무‧유급 여부 확인 및 상세상담 요함)

공통 항목

검진항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시력/청력)측정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분리 및 외국국적)

골밀도검사

만66세(여성)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자)

인지기능장애검사

만66세 이상(2년 마다)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만70세

생활습관평가

만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66/70/80세

한함)

‧ 조제분유대상자: 산모의 질환(사망)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아동증명서류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036

성별/연령별
항목

▶ 검진방법: 일반건강검진과 동일함.
▶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검진센터(☎ 02-2286-7079)

07

------------------------------------

취약계층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0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2020-2021절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성동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으세요!!
▶ 접종대상: 19세 이상 ~ 61세 이하 (1959.01.01. ~ 2001.12.31. 출생자)
성동구민 중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심한장애인(1-3급)
▶ 접종기간: 20. 11. 05 (목) ~ 21. 04. 30(금)
▶ 접종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
▶ 접종장소: 관내 60개소 위탁의료기관(보건소 접종 불가)
※ 위탁의료기관 조회 : 보건소 홈페이지->보건광장->공지사항
▶ 준비물 : 신분증(의료수급증, 장애인증)
▶ 문

07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096~7097

------------------------------------

▲ 대
상: 성동구 모든 출산 가정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매주 월~금요일 (9:00~18:00)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제공기간: 출산 후 60일 이내 기간 중 최소5일 ~ 최대25일 (일8시간)
- 서비스기간은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별로 상이 (단축/표준/연장형)
▲ 지원내용: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주 생활공간 정리 등
▲ 지원방법: 바우처 지원 (소득 분위별로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구비서류

임산부

필 수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저소득층 출산가구에

ㆍ 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등
- 신분증

▲ 신청대상: 서울시 자격확인(서비스유형-가형 *) 대상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동시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추가 서류: 산모명의 통장 사본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168, 7036

ㆍ 휴직 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ㆍ 부부 주소지 분리 및 외국 국적 소유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납부확인서
ㆍ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 쌍태아, 삼태아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ㆍ 희귀난치, 장애, 새터민, 결혼이민산모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당하는 경우
- 휴직증명서 (1개월 이상 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지원내용: 저소득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임산부

------------------------------------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168, 7036

임신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2020-2021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으세요!!
▲ 접종대상: 임신부(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 접종기간: 20. 09. 25(금) ~ 21. 04. 30(금)
▲ 접종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
▲ 접종장소: 전국 위탁의료기관(보건소 접종 불가)
※ 위탁의료기관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지정 의료기관 찾기
->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
▲ 준비물: 임신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096~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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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동

어린이 국가필수 무료 예방접종

10

-------------------------------------

유아동

만 12세 여아 자궁경부암(HPV) 무료 예방접종

▶ 접종대상자: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8.1.1.이후 출생아)
▶ 접종기간: 연중

▶ 대

상: 만 12세 여아(’08. 1. 1. ~ ’09. 12. 31. 출생자)

▶ 장

소: 전국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예방접종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

▶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지원
▶ 접종지원백신: 17종

▶ 준 비 물: 접종자 주민등록번호, 예방접종 수첩

(BCG, B형간염, 결핵, DTaP, IPV, DTaP-IPV, DTaP-IPV-HIb, HIb, Td/Tdap,수두, MMR, 일본뇌염,
Hib, 소아폐렴, A형간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어린이 인플루엔자)
▶ 접종장소: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의료기관

▶ 접종방법: 1차 접종 6개월 후 2차 접종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096~7

※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예방접종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
▶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096~7, 7142

아동·청소년 종합주의력검사
성동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부주의하고 산만한 혹은 충동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주의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 기

간: 연중시행

▶ 대

상: 만 6세 ~ 만 18세의 부주의, 산만, 충동적인 아동·청소년

▶ 접종대상: 생후 6개월 ~ 만 18세 어린이(2002.01.01. ~ 2020.08.31. 출생아)

▶ 기

준: 모집 대상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 중 초기상담 이후 검사 필요시 진행

▶ 접종기간: 20. 09. 25(금) ~ 21. 04. 30(금)

▶ 참여방법: 사전 전화 신청 후 참여

2020-2021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으세요!!

대상자
2회 접종자
(4주간격
2회접종)

접종 일자

2020.09.08.(화)∼
2021.04.30.(금)

내 용
· 생후6개월 이상~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과거 예방접종력이 1회인 경우 혹은 접종력이

▶ 문

10

의: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02-2298-2082)

----------------------------------------

성인

없거나 모를 경우

자살유족 프로그램 안내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에 위치한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 접종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
▶ 접종장소: 전국 위탁의료기관(보건소 접종 불가)
※ 위탁의료기관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지정 의료기관 찾기 ->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
▶ 준비물 : 주민등록번호(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이 원칙)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096~7097

자살유족의 심리안정 및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고자
자살유족 ‘그루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

시: 매월 둘째 주 수요일(11.11)오후 7시

▼ 대
상: 관내 자살 유족
▼ 참여방법: 사전 전화 신청 후 참여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02-2298-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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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1일 85,61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

상: 서울시 거주 중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지원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 정확한 대상자 여부는 보건소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 지원일: 입원 최대 10일/ 입원연계 외래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문 의: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 02-2286-7014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자가검진 및 심리상담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자가검진과 스트레스 검사가 가능한 아래
QR코드 및 홈페이지 온라인 검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구민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기

간: 상시가능

▼ 대

상: 성동구민 및 확진자, 자가격리자, 필수노동자 등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
응급입원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지원범위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

퇴원일 기준

등)은 지원 불가

이내 신청

강복지법」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지원
치료비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조현병 등으로 진단

인부담금(상급병실료, 제증명료

180일

행정입원(「정신건

홈페이지 온라인 검사 이용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외래치료

180일 이내 신청
치료비

지원(「정신건강

발생일로부터

복지법」제64조)

3개월 이내 청구

결정자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
비, 제증명료 등)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
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
제비, 제증명료 등)

▼ 구비서류

▼ 지원절차 및 내용
정신건강

정신건강 평가

자가검진 참여

및 고위험군 선별
ㆍ자가진단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
정신건강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개인정보 동의시)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ㆍ 전화상담(비대면)
➡ ㆍ 정신건강 및
일상생활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에 대한 심리교육

전문기관 연계
ㆍ전문적인 치료 필요시
의료기관 등 관련
➡
전문기관 연계
ㆍ필요시 관내
정신의료기관
마음건강 상담비 지원
(3회 이내)

※ 자가격리자는 사전에 심리지원 안내 문자발송 후 희망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문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법」

외래치료

▼ 참 여방 법: QR코드 및 구청ㆍ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

ㆍ QR코드 찍고
참여 또는
ㆍ구청․보건소․정신
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심리검사 참여

성인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

12

의: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98-1080)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치료비 지원 신청서 등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시: 최초 진단 연도 확인 가능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청구서, 치료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 응급/행정입원 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확인서
▼ 지급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

è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è 지원 대상 결정 è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

è

정신의료기관

▼ 문 의: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02-2298-1080

치료비 청구
대상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è
ç

치료비지급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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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무료접종 실시

성인

----------------------------------------

염도계 대여 사업 안내
*

▼ 접종대상: 만20세~49세(1999년~1970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 및 면역 미형성자

▼ 대 상: 성동 구민
▼ 장 소: 성동구 보건소
▼ 내 용: 1인당 5주간 블루투스 염도계 대여

▼ 접종일시: 2020.1.13.(월) ~ 2021.6.30.(수)
▼ 접종장소: 관내 위탁의료기관 33개소(20.12.15일

14

- 건강 나이 앱을 이용한 자가 염도 관리

기준)

- 염도계 반납 후 참여자에게 참여 기념품 제공

※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예방접종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
※ 대상자 확인 및 백신 소진등을 고려하여 접종 기관 전화 문의 필수

※ 대여 전에 전화예약 필수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137)

▼ 지원내용
- 20~40대(1970년~1999년생): ′20년 하반기(7~12월) 1차 접종자

건강관리 물품 대여서비스
- 가정용 혈압계와 체지방 체중계를 무료로 대여해드려요-

▼ A형간염 고위험군* : 아래의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질환자 대상
상병코드

질병명

하위코드
K70.0 알콜성 지방간
K70.1 알콜성 간염

K70
(133,353명)

알콜성 간질환

▼ 대

상: 만 19세이상 지역주민 및 관내 직장인

▼ 대여물품: 체지방체중계, 가정용 혈압계(인당 1품목씩 대여가능)

- K70.10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 대여기간: 4주(1회에 한하여 최대 2주 연장)

- K70.11 복수를 동반한

▼ 장

소: 성수보건지소(왕십리로5길 3, 성수1가 제2동 공공복합청사 4층)

K70.2 알콜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

▼ 비

용: 무료

K70.3 알콜성 간경변증(기포함)
- K70.30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 운영시간: 평일 09:00~17:00

- K70.31 복수를 동반한

▼ 이용방법: 사전 예약(전화) 후 물품 방문 수령(보건소 중복대여불가)

K70.4 알콜성 간부전

★ 구비서류(성동구민: 신분증 /성동구소재 직장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K70.42 혼수를 동반하지 않은
- K70.43 혼수를 동반한
K70.9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K75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5.8 기타 명시된 염증성 간질환(비알콜성 지방간염)

사전
신청

대여 요청
⇨

전화

⇨
현장방문

대여 승인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확인

물품 수령
⇨

⇨
사용법 교육

K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K76.1 간의 만성 수동울혈
K76.2 간의 중심성 출혈괴사
K76
(865,897명)

간의 기타 질환

기기반납 및
통합상담
기기 점검 및
추구관리

▼ 운영내용

K76.3 간의 경색증

- 건강관리물품(가정용혈압계 및 체지방체중계)무료대여

K76.4 간자반증

- 비대면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가관리교육 및 모니터링 결과상담)

K76.5 간정맥폐쇄질환

- 스마트 헬스케어 『유헬스존』방문 검진 및 서비스 연계

K76.6 문맥고혈압
K76.7 간신증후군
K76.8 기타 명시된 간질환
K76.9 살세불명의 간질환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142

▼ 문

의: 성수보건지소 만성질환예방관리 ☎ 02-228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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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폐렴구균예방접종

16

-------------------------------------

무료 치매검진 치료관리비지원(약값, 검사비지원)

▲ 대 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접종기관: 관내 위탁의료기관 110개소(20.7.20일

어르신

기준)

※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예방접종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
▲ 접종방법: 1회 접종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치매, 예방만큼 좋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
▲
▲
▲

검진대상: 성동구 거주 만 60세 이상 (1960년 이전 출생자)
검진내용: 선별검진(15분소요), 신경심리검사, 전문의상담
검진장소: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5층 성동구치매안심센터
QR코드 온라인치매검사

▲ 문 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096~7, 7142
1.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2. <치매검사 시작하기> 클릭하세요
3. 기억력 평가문항을 체크해보세요.
4. <경과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가족, 쉼터사업
인지쉼터프로그램
▲ 대 상: 성동구 거주 60세 이상 지역주민
(일반주민 / 치매고위험 / 경증치매)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
▲ 대 상: 성동구 거주 치매환자 가족 누구나
▲일 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 일 시: 매주 월~금 9:00~12:00

▲방 법: 온라인 화상회의(ZOOM)

▲ 방 법: 온라인 화상회의(ZOOM)

▲내 용: 치매 교육(헤아림),

▲ 내 용: 치매예방, 인지재활을 위한

힐링 · 음악활동프로그,

온라인 치매교육(e-희망교실)
비약물적 치료프로그램 제공
▲ 예약 및 문의: 성동구치매안심센터 ☎ 02-499-8071(내선 3)

고혈압·당뇨병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하고
▲ 대

▲ 등록관리 절차

진료비․약제비 감면 받으세요.

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신
▲ 내

청: 성동구 등록의원에서 진료 시 신청서 작성
용: 진료비 1,500원, 약제비 고혈압ㆍ당뇨병 각 2,000원 감면(월1회)
※ 지원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본인부담
▲ 등록관리 절차

▲ 예약 및 문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02-2038-3337

*중위소득 120%이하 : 치매관리비지원(약값 최대월3만원, 검사비8만원~11만원)
▲ 예약 및 문의: 성동구치매안심센터 ☎ 02-499-8071

17

정보안내

----------------------------------

부록 1. 생로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구 홈페이지 주방공개 배달음식점 안내
배달은 시켜야 하는데, 깨끗할지 찜찜하셨죠?
성동구 소재한 조리장만 있는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주방위생 상태 사진 및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개위치
성동구청 홈페이지 > 건강 탭 > 주방공개 배달음식점 클릭
성동구 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광장 > 음식점 찾기 > 주방공개 배달음식점
▲ 공개업소
동 명

참여업소

전화번호

동대문엽기떡볶이

02-2298-8592

참살이 피자

02-2299-2291

5학년2반 두 마리
치킨&도시락보쌈

02-6465-5020

동 명

금호동1가

금호동2가

마장동

하왕십리동

참여업소
유로코피자
왕십리뉴타운점

전화번호
02-2294-6553

큰집닭강정

02-2281-4988

비비큐치킨 행당점

02-2299-6737
02-2282-0086

신밥샵

02-2295-8743

밥통령짜글이&
김치찌개 왕십리점

비비큐치킨 마장점

02-2234-9282

이춘봉의 인생치킨

02-2282-1992

본도시락
한양대후문점

02-2291-4282

네네치킨 행당1점

02-2293-4479

고수의
오삼불고기&생선조
림
네네치킨 성수1가점

02-467-8277

피자알볼로 성수점

02-466-8495

야미가

02-2291-1543

본도시락 성수점

02-499-4282

철순이네 왕십리점

02-2282-7444

와구와구찜

02-466-9962

피자엉클

02-463-5677

옐로우피자

02-2282-6660

어스키친

02-2281-9952

The착한오리

02-2281-5292

마라하오
빚짜
돈카츠플러스
동경밥술
열봉이 왕십리점
남도분식
왕십리역점
마마쿡 왕십리역점

02-2298-2678
02-2298-2678
02-2298-2678
02-2298-2678
02-2298-2678
02-2298-2678
02-2298-2678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송정동

홍익동

행당동

▲ 문 의: 성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02-2286-7158

담당부서: 질병예방과(02-2286-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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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뉴스

POINT 1 – 치매바로알기
☎ 02) 499-8071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예방부터 돌봄까지 걱정 없는 치매안심성동 구현”

⑴ 치매를 일으키는 두 번째로 흔한 뇌혈관 질환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뇌혈관 질환(뇌경색,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뇌조직이 손상을 입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며 중풍을 앓고 난 후 갑자기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성 치매 원인
▸뇌경색 :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
▸뇌출혈 :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

☺ 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1

예방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생 모집(온라인교육)
∙대
상 : 성동구 지역주민 누구나
∙ 운영시간 : 2021. 02. 24(수) 10:00~12:00

2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성 치매

조기검진 사업

☉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검사
∙ 대상 : 성동구 지역주민 60세 이상 누구나
∙ 운영시간 : 주5일(월) ~ (금) 09:00~17:00
∙ 준비물 : 신분증, 사전예약

QR

출혈성 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성 치매

⑵ 혈관성 치매의 예방법
★혈관성치매는 건강한 생활을 통해 상당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비만, 높은 콜레스테롤을 치료합니다.

3

특화 사업

4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체력에 맞게 주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16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오메가3, DHA, EPA, 리놀렌산 같은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해산물, 등푸른

☉‘기억을 잇다’활동가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 대상 : 치매전문자원봉사 교육 이수자20명
∙ 일시 : 2021. 02. 23(화), 02. 25(목) 10:00~12:00
∙ 활동기간 : 2021. 03월 ~ 10월 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

☉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대
상 : 성동구 개인사업장
(식당, 슈퍼, 편의점, 약국 등)
∙ 신청방법 : 전화문의 및 상담

주 소 | 04768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3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5층
전 화 | (02)499-8071

전송 | (02)499-8075 이메일 | sddementia@naver.com

홈페이지 | https://seongdong.seouldementia.or.kr

생선, 견과류, 아마씨유, 올리브유를 섭취하고 나쁜 지방으로 볼 수 있는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등을 최소화 합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를 피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 섭취는 1일 1~2잔으로 제한합니다.
▸과음,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질병예방과(02-2286-7128)
담당부서: 질병예방과(02-2286-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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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 인지훈련

POINT 3 – 센터동정

(1) 기억력, 언어능력 키우기
\ ▸ 쿵짝쿵짝 규칙표를 보고, 글자에 해당하는 입소리를 찾아보세요

▸초성으로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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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거꾸로 말해요.

담당부서: 질병예방과(02-2286-7128)

“2021년 성동치매전문 교육생 모집 안내”

“치매 환자를 위한 서비스”

담당부서: 질병예방과(02-2286-7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