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택의 소개와 유의점~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다양한 주택이 제공되는 

가운데,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익숙한 지역이나 자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하려면 몸 상태나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주택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팸플릿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 종류나 

선택시의 유의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주택

어떤 주택을 선택하겠습니까?　

개호 보험 시설

치매 고령자 그룹 홈, 경비 노인홈, 유료 노인홈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주택 사업자가 선불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실버 하우징

고령자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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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개호가 필요해서 재택 생활이 곤란한 분이 

일상생활상의 보살핌, 기능 훈련,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입소자가 될 수 있는 한 재택에 가까운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독실·유닛 케어」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시설을 선택할 때에 이런 주거 환경도

확인해둡시다.

<독실·유닛 케어>

　독실을 마련해서 약 10명의 소인원을 

단위로 하는 몇몇 유닛으로 나눠서 케어를 

합니다. 방을 나오면 바로 거실이나 부엌이 

있 어 서  입 주 자 는  자 택 에  있 는  것 처 럼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 양호 노인홈(특양)

　의학적인 관리하에 간호, 기능 훈련, 일상생활상의 보살핌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재택 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활시설입니다. 병원을 퇴원해서 바로 자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안하다는 분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 

특양에 비해서 의료 케어가 충실합니다.

개호 노인 보건시설(노건)

　병상이 안정기에 있는 장기요양 환자로 개호 및 의학적인 관리가 상시 필요한 분을 위한 시설(병원)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케어의 수준이 높습니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은 2017년말(2018년 3월말)에 폐지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현재 신규 개설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치매 고령자 그룹 홈

　보살핌·생활상담을 하는 것에서 식사나 개호의 제공 등 일상생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하고, 

건강하고 자립된 분의 입주가 가능한 주택도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는 주택별로 확인해 주십시오. 

※　상기 외에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자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분이 시정촌장의 조치에 의해 입소하는 양호 노인홈이 있습니다.

◆자택 등에서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생활한다

◆시설 등에서 개호 보험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생활한다

<개호가 필요해져도 생활하기에 익숙한 자택에서 계속 생활한다>

<생활지원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 입주한다>

　주택을 안전하고 사용하기 쉽게 정리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방문 개호 등의 개호 보험 주택 서비스나 생활하기에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해서 생활합니다

●경비 노인홈(케어하우스, A형)

●개호 포함 유료 노인홈

●주택형 유료 노인홈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실버 하우징

개호 보험 시설

어떤 주택을 선택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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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노인홈(케어하우스·A형）

유료 노인홈

치매 고령자 그룹 홈(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서비스)

유료 노인홈의 입주에 있어서

　경비 노인홈은 식사·입욕·상담 및 원조 등의 일상생활상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립된 생활을 보내는 

시설입니다. 60세 이상(부부 등으로 입소하는 경우는 어느 한쪽이 60세 이상)으로 신체 기능 저하나 고령 등으로 인해 

독립해서 생활하기에는 불안하며, 가족에 의한 원조를 받는 것이 곤란한 분이 대상입니다.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상 입주자 자신이 방문 개호 등의 서비스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단, 해당 홈이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지정을 받고 있는 

경우, 이용자는 홈과 계약을 맺어, 식사나 개호의 제공,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유료 노인홈이란 고령자에 대해서 식사나 개호 제공,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유료 노인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 복지법의 규정을 토대로 오사카부 지사(사무가 이양된 경우에는 소재지의 

시정촌장) 또는 정령시·중핵시의 시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방 공공단체의 장은 홈의 설치자 또는 

설치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하는 등, 입주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설비나 서비스가 희망이나 조건(건강상태, 

경제면 등)에 맞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나 보살핌 등의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만, 개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호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입주자 자신이 외부의 방문 개호 등의 

서비스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계약해 개호 보험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해서 홈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호 포함 유료 노인홈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

포괄형(일반형)

외부 서비스 이용형

◆유형을 확인합시다

●주택형 유료 노인홈

　경비 노인홈(케어하우스, A형)과 유료 노인홈 가운데 일정한 지정 기준을 만족하는 홈은 개호 보험 서비스의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는 식사나 개호의 제공,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지정을 받고 있는 홈의 사업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홈의 직원이 특정 시설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고, 직원이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형(일반형)과 홈이 위탁하는 

외부의 개호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 이용형의 2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간은, 이용자는 주택 요양 관리 지도를 제외하는 다른 

주택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이 소인원(1유닛당 9명 이하로 원칙 2 유닛)으로 공동생활하는 시설로 식사, 

입욕, 용변 등의 개호나 기능 훈련이 실시됩니다. 애착이 있는 가구나 소품을 지참할 수도 있으므로 가정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스탭이나 입주자끼리 낯익은 사이가 되어 생활합니다. 이용자의 페이스에 따라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으며, 개별적인 케어가 실시됩니다.

　홈에 따라서는 위독자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주전에 확인해둡시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지정을 받지 않은 유료 노인홈은 광고, 팸플릿 등에 「개호 포함」「케어 포함」 등의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 1

※ 2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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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일시금(선불금)에 대해서

　생애에 걸쳐서 운영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집세 상당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입주시에 선불금으로써 

일괄 지불하는 이용료를 가리킵니다.

　금액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인 점, 나아가 계약 해제를 한 경우에 반환되는 액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입주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시다.

●　중요 사항 증명서의 설명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들읍시다. 

●　개호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경우, 어디까지가 개호 보험 서비스인가, 그 이외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요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합시다.

●　계약서는 2부 작성됩니다. 서로 서명 날인한 것 가운데 1부를 자신이 보관합니다.

　이용료의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입주 일시금과 매월 지불을 병용하는 홈이나 일시금이 불필요하고 매월 지불만 하는 

홈이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언제, 얼마 필요한지 확인해둡시다.

　거주 권리 형태에 대해서는 「이용권 방식」「건물 임대차 방식」「종신 건물 임대차 방식」이 있으며, 유료 노인홈의 

다수는 「이용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합시다～

◆이용료의 내용이나 지불 방법을 확인합시다

◆권리 형태를 확인합시다

　「◆권리 형태」「◆이용료의 내용이나 지불 방법」「～계약 전에 확인합시다～」의 내용은,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이용권 방식」이나 「입주 일시금(선불금)」에 대해서는 치매 고령자 그룹 홈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 전에 확인합시다～」는, 이 팸플릿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주거에 해당하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이용료에 대해서

　집세 상당액, 식비, 개호,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서비스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홈에 따라서 다양하므로 지불하는 비용이 어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잘 

확인해둡시다.

<건물 임대차 방식>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거주 계약 형태이며, 거주부분과 개호나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부분의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지차가법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종신 건물 임대차 방식> 　건물 임대차 계약의 특별한 유형으로 오사카부 지사(사무가 이양된 경우에는 

소재지의 시정촌장) 또는 정령시·중핵시의 시장으로부터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하는 종신 건물 임대차 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이 해당합니다. 임차인(입주자)이 살아있는 한 존속하며, 사망한 

때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용권 방식> 

　이용권이란 유료 노인홈의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포괄적인 권리를 가리킵니다. 입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 

권리로 양도나 상속은 할 수 없습니다. 

　이용권 방식은 거주 부분과 개호나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부분의 계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달리, 건강 상태가 변화한 경우에 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 홈도 있습니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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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 있어서의 생활지원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과 유료 노인홈과의 관계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서는 안부확인이나 생활상담 서비스가 등록 주택 

사업자 또는 위탁받은 사업자에 의해서 반드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제공 방법, 금액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둡시다.

　또한, 안부확인이나 생활상담 서비스 이외의 생활지원 서비스(식사 제공, 

입욕 등의 개호, 조리 등의 가사 등)의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 주택 사업자 

또 는  위 탁 받 은  사 업 자 가  실 시 하 는  서 비 스 뿐 만  아 니 라 ,  외 부 의  사 업 자 가  

실시하는 다른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자신의 희망사항을 

정리해둡시다.

※　개호 필요(지원 필요) 인정을 받은 분인 경우, 희망하는 생활지원 서비스(안부확인이나 생활상담 서비스는 

제외)에 상당하는 개호 보험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케어 매니저에게 상담하는 등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의 지정을 받고 있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식사나 입욕 등의 개호,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단, 이용자의 

특별한 희망에 의한 개별적인 서비스는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는 스스로 또는 위탁에 의해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서 유료 노인홈에 

해당하는 주택도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복지법에 규정하는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입주자의 

처우에 관한 부당한 행위나 이익을 해치는 행위 등이 없도록 또는 입주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합시다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은 주택으로써의 방의 넓이나 설비, 장애물 

제거와 같은 하드면의 조건을 갖춤과 동시에 안부확인이나 생활상담 

서비스와 같은 생활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의무화된 주택입니다.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개정(2011년 10월20일 시행)

에 의해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제도가 창설되어 등록된 

주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재지, 사업자명, 입주 계약의 종별, 주택의 구조·설비,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금액, 제공방법 등),  집세, 선불금의 유무,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지정 유무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으므로 주택을 비교·검토할 때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 등 사무에 대해서는 오사카부 지사 또는 정령시·중핵시의 시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주택 사업자 또는 주택의 관리나 생활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하는 등 해서 등록기준의 규정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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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노인홈,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및 치매 고령자 그룹 홈의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둡시다.

▶　집세 등의 선불금에 대한 산정 기초를 명시할 것.

▶　해당 선불금에 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보전조치를 강구할 것.

▶　일정 기간을 경과하는 날까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해진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액을 공제한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

　　일정 기간이란 입주후 3월 또는 상정 거주 기간(※)으로 됩니다.

（※） 상정 거주 기간…입주자 가운데 대략 50%의 분이 그 주택에 계속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으로, 주택마다 설정이 다르므로, 사업자의 설명을 잘 들읍시다.

　또한, 집세·보증금·서비스 대가 이외의 금전(권리금, 기타 금품)을 수령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 유료 노인홈 및 치매 고령자 그룹 홈인 경우, 2012년 3월31일까지 신고한 홈에 대해서는 2015년 4월1일 이후에 

　　수령할 금전부터 적용됩니다.

▶　생활지원 서비스의 제공자는 누구인가(등록 주택 사업자 자신인가, 위탁받고 있는 다른 사업자인가)

▶　각각의 생활지원 서비스의 대상 범위, 그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있는가 등에 대해서 등록정보나 계약서 

등으로 잘 확인해둡시다.

　또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에게 있어서 스스로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인가?

　(희망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입주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때에는 신속하게 해제할 수가 있는가?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자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거 등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다른 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 이용할 수가 있는가?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선택할 때의 유의점

　장애물 제거 등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입니다.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은 긴급시 대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버 하우징은 생활 원조원에 의한 안부확인이나 생활상담, 긴급시의 대응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된 주택입니다.

　어느 주택도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입주자 자신이 방문 개호 등의 서비스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개호 

보험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해서 생활합니다.

주택 사업자가 선불금(입주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민간 임대주택 등), 
실버 하우징(공적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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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주택

※경비 노인홈(케어하우스, A형)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된 경우에는,

　①　입주자 자신이 방문 개호 등의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해서 개호 보험에 의한 서비스 등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②　시설 자체에서 제공하는 개호 서비스(식사·입욕·용변 등의 개호나 기능 훈련 등)를 　　

　이용하면서 생활한다　(②는,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개호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개호 보험 제도상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서비스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서비스

방문 개호 등의 주택 서비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서비스

입주 가능한 분 

○집세, 공익비, 생활원조원 비용 부담액(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짐)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호 보험 자기부담분

○집세, 공익비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호 보험 자기부담분

＊입주자의 수입에 따라 집세 감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세, 공익비　　　　　　　　　　　　　　　　　　　　　　　　　

○안부 확인·생활 상담 서비스의 비용
＊기타 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 식비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호 보험 자기부담분　　　　　　

＊입주에 있어서, 보증금, 선불금(입주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가있습니다.

○집세 상당액, 관리비, 식비, 

＊개호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개호 보험 자기부담분　　　　　　　　　

＊입주에 있어서 선불금(입주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세 상당액, 관리비, 식비,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호 보험 자기부담분　　　　　　

＊개호 비용(개호 보험에 드는 이용료 제외)　

＊입주에 있어서 선불금(입주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비나 광열수도비 등의 생활비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거주에 필요한 비용(집세 상당, 케어하우스에만 해당)

＊입주자의 수입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달라집니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호 보험 자기부담분

○개호 보험 자기부담분　　　　　　　　　　　　　　　　　　　　　

○집세 상당분, 식비, 광열수도비　　　　　　　　　　　　　　　　　

＊이 외에 통원 보조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에 있어서 선불금(입주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호 보험 자기부담분

○거주비･식비　　　

○특별한 서비스(특별한 거실료, 특별한 식비)　

○일상생활비(이미용비 등 일상생활비로써 정해진 비용)　

특별 양호 노인홈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개호 필요
１～５

지원 필요
１·２

자립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보
험 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치매 고령자 그룹 홈

　　　　　　　※
경비 노인홈

(케어하우스, A형)

①

유료 노인홈

　　　　　　　※
서비스 포함 고령자

용 주택

　　　　　　　※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입주(입소)시의 신체 상태

②

개호 포함

주택형

①

②

①

②

지원 필요 １인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실버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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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문제에 관한 계약 관계 트러블

　●소비자 핫라인(주거하시는 시정촌 등의 소비생활 상담창구를 안내해드립니다.)

　　TEL 0570-064-370

　●오사카부 소비생활센터

　　TEL 06-6616-0888　▶http://www.pref.osaka.jp/shouhi

■법적 트러블로 곤란해진 때

　●오사카변호사회 고령자·장애자 종합지원센터(애칭 히마와리(해바라기))

　　고령자나 장애자 분들의 법률에 관한 지원을 합니다. 

　　TEL 06-6364-1251　▶http://soudan.osakaben.or.jp/himawari/index.php

　●법테라스(일본사법지원센터)
　　TEL 0570-078374　▶http://www.houterasu.or.jp/

■지역포괄지원센터
　　 지역 고령자나 가족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상담에 응합니다.

　▶http://www.pref.osaka.jp/kaigoshien/tiikihoukatusien/index.html

■개호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

　●담당 케어 매니저,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고충 상담창구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의 개호 보험 담당창구

　●오사카부 국민건강보험단체 연합회 고충 상담창구　TEL06-6949-5418

■개호 보험 시설, 경비 노인홈(케어하우스, A형), 유료 노인홈 일람
　▶http://www.pref.osaka.jp/koreishisetsu/sidou/index.html

　　(오사카부 복지부 고령개호실 개호 사업자과 홈페이지)

　　오사카부가 소관하는 시설만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사카부가 소관하는 시설 이외에 대해서는 각각 소관하는 각 시정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보제공 시스템
　▶http://www.satsuki-jutaku.jp/

■오사카부 고령자 주택 내비게이션(고령자용 주택 종합정보 페이지)
　▶http://www.pref.osaka.jp/jumachi/korei-navi/index.html

　　(오사카부 주택 지역개발부 거주기획과)

■오사카 안심 임대지원 사업
　　 고령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주택 등을 등록해 정보제공함으로써 주택찾기를 지원합니다.   

▶http://www.pref.osaka.jp/jumachi/ansin

　(오사카부 주택 지역개발부 거주기획과)

■개호 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　▶http://www.kaigokensaku.jp/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서비스 내용이나 운영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유료 노인홈 협회 TEL 03-3272-3781 ▶http://www.yurokyo.or.jp/

오사카부　복지부 고령개호실　　　2013년 3월 발행

〒540-8570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2초메　TEL.06-6941-0351

메일 주소　koreikaigo@sbox.pref.osak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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