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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호 보험 제도 주요 개정점                    
 

【2021 년 4 월부터】 
 
●개호 보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2021 년도부터 2023 년도의 개호 보험료가 결정되었습니다. 
개호 보험의 재원 비율은 제 1 호 피보험자(65 세 이상인 분)는 약 23%, 제 2 호 피보험자(4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는 27%입니다. 

 

●개호 보수가 개정되었습니다. 
개호 보험 서비스 개호 보수가 개정되었습니다. 

 

●제 1 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관한 기준 소득 금액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 년도부터 2023 년도까지 각 연도의 기준 소득 금액에 대하여, 개호 보험료의 표준 9 단계 중, 

시정촌민세 본인 과세층에 해당하는 제 6 단계, 제 7 단계, 제 8 단계 및 제 9 단계의 경계가 되는 기준 소득 

금액이, 각각 120 만 엔, 210 만 엔 및 320 만 엔으로 변경되었습니다.(14 페이지 참조) 

 

 

【2021 년 8 월부터】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부담 상한액이 변경됩니다. 

소득이 현역 소득자와 거의 같은 소득자 중, 연봉 약 770 만 엔 이상 및 연봉 약 1,160 만 엔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세대 부담 상한액이 현행 44,400 엔에서 각각 93,000 엔 및 140,100 엔으로 

변경됩니다.(16 페이지 참조) 

 
●특정 입소자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관련 식비 부담 한도액 등이 

변경됩니다. 
이용자 부담단계가 세분화됩니다. 또한, 식비 부담 한도액과 식비・거주비 조성 요건인 예금・저금 등 

기준 중 일부가 변경됩니다.(18, 19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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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호 보험 제도의 구조                         
(1) 개호 보험 제도 전체도 

 
 
 
 
 
 
 
 
 
 
 
 
 
 
 
 
 
 
 
 
 
 
 
 
 
 
 
 

(2) 개호 보험의 재원 구성 
 

개호 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분을 제외하고 공비로 약 반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반을 개호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안분하고 있습니다. 재원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시설 등 급부비에 대해서는 

국가：２０％ 

도도부 현：１７．５％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에 대해서 공비와 개호 

보험료의 부담 비율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시정촌 

１２.５％ 

연금 보험자 

(일본연금기구) 

피보험자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제2호피보험자 (40세 이상 65세 미만) 

보험료 (특별 징수) 

보험료(보통 징수) 

보험료 (의료보험료와 일괄 징수) 

개
호 

예
방 

케
어 

플
랜 

작
성 

의료보험자 

케
어 

플
랜 

작
성 

도도부 현 

１９.２５％ 

(

서
비
스 

선
택
과 

계
약)

(

이
용
자 

부
담 

지
불) 

(
서
비
스 

선
택
과 

계
약) 

 보험료 
(제2호 피보험자) 

 ２７％ 

개호 대상 (지원 대상) 인정 신청 

도도부 현 

１２.５％ 

<지역 지원 사업(포괄적 지원 사업·임의 사업)의 재원 구성>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충당되지 않고, 그 만큼 공비로 
국가 

２５％※ 

※국부 부담에는 조정 

교부금 5%가 포함됨. 
 보험료 
(제1호 피보험자) 

 ２３％ 

 보험료 
(제1호 피보험자) 

 ２３％ 

인정 결과∙개호 대상 (지원 대상) 통지 

조사∙지도∙조언 

시정촌 

１９.２５％ 

국가 

３８.５％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급 기금 

서
비
스 

제
공
자 

사
업 

실
시  

 (
) 

개호 보험 특별 회계의 
설치 운영 

개호(지원) 대상 인정 

지역 지원 사업의 실시 

사업자 지정 등 

국민건강보험단체 연합회 

개호 서비스 불평 처리위원회 

 
 

개호 급부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자택 서비스 사업자 

개호 보험 시설 

자택 개호 지원 사업자 

예방 급부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지역 지원 종합 상담 

학대 방지 등 권리 옹호 

포괄적∙계속적 케어 
매니지먼트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개호 예방 지원 사업자 
(시정촌 지정) 

심사∙지급 사업 위탁 

개호 보수의 청구 

심사∙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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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호 서비스 등의 이용 절차 
 

 

 

 

 

 

 

 

 

 

 

 

 

  

1. 개호 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주하는 시정촌에 개호(지원) 대상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은 다음 개호 대상 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 등이 작성한 케어 플랜에 

기반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지역지원 사업의 이용에 대해서는, 거주지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시설 서비스 

• 지정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노인 홈)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 개호 의료원 

○자택 서비스 

• 방문 개호 • 방문 간호 

• 통원 개호 • 단기 입소 등 

○지역 밀착형 서비스 

•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등 

○개호 예방 서비스 

• 개호 예방 방문 개호 

• 개호 예방 통원 재활 

• 개호 예방 자택 요양 관리 지도 등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등 

개
호 

급
부 

예
방 

급
부 

지역 지원사업 

 
○개호 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 방문형 서비스 

• 통원형 서비스 

• 기타 생활지원 서비스 등 

○일반 개호 예방 사업 

 （※ 모든 고령자가 이용 가능） 

• 개호 예방 보급 계발 사업 

• 지역 개호 예방 활동 지원사업 

• 지역 재활 활동 지원 사업 등 

포괄적 지원사업 

임 의 사 업 

개
호 

예
방∙

일
상
생
활 

지
원 

종
합 

사
업 

※사업 내용은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케
어 

플
랜 

작
성 

케
어 

플
랜 

작
성 

개
호 

예
방 

케
어 

 

매
니
지
먼
트 

개
호 

대
상 

1~

5 

지
원 
대
상 

1∙

2 
(

서
비
스 

사
업 

대
상
자) 

해
당 

외 

※명확하게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의 대상 외라고 판단 가능한 경우 

서비스 
사업 대상자 

체
크 

리
스
트 

시
정
촌 

창
구
에 

상
담 

이 
 

용 
 

자 

인
정 

조
사 

기
본 

조
사 

(

74 

항
목) 

특
기
사
항 

1차 판정 
(컴퓨터에 의한 
추계) 

2차 판정 

(개호 인정 심사회에 

의한 심사) 

개호(지원) 대상 인정 

주
치
의 

소
견
서 

개
호(

지
원) 

대
상 

인
정 

신
청 

※명확하게 개호 대상 

인정이 필요한 경우 
※예방 급부 및 개호 

급부에 의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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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 창구에 기본 체크 리스트에 따라 심사를 받습니다. ※실시는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이용하는 서비스의 구분(일반 개호 예방 사업, 개호 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및 개호(지원) 대상 인정 

서비스)을 나눕니다. 

 

○시정촌 창구에 개호(지원) 대상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본인 및 가족, 성년 후견인 등에 의한 신청 외에,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성령이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 자택 개호 지원 사업자(케어 플랜 작성 사업자), 개호 보험 시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등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65 세 이상이신 분】 

개호가 필요한 원인에 상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 

노화에 따른 하기 16 종류의 특정 질병에 의해 개호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촌에 의한 개호(지원) 대상 인정 

인정 조사 결과와 주치의의 소견서에 준하여 시정촌의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 심사∙판정합니다. 

원칙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규 인정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갱신 인정인 경우는 원칙 12개월)입니다. 단, 심신의 상태에 따라 단축,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조사 

인정 조사원이 방문합니다.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 등의 경우, 무료로 통역사 등이 

동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시정촌이 있으므로, 사전에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소견서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구)정촌이 의사를 소개합니다. 
 

○케어 플랜 작성 

・자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호 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가 있는 자택 개호 지원 사업자(케어 플랜 

작성 사업자)에게 의뢰합니다. 개호 예방 서비스 및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 의뢰합니다. 또한, 자택 서비스, 개호 예방 서비스의 케어 플랜은 본인이 

작성하여 시정촌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직접 시설에 신청합니다. 또한, 케어 매니저 등도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구체적인 내용과 이용일, 시간대, 이용료 등에 대하여 서비스 사 업자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계약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이 있으면 케어 매니저 및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서비스 

사업자 등이 상담에 응합니다. 

 

○이용료 지불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액은 비용의 10%에서 30%(※)입니다. 단, 거주비(체재비)·식비 등의 실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서비스 종류의 비용은 개호 대상 정도에 따라 개호 보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시에 납득이 될 때까지 설명을 들어 주십시오. 
 

(※) ‘7. 이용자 부담’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질병 

○암(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식견에 근거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관절 류마티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후종인대골화증 ○골절을 동반하는 골다공증 ○초로기의치매 

○진행성 핵상성 마비, 대뇌 피질 기저핵 변성증 및 파킨슨병 ○척수소뇌변성증 ○척주관 협착증 

○조로증 ○다계통 위 축증 ○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 ○뇌혈관질환 

○폐색성 동맥경화증 ○만성폐쇄성 폐 질환  

○양쪽 무릎관절 및 고관절의 현저한 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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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호 보험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개호(지원) 대상 인정 중에서 상태 구분이 ‘개호 대상 1~5’인 분은 개호 급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2’로 인정된 분은 예방 급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 서비스 종류> 

개호 급부 예방 급부 
  

 

 

(1) 자택 개호 지원∙개호 예방 지원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케어 플랜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전액이 보험 급부되어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자택 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케어 

매니저가 심신 상태 환경 본인 희망 등에 
기반한 케어 플랜을 작성해 서비스 이용 

상황 확인 등을 합니다. 
개호 보험 시설에 입소하실 경우에는 

시설의 케어 매니저가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개호 예방 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케어 플랜을 작성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 
등과 연락·조정합니다. 또한, 개호 예방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생활 기능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역 포괄 지원 센터가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자택 서비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복지용구 대여 

○특정 복지용구 판매 

【방문 서비스】 

○방문 개호 (홈 헬프)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자택 요양 관리 지도 

○공생형 방문 개호(홈 헬프) 

【통원 서비스】 

○통원 개호 (데이 서비스) 

○통원 재활 (데이 케어) 

○공생형 통원 개호(데이 서비스) 

【단기 입소 서비스】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단기 입소) 

○공생형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쇼트 스테이) 

◎개호 예방 서비스 
 
 

 
 
 

 
 
 
 

○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복지용구 대여 

○특정 개호 예방 복지용구 판매 

【방문 서비스】 
○개호 예방 방문 입욕 개호 

○개호 예방 방문 간호 

○개호 예방 방문 재활 

○개호 예방 자택 요양 관리 지도 

【통원 서비스】 

○개호 예방 통원 재활 

(데이 서비스) 

【단기 입소 서비스】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단기 입소) 

○공생형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쇼트 스테이) 

◎시설 서비스 

 ○지정 개호 노인 복지시설 

  원칙 상, 개호 대상 3 이상 

  특례 입소 (개호 대상 1, 2)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개호 의료원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그룹 홈)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원칙 상, 개호 대상 3 이상, 특례 입소(개호 대상 1·2)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복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공생형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그룹 홈) 

◎개호 예방 지원 

◎개호 예방 주택 개조 수리 

◎자택 개호 지원 

◎주택 개조수리비 

공생형 서비스: 동일한 사업소에서 일체적으로 개호 보험과 장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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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택 서비스 등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방 문 

서비스 

방문 개호 

(홈 헬프) 

방문 개호원(홈 헬퍼)가 자택을 방문해서 
입욕, 용변, 식사 등의 신체 개호와 조리, 
세탁 등의 생활 지원을 합니다. 통원 등을 
위한 승하차 도우미(통원 등의 승하차 
도우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입욕 
개호 

개호 직원과 간호사가 욕조가 탑재된 입욕차 
등으로 자택을 방문해 입욕 개호를 합니다. 

 
 

자택에 욕조가 없는 경우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자택 외의 시설에서 입욕 이용이 곤란하신 
경우에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입욕 지원을 
합니다. 

방문 간호 
간호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요양 상황의 확인과 

지도, 진료에 필요한 보조 등을 합니다. 
 

간호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요양 상황 확인이나 지도, 진료에 
필요한 보조 등을 합니다. 

방문 재활 

이학요법사 또는 작업요법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자택에서의 생활 동작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 치료를 합니다. 

 

자택에서의 생활 동작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학요법사 또는 작업요법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활치료를 
합니다. 

자택 요양 
관리 지도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요양상의 관리와 지도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요양상의 관리와 지도를 
합니다. 

통 원 

서비스 

통원 개호 
(데이 
서비스) 

무박으로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을 통원해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와 기능 훈련 등을 받습니다. 

 
 

통원 재활 
(데이 케어) 

무박으로 노인 보건 시설 및 의료 기관 등을 
통원해 심신의 기능 유지,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무박으로 노인 보건 시설 또는 의료 기관 등을 
통원해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심신의 기능 유지,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복지용구·

주택 개조 

수리 관계 

복지용구 
대여 

일상 생활의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용 
구를 대여합니다. 

복지용구 중 개호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용 
구를 대여합니다. 

하기의 표는 복지용구 대여 대상 종목입니다. 

종   목 
지원 대상 개호 대상 

１ ２ １ ２ ３ ４ ５ 

난간(공사가 필요 없는 것) ○ ○ ○ ○ ○ ○ ○ 

슬로프(공사가 필요 없는 것) ○ ○ ○ ○ ○ ○ ○ 

보행기 ○ ○ ○ ○ ○ ○ ○ 

보행 보조 지팡이 ○ ○ ○ ○ ○ ○ ○ 

자동 용변 처리장치(소변만 자동으로 흡인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 ○ ○ ○ ○ 

휠체어 

   

○ ○ ○ ○ 

휠체어 부속품 

   

○ ○ ○ ○ 

특수 침대 

   

○ ○ ○ ○ 

특수 침대부속품 

   

○ ○ ○ ○ 

욕창 방지용구 

   

○ ○ ○ ○ 

체위 변환기 
   

○ ○ ○ ○ 

치매 노인 배회 감지 기기 

   

○ ○ ○ ○ 

이동용 리프트(받침대 부분 제외) 

   

○ ○ ○ ○ 

자동 용변 처리장치 

(소변만 자동으로 흡인하는 기능인 것은 제외) 

     

○ ○ 

※기타 일정 조건에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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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복지용구·

주택 개조 

수리 관계 

특정 

복지용구 

판매 

복지용구 중, 입욕 또는 배설에 사용하는 용구를 구입한 경우, 연간 10만 엔을 
한도로(이용자 부담 10%에서 30%를 포함함.) 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참조) 또한, 
특정 복지용구 판매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종목】 노인 변기(변좌 바닥부 상승 부재도 포함), 자동 용변 처리장치의 교환 가능 

부품, 입욕 보조 용구, 간이 욕조, 이동용 리프트의 받침대 부분 

주택 개조 

수리 

자립 및 개호하기 쉬운 생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의 주택 개조 수리에 대해 
20만 엔을 한도로(이용자 부담 10%에서 30%를 포함함.) 지급합니다. (※1 참조). 
시정촌에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목】 난간 장착, 단차나 통로 등의 경사 해소,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한 바닥재 등의 

변경, 미닫이문 등의 문의 교체(문의 철거 포함), 구식 변기에서 좌변기로의 
교체 및 이러한 공사의 부대 공사(단차 해소를 위한 슬로프 설치에 따른 전락 
방지 펜스 설치 포함) 

단기 입소 

서비스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해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 및 기능 훈련 등을 받습니다.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해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 
및 기능 훈련 등을 받습니다.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단기 
입소)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해 간호, 의학적인 
관리하에 개호와 기능 훈련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받습니다. 

 

유료 노인 홈 및 저비용 노인 홈, 요양 
노인 홈 등에서 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지정을 받은 받은 분에게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입욕·배설·식사 등의 
지원 및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포함 유료 노인 홈 및 저비용 노인 
홈, 요양 노인 홈 등(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지정을 받은 시설에 한함)에 
입주하신 분에게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와 기능 훈련 등을 합니다. 

개호 포함 유료 노인 홈 및 저비용 노인 
홈, 요양 노인 홈 등(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지정을 받은 시설에 한함)에 입주하신 
분에게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와 기능 
훈련 등을 합니다. 

(※1) 원칙상 이용자가 우선 전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불한 다음에 개호 보험에서 환급되는 상환 지불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분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시정촌도 

있습니다.) 

 

(3) 시설 서비스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지정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노인 홈) 

원칙 상, 개호 대상 3 이상 특례 

입소(개호 대상 1·2) 

항상 개호가 필요하고 재택 생활이 
곤란한 분이 일상 생활 상의 도움, 기능 
훈련, 요양 상의 도움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입소 정원 
30명 이상의 시설에 한함.)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병환의 상태가 안정되고 재활 및 간호, 

개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의 자택 복귀를 
목표로 하는 시설입니다.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폐지 예정)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개호 등의 도움 및 기능 훈련, 그 
밖의 필요한 의료 서비스 등의 제공을 
받는 시설 입니다. 

 

개호 의료원 

일상적인 의학 관리가 필요한 중도 
개호자의 수용 및 간호·터미널 등의 
기능과 생활 시설로서의 기능을 겸비한 
시설입니다. 

 

  

특례입소의 요건 

① 치매이신 분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곤란함이 빈번하게 보인다. 

② 지적장애∙정신장애 등을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곤란함 등이 

빈번하게 보인다. 

③ 가족 등으로부터 심각한 학대가 

우려되는 것 등으로 심신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어렵다. 

④ 단신 세대이며 동거 가족이 고령 또는 

병약자 등으로 가족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동시에 지역에서의 개호 

서비스나 생활 지원 공급이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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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원 필요,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도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시정촌이 사업소의 지정, 감독을 합니다. 

원칙상 소재하는 시정촌의 주민(피보험자)만이 이용 가능합니다.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정기 순회,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정기적인 순회 방문 또는, 수시 통보를 
통해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 요양 상의 
도움 또는 필요한 진료 보조를 
실시합니다.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야간에 정기적인 순회 방문 또는 수시 
통보를 통해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을 
실시합니다.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치매인 분이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을 
당일 이용하며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 
및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치매인 분이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을 당일 
이용하며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기간에 걸쳐 입욕·배설·식사 등의 지원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개호 대상자의 심신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에 기반하여 방문, 
통원 및 단기간 숙박을 조합한 뒤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 및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심신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에 기반하여 방문, 통원 
및 단기간 숙박을 포함한 뒤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입욕·배설·식사 등의 지원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지원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그룹 홈) 

치매인 분(급성 상태인 분을 제외함.) 이 
소인원으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에서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2에 해당하는 분으로, 치매인 
분(급성 상태인 분을 제외함.) 이 
소인원으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에서,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입욕·배설·식사 등의 지원 및 그 외에 일상 
생활 상의 지원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유료 노인 홈 등의 특정 시설에서 
입주자가 개호 대상자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된 곳 중, 입주 정원 29명 
이하인 소규모의 시설에 입주한 개호 
대상자에게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 
기능 훈련 및 요양 상의 도움을 
실시합니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원칙 상, 개호 대상 3 이상 특례 

입소(개호 대상 1·2)

입소 정원 29명 이하인 소규모의 특별 
양호 노인 홈에서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의 일상 생활 상의 도움, 
기능 훈련, 건강 관리 및 요양 상의 
도움을 실시합니다.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복합형 서비스) 

방문 간호와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를 
조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입소 정원 18 명 이하의 소규모 통원 
개호시설로 일상 생활상의 도우미와 기능 
훈련 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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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지원사업                                 
 

피보험자가 개호,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도 최대한 지역에서의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정촌에서 실시합니다.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지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 방문형 서비스 

• 통원형 서비스 

• 생활 지원 서비스(배식 등) 

•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일반 개호 예방 

사업 

○개호 예방 파악 사업 

○개호 예방 보급 계발 사업 

○지역 개호 예방 활동 지원 사업 

○일반 개호 예방 사업 평가 사업 

○지역 재활 활동 지원 사업 

포괄적 지원 사업 

시정촌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아 지역 포괄 지원 세터가 실시합니다. 

○종합 상담 지원 사업 ○권리 옹호 사업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사업 ○포괄적∙계속적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 사업 

(사회 보장 충실분) 

○재택 의료∙개호 연계 추진 ○치매 시책 추진 

○생활 지원 서비스 체제 정비 ○지역 케어회의의 충실 

임의 사업 ○개호 급부비 적정화 사업, 가족 개호 지원 사업, 지역 자립 생활 지원 사업 등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 포괄적 지원 사업, 임의 사업 각 사업자는 각 시정촌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1)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은 현행의 서비스 유형인 개호 예방 방문 개호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더해, 주민 주체의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 일반 개호 예방 사업의 충실을 도모하여, 시정촌의 

독자 시책 및 시장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활용하면서 지원 대상자 등의 상태 등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사  업 내  용 

방문형 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상의 지원을 제공 

통원형 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기능훈련이나 집회장 등 일상생활 상의 지원을 제공 

기타 생활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배식 및 독거 고령자 등의 

케어, 기타 방문형 서비스 및 통원형 서비스에 준하는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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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종합 사업에 의한 서비스 등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합니다. 

(1) 개호 예방 서비스 
(2)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3)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 이용하시는 분 

B. 일반 개호 예방 사업 

사  업 내  용 

개호 예방 파악 사업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택 은둔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을 파악하여 
개호 예방 활동으로 연결한다. 

개호 예방 보급 계발 사업 개호 예방 활동의 보급 및 계발을 실시한다 

지역 개호 예방 활동 지원 
사업 

주민 주체 개호 예방 활동을 육성∙지원한다 

일반 개호 예방 사업 평가 
사업 

개호 보험 사업 계획에 정한 목표치 달성 상황 등을 검증하고 일반 개호 예방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지역 재활 활동 지원 사업 
개호 예방 대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원, 방문, 지역 케어 회의, 주민 
전체가 갈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재활 전문직 등의 조언 등을 실시 

 

(2) 포괄적 지원 사업 

A.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운영 

지역 포괄 지원 센터는 고령자가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가기 위한 코디네이트 
기관입니다. 센터에는 보건사, 사회 복지사, 주임 개호지원 전문원(주임 케어 매니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합 상담 지원 사업 

센터에서는 건강이나 복지, 의료와 생활에 관한 것 또는 고령자의 가족, 이웃에 사는 고령자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접수한 센터는 개호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및 지역 자원을 이용한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권리 옹호 사업 

센터에서는 고령자 학대에 대한 대응이나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의 지원, 소비자 피해의 
방지 등을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사업(재 게재) 

 
○포괄적∙계속적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 사업 

센터에서는 주임 케어 매니저 등이, 고령자가 좋은 지역을 만들기 만들기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계 
연계 체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의 케어 매니저 지원을 실시하여 보다 서비스 제공을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B. 재택 의료∙개호 연계 추진 

의료와 개호가 모두 필요한 상태의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 다운 삶을 살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낼 수 있도록, 재택 의료와 개호를 일체화해서 제공하기 위해 의료 기관과 개호 사업소 등의 관계자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호 대상 1∙2이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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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치매 시책 추진 

치매자가 가능한 한 지역의 양호한 환경에서 자기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하여, 
치매자나 가족의 시각을 중요시하면서 「공생」과 「예방」을 양 수레바퀴로 삼고 치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 집중지원팀 설치 

여러명의 의료・개호 전문직원이,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나 치매자 및 그의 가족을 방문하여 
관찰・평가를 실행한 후, 필요한 의료 또는 개호의 도입・조정, 가족지원 등 초기 지원을 포괄적, 
집중적(대체로 6개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역지원 추진원 배치 

지역의 지원 기관 간 연계 구축, 치매 케어패스・치매 카페・사회참여 활동 등 지역지원 체제 구축, 
치매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 오렌지를 정비 

치매자가 가능한 한 지역의 양호한 환경에서 자기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치매자나 그 가족의 
지원 니즈와 치매 도우미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연계시켜주는 체계를 정비하여 「공생」 지역 조성을 
추진합니다. 

 
<치매 질환 의료 센터> 

치매에 대해 전문 의료 상담, 감별 진단, 신체 합병증·주변 증상의 급성기 대응, 주치의와의 연계, 
환자·가족에 대한 개호 서비스 정보 제공과 상담 대응, 의료 정보 제공 등의 개호 서비스와의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 원 명 소 재 지 지역 구분 

의료법인 호쿠토카이 사와 병원 도요나카시 
이케다시, 미노시, 도요나카시, 스이타시, 도요노초, 
노세초 

특정 의료법인 
오사카 정신의학연구소 신아부야마 병원 

다카쓰키시 셋쓰시, 이바라키시, 다카쓰키시, 시마모토초 

특정 의료법인 미카미카이 종합병원 
히가시코리 병원 

가도마시 
히라카타시, 네야가와시, 모리구치시, 가도마시, 
다이토시, 시조나와테시, 가타노시 

(의) 세이신카이 
야오 고고로노 호스피털 

야오시 히가시오사카시, 야오시, 가시와라시 

의료법인 무쓰미카이 오사카 사야마 병원 오사카사야마시 
마쓰바라시, 후지이데라시, 하비키노시, 
오사카사야마시, 돈다바야시시, 가와치나가노시, 
다이시초, 가난초, 지하야아카사카무라 

의료법인 가와사키카이 미즈마 병원 가이즈카시 
이즈미시, 이즈미오쓰시, 다카이시시, 가이즈카시, 
기시와다시, 이즈 미사노시, 센난시, 하난시, 
다다오카초, 구마토리초, 다지리초, 미사키초 

의료법인 호쿠토카이 호쿠토 클리닉병원 오사카시 다이쇼구 

오사카시 

오사카시립 고사이인 부속병원 스이타시 

오사카시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오사카시 아베노구 

의료법인 유신카이 사쿠하나 진료소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오사카부 
사이세이카이 노에병원 

오사카시 조토구 

의료법인 구즈모토 의원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 

재단법인 
아사카야마 병원 

사카이시 사카이구 
사카이시 

의료법인 교와카이 한난 병원 사카이시 나카구 
 

홈페이지   오사카부 인지증 질환 의료 센터    검색  
 

D. 생활 지원 서비스 체제 정비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생활 지원 코디네이터(지역 서로 돕기 추진원)를 배치하여, NPO·민간 
기업·협동조합·봉사단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협의회·지연조직·개호 서비스 사업소·실버 인재 센터·노인 
클럽·상공회·민생위원 등의 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 주체와 연계하면서 다양한 일상 생활 상의 
지원 체제의 충실·강화 및 고령자의 사회 참가 추진을 일체적으로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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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역 케어회의의 추진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등에서 다직종 협동에 의한 개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 지역 과제의 파악 등을 추진합니다. 

 

(3) 임의 사업 

고령자가 자신 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호 보험 사업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피보험자 및 개호 대상자를 실제로 개호하는 분 등에 대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개호 급부비 적정화 사업, 가족 개호 지원 사업, 지역 자립 생활 지원 사업 등 

 

5. 개호 서비스 정보의 공표에 대하여              
정보 공표 제도의 취지와 구조 

개호 서비스 정보의 공표 제도는 이용자가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를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개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의 보고에 기반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보고는 법령 등에 의해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도부터 도도부현에서 지정 도시로 사무 권한이 이양되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공표되는 오사카시 또는 사카이시 소재의 사업소, 시설에 관한 정보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오사카시 또는 사카이시의 소관이 됩니다. 

 

○공표 내용 

기본 정보…명칭, 소재지, 연락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사자의 수, 시설·설비의 상황 및 이용 요금 등 

운영 정보…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제공의 구조, 종사자의 교육·연수 상황, 안전·위생 관리 상황 등 

 

○조사에 대해서 

도도부현 및 지정 도시는 보고된 정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호 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 

사업자의 개호 서비스 정보는 국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개호 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에 공표합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각 시정촌에서 공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해진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및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개호 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 상에 공표합니다. 

 

홈페이지  개호 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   검색  
 

6. 개호 보험료                                    
 

개호 급부·예방 급부·지역 지원 사업의 비용은 약 50%가 공비로 조달하고 공비 부담을 제외한 비용은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분)와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가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1) 제 1 호 피보험자(65 세 이상) 분의 보험료 

A. 보험료액 

각 시정촌에서 개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이용자 부담액은 제외)의 23%를 기준으로 65 

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를 산출하며 시정촌은 그 기준액에 소득단계에 따른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피보험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보험료 단계가 설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액은 각 시정촌이 3 년마다 정하는 개호 보험 사업 계획에 따라 3 년에 한 번 재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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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 재검토는 2024년 4월입니다.) 

제 1 호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65 세가 된 달(65 세 생일의 전일이 속하는 월)의 

분부터입니다. 

 

<보험료의 설정 예> 

보험료 단계 대  상  자 보험료 

제 1 단계 

• 생활보호 수급자 등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로 노령 복지연금 수급자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로 공적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80 만엔 이상인 분 

기준액×0.5 

제 2 단계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제 1 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적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2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0.75 

제 3 단계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제 2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0.75 

제 4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비과세로 공적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80 만엔 이하로 제 1~3 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분 
기준액×0.9 

제 5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제 4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 

제 6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이 1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2 

제 7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이 120 만엔 이상 21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3 

제 8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이 210 만엔 이상 3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5 

제 9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이 320 만엔 이상인 분 기준액×1.7 

※제1단계에서 제3단계에 대해서는 공비에 의한 부담 경감 조치 등에 의해,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상기 비율보다 

인하하여 설정한 시정촌도 있습니다. 

※설정 예는 9 단계이나 10 단계 이상을 설정하거나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변경한 시정촌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구)정촌으로 확인하십시오. 

B. 보험료 납입 방법 

    

 

○보통 징수 

노령 연금 등이 연금액 18 만엔 미만인 분이나 연금액 18 만엔 이상인 분 중에 연도 도중에 제 1 호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으신 분, 타 시정촌에서 전입해 오신 분 등 특별 징수(연금에서 공제)를 하실 수 

없는 분 의 경우에는 시정촌이 발행한 납입통지서에 따라 시정촌에 개별로 납부합니다. 납부 시기와 

횟수는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 징수 

노령 연금, 퇴직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을 연금액 18 만엔 이상 수급하고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자(일본연금기구, 공제조합 등)가 연금의 정기 지불(연 6 회) 시 보험료를차감하고 시정촌에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와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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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징수의 가징수（4 월∙6 월∙8 월 지불분）과 본징수（10 월∙12 월∙2 월 지불분）

제1호 피보험자인 분의 보험료는 소득 단계별로 설정되므로 당년도의 보험료액은 전년 소득이 

확정되는 6월 이후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년도부터 계속 특별 징수를 하신 분의 경우 4, 6, 8 

월분을 원칙상 2 월에 특별 징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합니다(가징수). 그리고 보험료액이 

확정된 후에 가징수분과의 조정이 이루어져 잔여 보험료액이 징수됩니다(본징수). 

(2) 제 2 호 피보험자(40 세부터 65 세 미만)인 분의 보험료 
 

40 세부터 65 세 미만인 분의 보험료는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공제조합 등의 

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법에 근거해 결정되며, 의료 보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3) 보험료 감면 
 

재해 또는 현저한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진, 풍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 주택, 가재 등의 현저한 피해를 입으신 분 

• 사망, 심신의 중대한 장애, 또는 장기간의 입원, 사업 또는 업무의 휴/폐지, 사업에서의 현저한 

손실, 실업 등에 의해 생계 중심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신 분 

 

시정촌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 

 

(4) 체납 시 조치 
 

개호 보험은 사회 전체에서 개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분도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합시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개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체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１年以上滞納したとき⇒支払い方法が償還払いに変更 

 

 

 

 

 

 

 

 

 

 

 
 

 

 

 

 

 

  

이용자가 비용 전액을 일단 부담하고 신청한 다음에 후일 보험급부분(90% 또는 70%)이 지급됩니다. 

 

이용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신청 후에도 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적으로 지불되 지 

않게 됩니다. 또한, 체납이 계속될 경우 지불되지 않은 보험급여비를 체납 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년 6 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보험급여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보험료 징수권은 2 년에 시효가 되나 시효에 따라 보험료 징수권이 소멸한 기간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30% 또는 40%로 인상되는 것 외에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고액 의료 합산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특정입소자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등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2 년 이상 체납한 경우⇒급여액이 감액됩니다 

1 년 이상 체납한 경우⇒지불 방법이 상환 지불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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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 부담                                   
(1) 이용자 부담 

서비스 이용료는 비용의 10%에서 3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 수급자 본인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경우 또는 생활 보호법에 규정하는 피보험자인 경우는 소득에 

관계 없이 10%를 부담합니다. 

개호(지원) 대상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이용자 부담의 비율(10%에서 30%)이 기재된 ‘개호 보험 부담 비율증’이 

발행됩니다. 

 
 

 

○이용자 부담이 고액으로 되지 않도록 소득에 따른 부담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이용자 부담 합계액(월액)이 이용자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소득 구분에 따라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가 지급됩니다. 시(구)정촌에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 구분 이용자 부담 상한액 

현역과 동등 수준의 

소득자에 상당하는 분이 

있는 세대 구성원※1 

연봉 약 1,160만 엔 이상 140,100엔(세대) 

연봉 약 770만 엔 이상~동 약 1,160만 엔 미만 93,000엔(세대) 

연봉 약 383만 엔 이상~동 약 770만 엔 미만 44,400엔(세대) 

세대 구성원 중 시정촌민세가 과세되는 분 44,400엔(세대) 

세대의 전원이 시정촌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분 24,600엔(세대) 

 

• 노령 복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 

•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과 공적 연금 등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80만 엔 이하인 분 등 

24,600엔(세대) 

15,000엔(개인) 

생활 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 등 15,000엔(개인) 

※1 2021 년 8 월부터 적용됩니다. 2021 년 7 월 이용분까지는, 소득이 현역 소득자와 거의 같은 소득자에 상당하는 분이 

있는 세대 분의 부담 상한(월액)은, 44,400 엔(세대)입니다. 

  

【부담 비율의 판정 절차】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20만 엔 이상 

제1호 

피보험자 

하기 이외의 경우 

동일 세대의 1호 피보험자의 연금 
수입+기타 합계 소득 금액  

단신: 280만 엔 이상 340만 엔 미만  
2인 이상: 346만 엔 이상 463만 엔 
미만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 엔 이상 
220만 엔 미만 

30% 부담 

20% 부담 

하기 이외의 경우 20% 부담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 엔 미만 

동일 세대의 1호 피보험자의 연금 

수입+기타 합계 소득 금액  
단신: 280만 엔 미만  
2인 이상: 346만 엔 미만 

10% 부담 

10% 부담 

케어 플랜(개호 예방 케어 플랜)의 작성 비용은 전액 개호 보험으로 급여되므로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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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택 서비스 이용자 부담 
 

자택에서 받는 서비스에는 개호 대상 상태의 구분 마다 1개월당의 지급 한도액(단위 수)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액(10%에서 30%)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통원 서비스(통원 개호, 통원 재활 등)에 대해서는 이용액(10%에서 30%) 외에 식비, 기저귀비 등을 

단기 입소서비스(단기 입소 생활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등)에 대해서는 식비, 체재비 등과 기타 일상 

생활비를 부담합니다. 

지급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를 받으신 경우에는 초과분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주요 자택 서비스의 지급 한도액과 한도액의 경우의 이용자 부담(대략적인 수치) 【1 개월당】 
 

구 분 지급한도액 이용자 부담액 (10%) 이용자 부담액 (20%) 이용자 부담액 (30%) 

지원 대상 1 50,320엔  5,032엔  10,064엔  15,096엔  

지원 대상 2 105,310엔  10,531엔  21,062엔  31,593엔  

개호 대상 1 167,650엔  16,765엔  33,530엔  50,295엔  

개호 대상 2 197,050엔  19,705엔  39,410엔  59,115엔  

개호 대상 3 270,480엔  27,048엔  54,096엔  81,144엔  

개호 대상 4 309,380엔  30,938엔  61,876엔  92,814엔  

개호 대상 5 362,170엔  36,217엔  72,434엔  108,651엔  

※지급 한도액은 단위로 표시됩니다. 1단위당 단가는 서비스 종별 및 사업소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표의 지급 한도액은  

1 단위=10 엔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표의 지급 한도액이 적용되는 서비스(개호 예방 서비스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개호,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치료, 통원 개호, 통원 재활 치료,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복지용구 대여,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복합형 서비스),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단기 이용 한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한정),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한정) 

 
(3) 시설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A. 개호 보험 시설에 입소(입원)해서 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자 부담 

• 시설 서비스비의 10%에서 30%(고액 개호 서비스비 적용 후의 금액은 ‘7(1)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를 참조.) 

• 거주비(체재비)·식비(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 적용 후의 금액은 ‘7(3) B. 특정 입소자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를 참조.) 

• 특별 서비스 비용(특별 룸 사용료, 특별 식사) 

• 일상 생활비(이 미용비, 기타 일상 생활비로 인정되는 비용) 

• 시설 서비스비는 시설의 소재 지역, 인원 배치 가산 등에 따라 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주비(체재비), 식비는 시설과의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시설마다 다릅니다. 

• 영양 매니지먼트의 강화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충실한 직원 배치, 개호가 곤란하신 분에 

대하여 고도의 케어를 실시하는 시설 등에서는 이용료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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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예 <시설 서비스비의 10%에서 30% 상당액·월액(30일)> 

종 별 
부담 

비율 
개호 대상 1 개호 대상 2 개호 대상 3 개호 대상 4 개호 대상 5 

개호 노인 

복지 시설 

공동실 

10%   22,321엔 24,453엔 26,553엔 

20%   44,642엔 48,906엔 53,107엔 

30%   66,964엔 73,359엔 79,660엔 

단일형 

개인실 

10%   24,861엔 27,024엔 29,124엔 

20%   49,721엔 54,047엔 58,248엔 

30%   74,582엔 81,071엔 87,372엔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공동실 

10% 24,704엔 26,209엔 28,152엔 29,751엔 31,444엔 

20% 49,408엔 52,417엔 56,305엔 59,502엔 62,888엔 

30% 74,111엔 78,626엔 84,457엔 89,253엔 94,332엔 

단일형 

개인실 

10% 24,955엔 26,365엔 28,309엔 29,971엔 31,632엔 

20% 49,909엔 52,731엔 56,618엔 59,941엔 63,264엔 

30% 74,864엔 79,096엔 84,927엔 89,912엔 94,896엔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공동실 

10% 21,506엔 24,484엔 30,786엔 33,545엔 35,927엔 

20% 43,012엔 48,969엔 61,571엔 67,089엔 71,854엔 

30% 64,518엔 73,453엔 92,357엔 100,634엔 107,781엔 

개호 의료원 

Ⅰ형 (Ⅰ) 

(종래형 

개인실) 

10% 22,384엔 25,832엔 33,231엔 36,397엔 39,219엔 

20% 44,768엔 51,665엔 66,462엔 72,795엔 78,438엔 

30% 67,152엔 77,497엔 99,693엔 109,192엔 117,657엔 

Ⅱ형 (Ⅰ) 

(종래형 

개인실) 

10% 20,973엔 23,951엔 30,472엔 33,200엔 35,676엔 

20% 41,946엔 47,903엔 60,944엔 66,399엔 71,353엔 

30% 62,919엔 71,854엔 91,417엔 99,599엔 107,029엔 

※1 단위＝10.45 엔(5 급지)으로 시산 

※고액 개호 서비스비 적용 후의 금액은 ‘7(1)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를 참조. 

B. 이용자의 부담 경감 제도 

○특정 입소자 개호(개호 예방）서비스비 

소득이 낮은 분의 상기 시설 서비스(지역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개호 및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요양개호를 포함한다)의 이용이 곤란하지 않도록 

거주비(체재비)·식비에 대해 소득 구분에 따른 부담 한도액을 마련하여 기준 비용액과 한도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시설이 정하는 거주비(체재비)·식비액이 기준 비용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설이 정하는 

금액과 한도액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시정촌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부된 ‘개호 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합니다. 

①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조건에 더해 개호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함)에 대해서도 시정촌민세 비과세일 것. 

② 개호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 및 배우자가 소유하는 현금, 예적금, 합동 운용 신탁, 공모 공사채 등 운용 

투자 신탁 및 유가 증권과 기타 이러한 종류의 자산의 합계액이 2,000만 엔(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000만 엔) (※2021년 8월부터는 제1단계: 2,000만 엔(1,000만 엔), 제2단계: 1,650만 엔(650만 엔), 

제3단계①: 1,550만 엔(550만 엔), 제3단계②: 1,500만 엔(500만 엔) 이하) 이하일 것. (기타 이러한 종류의 

자산에는 순금 적립 구입 등, 계좌 잔액 등으로 인해 시가 평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귀금속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이용자 부담 단계와 부담 한도액  
이용자 

부담 단계 
대  상  자 식비 부담 한도액 

(1 일) 
거주비(체재비) 부담 한도액(1 일) 

시설 
입소자 

단기 입소 
이용자 

단일형 
개인실 

단일형 
개인실적 
공동실 

단일형 
개인실 

공동실 

제 1 단계 • 세대의 전원이 시정촌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분 중, 노령 복지 연금을 
수급하는 분 

• 생활 보호 등을 수급하는 분 

300엔 300엔 820엔 490엔 
490엔 

(320엔) 
0엔 

제 2 단계 • 세대의 전원이 시정촌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분 중, 합계 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 및 비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80만 엔 이하인 분 

390엔 
390엔 

2021년 8월부터 

600엔 
820엔 490엔 

490엔 
(420엔) 

370엔 



 
 

19 
 

이용자 
부담 단계 

대  상  자 식비 부담 한도액 

(1 일) 

거주비(체재비) 부담 한도액(1 일) 

시설 
입소자 

단기 입소 
이용자 

단일형 

개인실 

단일형 

개인실적 

공동실 

단일형 

개인실 

공동실 

제 3 단계 • 세대의 전원이 시정촌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분 중, 상기 제2 
단계 이외의 분 

650엔 650엔 

1,310엔 1,310엔 
1,310엔 
(820엔) 

370엔 
(2021년 

7월까
지) 

2021년 
8월
부터 

제3단계① ※1 650엔 1,000엔 
제3단계② ※2 1,360엔 1,300엔 

제 4 단계 • 상기 이외의 분 자기부담 한도액 없음 

(참고)기준 비용 액 1,392엔 
2021년 8월부터 

1,445엔 
2,006엔 1,668엔 

1,668엔 
(1,171엔) 

377엔 
(855엔) 

( )는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단기 입소 생활 개호(개호 예방 포함) 및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개호 

「단일형 개인실적 공동실」은 2021년 4월 이후 새로운 설치가 금지되었습니다. 
※1: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분으로, 합계 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 합계가 연간 80만 엔 초과 

120만 엔 이하인 분 

※2: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분으로, 합계 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 합계가 연간 120만 엔을 
초과하는 분 

○시정촌민세 과세층의 거주비(체재비)·식비의 특례 감액 조치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시정촌민세를 과세하는 ‘７(3) B. 특정 입소자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이용자 부담액 단계 제4 단계에 해당하는 고령 부부 등 세대라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촌에 신청함으로써 제3 단계의 부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 복지법인 등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자로 수입과 자산 등의 요건을 만족하고 시정촌이 생계곤란을 인정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자 부담분, 거주비(체재비), 식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부담의 1/4 이 감액됩니다(노령복지 

연금 수급자는 원칙상 1/2). 

※시정촌에 신청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이용자 부담 경감확인증’ 교부를 받습니다. 

 

(5) 고액 의료 합산 개호 (개호예방)서비스비 
○의료와 개호의 부담액이 현저하게 고액인 경우의 부담 경감 제도 

개호 보험 서비스 및 각 의료 보험(국민 건강 보험, 피용자 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부담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에 부담 상한액(월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한 분이 지급됩니다. 

이에 더해 1년간(매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지불된 개호 보험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10%에서 30%)과 각 의료 보험의 세대 내 자기 부담의 합계액이 고액인 경우에도 소득 구분 마다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분을 각각 부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개호 보험에서는 ‘고액 의료 합산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각 의료 보험에서는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부담액은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및 고액 요양비의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지급 받을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개호 보험과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를 이용한 경우의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자기부담 한도액 (연액) 

과세 세대 

현역과 

비슷한 

소득자 

과세 소득 690만 엔 이상 212만엔   

과세 소득 380만 엔 이상 141만엔   

과세 소득 145만 엔 이상 67만엔   

일 반 56만엔   

비과세 세대 
저소득Ⅱ 31만엔   

저소득Ⅰ 19만엔   

기타 재난 등의 경우는 이용자 부담 감면이나 시정촌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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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령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1) 권리옹호 상담사업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신 분이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권리 침해와 생활상의 불안과 곤란하신 일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장애인 기간상담지원 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관계기관에 전문적인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합니다. 
 

상담 기관 

오사카시∙사카이시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 
오사카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사카이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오사카부 사회복지 협의회 

지역복지부 권리옹호추진실 
오사카시 성년 후견 지원 센터 사카이시 권리옹호 서포트센터 

전화 상담 

TEL：06-6191-9500 

월~금요일 10：00~16：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상담 

TEL：06-4392-8282 

월~토요일 9:00~17: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TEL：072-225-5655 

월~금요일 9:00~17:3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주요 업무로서, 지역의 관계 

기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변호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3：00~16：00 

(전화상담으로 예약, 상담은 

무료) 

보건 복지 센터,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장애인 기간 상담 지원 센터 

등이 판단 능력이 충분치 못한 

사람을 지원할 때,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 지원을 시행한 다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요청에 기반하여 

전문직(변호사·사법서사·사회복지사)을 

파견합니다. 

예약제·무료 

TEL：06-4392-8214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와 사회 

복지사에 의한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무료 

 

(2) 일상생활 자립 지원 사업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신 분에게 복지 서비스의 이용 도우미나 

일상적 금전 관리, 서류 등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는 각 시정촌 사회 복지 협의회로 해 주십시오. 

 

 

 

 

 

(3) 성년 후견 제도 
 

•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에 의해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신 분에게 본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후원자(성년 후견인 등)를 가정재판소가 선택함으로써 본인을 법률적으로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 판단 능력이 불충분해진 후에 이용하는 ‘법정 후견 제도’와 판단 능력이 불충분해질 경우를 대비해 

‘누구에게’, ‘무엇을 도움받고자 하는지’ 등에 대하여 계약으로 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임의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내          용 

복지 서비스의 이용 도우미 

서비스 

•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조언 

•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의 이용 절차 도우미 

서비스 등 

일상적 금전 관리 서비스 
• 예금 입출금 도우미 서비스 

• 집세 및 공공요금 등의 지불 도우미 서비스 등 

서류 등의 보관 서비스 
• 예금통장, 인감, 권리서 등의 보관 

※보석, 귀금속, 골동품 등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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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실 수 있는 자는 본인, 배우자, 4 촌 이내의 친족 및 시정촌장(본인의 복지를 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입니다. 

• 상세사항은 시정촌, 오사카부 사회 복지 협의회, 시정촌 사회 복지 협의회,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장애인 기간상담지원 센터,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4) 고령자 학대 방지 
 
개호 보험법에서는 지역지원 사업에 의한 고령자 학대 방지 등의 권리 옹호 사업의 실시나 사업자의 이용 

자에 대한 인격 존중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학대방지법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와 ‘요양 개호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로 나누어서 정의합니다. 고령자 학대를 발견한 경우는 시정촌에 상담·신고해 주십시오. 

 

9. 심사청구                                      
 
시정촌 등이 실시한 개호(지원) 대상 인정 및 개호 보험료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시정촌 등과 

상담해도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처분의 취소를 위해 오사카부에 설치된 개호 보험 심사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 보험 심의회에서는 시정촌 등이 실시한 처분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해 올바르게 실시되었는지 

심리한 후 재결합니다. 

또한, 심사 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해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사카부 개호 보험 심사회 홈페이지   오사카부 개호 보험 심사회   검색  

 

10. 장애인의 개호 보험 이용에 대하여            
 
개호 보험 제도는 장애인 시책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인 

분 및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 보험 가입자인 분은 개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및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특정 질병자가 개호(지원) 대상 인정을 

받아 개호 대상 또는 지원 대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개호 보험에서 개호 급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함에 있어서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으로부터 개호 보험 서비스에 상당하지 않는 

장애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합한 케어 플랜 등에 따라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케어 매니저, 시정촌, 지역 포괄 지역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2018년도부터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또는 생활 보호 세대의 구성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개호 보험의 자기 부담에 대해 고액 장애 복지 서비스 등 급부비를 통해 상환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중인 시정촌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1. 기타 고령자 복지 서비스 등                   
 

(1) 자택에서의 서비스 
개호 보험 서비스와는 별도로 시정촌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생활지원 서비스 등)가 있습니다. 그 

실시 여부와 내용, 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정촌 고령자 복지 담당 창구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서비스에 따라서는 이용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신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시정촌 고령자 복지 담당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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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서비스 

A. 양호 노인 홈 

자택 생활이 곤란하신 분을 시정촌의 조치에 따라 양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입소자가 자립해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 및 훈련, 기타 지원을 합니다. 

대상자 …원칙상 65 세 이상으로서 환경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택 생활이 곤란하신 

분 이용료 …부담 능력에 따라 일정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문의처: 시정촌 고령자 복지 담당 창구 

B. 저가 노인 홈 

저렴한 금액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식사, 입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60 세 이상(부부인 경우, 어느 한 쪽이 60 세 이상)으로서 가정 환경, 주택 사정 등의 

이유로 자택 생활이 곤란하신 분 

분 이용료 …부담 능력에 따라 감액됩니다. 

직접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C. 유료 노인 홈 

식사와 개호 제공,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용권 방식, 건물 임대차 방식, 종신 건물 임대차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자(개호 포함)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를 

이용하면서 해당 시설의 룸에서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함. 

대상자(주택형)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입주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방문 개호 등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시설의 룸에서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함. 

이용료 …계약으로 정해지며, 시설마다 다릅니다. 

직접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3) 고령자 대상 주택 
 

A.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주택으로써의 방 넓이나 설비, 장애물 제거 등의 하드면의 조건을 갖춤과 동시에 케어 전문가에 

의한 안부 확인이나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의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도 부현, 정령시, 중핵시에 등록된 주택입니다.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  오사카부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검색  

 

문의처：오사카부 주택 지역개발부 거주기획과(TEL：06-6210-9711) 

 

B. 실버 하우스 

고령자를 배려해 설계된 주택으로 고령자 2 인 세대 또는 독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 
주택입니다.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처：부영 주택：각 지정 관리자·시영 주택：시의 주택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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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담 창구·정보 안내                          

A. 담당 케어 매니저(개호지원 전문인원) 

본인의 케어 플랜을 작성한 케어 매니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평 상담 창구 

본인이 이용하시고 있는 사업자에는 불평 상담 창구가 있으며, 책임자가 있으므로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 시정촌 개호보험 담당 창구 

개호보험에 관한 궁금하신 점, 고민, 불평 등은 시정촌의 개호 보험 담당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지역의 고령자 본인 및 가족 등의 상담을 접수하는 종합적인 창구입니다.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및 연락처는 시정촌에 문의하십시오 

• 거주 중인 시정촌의 지역 포괄 지원 센터 

홈페이지   오사카부 지역 포괄 지원 센터   검색  

E. 오사카부 국민건강보험단체 연합회 불평 상담 창구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불평에 대하여 개호서비스 불평 처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사카시 주오구 도키와초 1-3-8 주오도리 FN 빌딩 내 5F TEL：06-6949-5418 

홈페이지   오사카부 국민 보건 보험 단체 연합회 개호 보험 불만 상담   검색  

F. 약년성 치매 지원 코디네이터 

전문적인 약년성 치매 지원 코디네이터가 본인 및 가족의 상담에 대응합니다. 또한, 기업,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장애인 취업·생활 지원 센터, 의료 기관 등에서의 상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언을 하면서 

서로 연계하여 대응합니다. 

TEL：06-6977-2051 

상담 일시: 월∙화∙목∙금(공휴일∙12 월 29 일~1 월 3 일을 제외) 10시부터 17시까지 

홈페이지   오사카부 약년성 치매 지원 코디네이터   검색  

※65세 이상인 분의 치매에 관한 상담은 각 시정촌에 배치되어 있는 치매 지역 지원 추진원 또는 

근처의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서 대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G. 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적정화 위원회 「복지 서비스 불평해결위원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자를 도와 드립니다. 불평 해결을 위해, 조언, 상담,  

사정조사와 알선 등을 실시합니다. 

• 오사카시 주오구 나카데라 1-1-54  오사카 사회복지지도센터 1F  TEL：06-6191-3130 

• 월~금요일 10：00~16：00(축제일·연말연시를 제외합니다.) 

홈페이지   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적정화 위원회   검색  

H. 소비자 생활에 관한 상담 및 불평 접수 

• 소비자 핫라인 TEL：188(국번 없음) 

※거주하시는 시정촌 등의 소비자 생활 상담창구를 안내합니다. 

• 오사카부 소비생활센터 TEL 06-6616-0888 

홈페이지   오사카부 소비생활센터   검색  

I.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WAM) 

홈페이지   복지 의료 기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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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팸플릿의 홈페이지 

• 해당 팸플릿의 전자 파일 및 내용 변경 등의 최신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오사카부 개호 보험 제도 팸플릿   검색  

 

오사카부 복지부 고령 개호실 2021년 9월 발행 

우편번호 540-8570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2초메   TEL：06-6941-0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