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 개호
지원 전문인

보건사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고령자 
안심상담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하치오지시 

상담 및 고민에 대해 조언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담당 센터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것은

검색고령자안심상담센터

고령자와 그 가족 및 지역 여러분의 상담 
이나 고민에 대해 상담하고 정보제공과 서 
비스 소개 등을 진행합니다.

지역 제휴와 협력체제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및 개호지원 전 
문인의 지원을 진행합니다.

학대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처합니다
학대의 조기 발견이나 방지, 소비자 패해 의 
미연방지와 성년후견제도의 소개 등을 
진행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래도록 자택에서 건강하고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위한  개호예방을  
도와드립니다.

저희한
테 상담하십시오!

개소 일시
개 소 일 월요일∼토요일
개소시간 9:00∼17:30
휴　　일 일요일·공휴일
 연말연시（12/29∼1/3）

고령자안심상담센터 일람

하치오지경관100선「다카오산 케이블카 노선의 풍경」

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아사히쵸 아사히쵸8-10 히루마빌딩3층 042-648-8331

다카오
히가시아사카와마치551-1 
히가시아사카와보건복지센터2층 042-668-2288

사뉴 사뉴마치372-4 042-692-3211

나카노
나카노카미쵸4-27-4 
보나루HONDA1층 042-620-0860

미나미오사와 미나미오사와2-17-5 042-678-1880

메지로 메지로다이2-55-5 042-669-3070

나가누마
나가누마마치1302-1 도영 
나가누마제2아파트 16호동 042-648-4340

가와구치
가와구치마치908-1
가와구치 사무소 내 042-654-5475

모토하치오지 가미이치부카타마치71-4 042-652-1134

가타쿠라 가타쿠라마치440-2 042-632-6331

호리노우치 호리노우치1206 042-679-1114

나가후사
나가부사마치588 나가후사 
아파트 서22호동 042-629-2530

고야스 고야스마치4-10-9 니시무라빌딩 4층 042-649-6020

모토하치
미나미 모토하치오지마치2-1964-2 042-673-6241

대라다 대라다마치137-1 042-673-6425

오요코 오요코쵸11-35 오요코보건복지센터4층 042-634-8666

온가타 시모온가타마치3395 온가타사무소 내 042-659-0314

유기히가시 가시마111-1 유기히가시사무소 내

이시카와 이시카와마치481 이시카와사무소 내



이럴 때는… 

부담없이 상담하십시오 
고령자안심상담센터란 ? 

 고령자 여러분이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 
록 필요한 지원이나 정보제공을 진행하는 상담창구입 
니다. 개호보험법에 규정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말하며 
하치오지시에서는 친근해지기 쉬운 애칭을 지었습니 
다. 시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고 있습 
니다. 

개호보험  
서비스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요즘,건망증
이 심해진것 
같아… 

요즘,다리와 
허리가 약해 
진것 같아, 
운동해야지
… 

요즘,수다를 
떨지 못했구 
나… 

옆집 노인이 가족 
들한테 야단 맞는 
것 같은데… 

개호는 무엇 
을 해야 하 
나？ 

수상한 업체 
가 드나드는 
집이 있구나 
… 

근처의 독거 
하시는 그분, 
걱정되네… 

홀로 사는 
부모가 걱정 
되네… 

상담에 대해… 

・비용은 무료입니다.  
・전화,팩스,편지로도 접수 받습니다. 방문 상담 
도 가능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개소시간 외에도 긴급시의 
전화 접수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