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지이키노 기즈나」는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사업소를 중심으로 치매 대응형 통소개호사업소,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사업소, 거택개호지원 서비스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성과 사회성을 인식하고, 취급에 관한 법령, 나라가 정하는 지침, 기타의 규범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지이키노 기즈나

지역복지 센터 니고

우편번호720-0082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기노쇼초 4초메 4번 28호

TEL : +81-84-973-0832
FAX : +81-84-973-0834
E-mail : nigo@npokizuna.jp

지역복지 센터 무카이나가타니

우편번호720-1147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에키야초 무카이나가타니 72번 1

TEL : +81-84-977-1417   
FAX : +81-84-977-1418
E-mail : nagatani@npokizuna.jp

지역복지 센터 가노카와

우편번호737-2302

히로시마현 에타지마시 노미초 가노카와 아자 고 2758-1

TEL : +81-823-45-2557   FAX : +81-823-45-2588
E-mail : kanokawa@npokizuna.jp

지역복지 센터 미야우라니시

우편번호723-0051

히로시마현 미하라시 미야우라 6초메 28번 9호

TEL : +81-848-61-3311   FAX : +81-848-61-3312
E-mail : miyaura@npokizuna.jp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지이키노 기즈나』 그룹 소개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지이키노 기즈나

우편번호720-0082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기노쇼초 4초메 4번 26호

TEL : +81-84-928-0503
FAX : +81-84-983-2803
E-mail : honbu@npokizuna.jp

HP : http://npokizuna.jp

커뮤니티 홈 니고

우편번호720-0082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기노쇼초 4초메 4번 26호

TEL : +81-84-983-2806   
FAX : +81-84-983-2807
E-mail : chnigo@npokizuna.jp

프라이버시 정책

두 개의 C는 서로 손을 잡았을 때,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의 2개의 선을 상징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관계의 중요함을 표현했습니다.

Community Center의 약자로 머리 문자 C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이키노 기즈나』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지이키노 기즈나』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지이키노 기즈나』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사업소 니고

지역교류 스페이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사업소 무카이나가타니

지역교류 스페이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사업소 니고

거택개호지원 사업소 니고

복지관련 상담 지역교류 스페이스

사회복지사 사무소 니고 지역교류 스페이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사업소 미야우라니시

치매 대응형 통소개호 사업소 미야우라니시

복지관련 상담 지역교류 스페이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사업소 가노카와

치매 대응형 통소개호사업소 가노카와

자신답게 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법인본부 사무소



족탕 연수실

일본식 방

족탕 연수실

일본식 방인사말씀 대표이사 프로필

❖ 운영 방침
① 익숙하고 정든 지역에서, 오래도록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기응변으로 지원한다.

②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본인의 자립 능력과 생존 능력 및 지역 개호력의 유지·향상을 지원한다.

❖ 환경이념
환경 문제가 곧 인권문제임을 자각하고, 지속·재생 가능한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생명지역주의(바이오 지역주의)

① 생명지역에 있어서의 생태계의 유지와 회복.

② 지속가능한 방법 추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음식물이나 에너지·물·기타의 자원을    

　 　사용하면서,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생활을 연구한다.

③ 「환경과의 공생」

　 ※사람들이, 그 지역과 생태계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미국 샌프란시스코 환경NGO 「플라넷·드럼」 설립자 피터=바그씨 제창.

　 ※우리들은 상기와 같은 장대한 사회적 사명과 책임에 대해 자각하며, 동시에 긍지를   

　 　갖고 그 직무를 완수한다.

❖ 직원응대 룰
지이키노 기즈나 응대 시 3가지 규칙

① 이용자와는 경어로 대화합니다.

② 시선은 같은 높이, 또는 그 이하로 두고 대화합니다.

③ 명령형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 대신, 의뢰형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운영 이념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킨다.

　 ※이용자·지역 주민·직원간에도 그 인권을 존중한다.

② 지역재생·지역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운영.

　 ※커뮤니티 사회 사업·커뮤니티케어에 중점을 둔 시설운영.

③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 제공.

④ 배려와 향상심의 확립.

⑤ 전문적 직업 의식의 확립.

⑥ 기성개념에 얽매이지 않는 지원 방법 추구.

⑦ 소셜 체인지·소셜액션을 추구한다.

⑧ 이웃한 다른 사업소와의 협동을 도모한다.

법인운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념의 수행이다. 「수익을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분명히 해둔다. 「수익을 내는 일」은 「목적」 

수행을 위한 「수단」중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목적」화 하지는 않는다.

❖ 법인이념
●기본적 인권의 존중

·시설 이용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한다.

·지역 주민, 법인직원의 인권을 존중한다.

·헌법 제13조 개인의 존엄, 제25조 생존권을 준수한다.

●지역주의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소중히 여긴다.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한다.

●평화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평화로움이 넘친다.

■히로시마현 치매 개호지도자

■사단법인 히로시마현 사회복지사회 회장

■후쿠야마헤이세이대학 비상근강사 (『사회복지원조 기술』)

■2008-2010년도 치매 개호연구·연수 센다이 센터(국립연구기관) 　

　「지역 연계」 담당 강사

■국가자격:사회복지사·개호복지사·정신보건복지사

　/지사인증 자격:개호지원 전문원

■현재, 현립 히로시마대학 보건복지학전공 석사과정재학중

1973년 10월 6일생. 주된 직업 경력은 생활 상담원, 개호직장 리더, 

노인주간보호서비스·그룹홈 관리자.

복지전문인이 마을조성에 관여해 가는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6년

2월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지이키노  기즈나를  설립 .  현재 ,  

히로시마현내에서 5군데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를 개설 운영.

HP : http://www.npokizuna.jp/

「대표 이사 나카시마 야스하루의 블로그」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지이키노 기즈나  대표이사 

나카시마 야스하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지이키노 기즈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개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성(상담자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과 사업성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익을 내는 것)의 균형이 잘 잡힌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일본 속담에 「인정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익」과 「공익」이 어딘가에서는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생활 과제를 안고 오시는 상담자의 

지원을 통해서, 지금은 생활 과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의 행복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실로 작고, 인류도 어딘가에서 반드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6명의 사람을 거치면 전세계의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스몰 월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세계는 실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평화와 행복을 생각해야만 한다고「지이키노 기즈나」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일본의 높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직 교육을 받은 전문인이 다수 

있는 법인입니다. 한국의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과의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희들이 새로운 행복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지이키노 기즈나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지이키노 기즈나  『경영 이념』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지이키노 기즈나  『경영 이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