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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TANI 행사 
아래 무료 행사에 초대합니다! 아래 무료 행사에 초대합니다! 
상세 내용 및 등록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상세 내용 및 등록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전인적 웰빙 세미나 전인적 웰빙 세미나 
매주 토요일 11:30am – 1pm  매주 토요일 11:30am – 1pm  
& 매주 수요일 6pm – 7:30pm & 매주 수요일 6pm – 7:30pm 
비대면 (Zoom) 비대면 (Zoom) 

여성을 위여성을 위한 영어 및 운전 연수 프로그램  한 영어 및 운전 연수 프로그램  
2-3월 중 다음 기수 시작 예정. 지금 등록 가2-3월 중 다음 기수 시작 예정. 지금 등록 가
능 능 
매주 화요일 10am – 12pm 매주 화요일 10am – 12pm 
(생활 영어, 여성 건강 강좌, 운전 연수) (생활 영어, 여성 건강 강좌, 운전 연수) 

TANI TANI 오클랜드 네트워크 모임 오클랜드 네트워크 모임 
2월 23일 수요일 10am – 12pm 2월 23일 수요일 10am – 12pm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변)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변) 

중국어중국어 건강 세미나  건강 세미나 
3월 3일 수요일 10am – 12pm 3월 3일 수요일 10am – 12pm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변)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변) 

목차:  »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TANI 건강 프로그램 
 » 아시안 건강 정보 및 현황
 » 보건 및 사회 지원 서비스 
 » 안전 메시지 및 관련 정보 
 » 지역 커뮤니티 소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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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ORA, 안녕하십니까! 
아시안 보건 네트워크 (TANI)에서 여러분께 따듯한 인사
를 전합니다!  

먼저, 저희 팀을 대신해서 90% 이상의 백신 접종률 달성
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
았습니다. 저와 독자 여러분, 가족 및 친구가 예방 접종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예방 접종을 받도록 
장려합시다. 

최신 코로나 현황을 포함하여 주변의 다양한 웰빙 방안 
및 서비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최신 여름 소식지를 통
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봄철 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을 돌아보면 Healthy Babies 
Healthy Future 어머니 그룹의 졸업과,  Asian Public 
Health in Aotearoa Report의 발행 및 발행식, 오클랜드 
지역 곳곳에서 열린 아시아 건강 세미나 및 Health Talk, 
그리고 여성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이주 여성 웰빙 프로
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
고 COVID-19경보 기간 동안 코로나 극복 웰빙 세미나를 
통한 상담, 요가 및 명상 웨비나를 매주 준비해서 커뮤니
티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건강, 웰빙 및 사회 지원 분야 등 다양한 코
로나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정보와 연락처를 수록한 주소록
을 발행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저희 TANI 웹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6000 가구 이상이 올해 
이러한 기획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을 이번 소식지에 조금이나마 실어보았습니다. 

본 건강 정보지의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
견과 제안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독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가 여러분 모
두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올여름 수영장, 해변, 낚시 등과 같은 야외 및 수상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항상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ANI 회장, Dr Lingappa Kalburgi 드림 (MNZM, JP)

          

From  The  Chairperson 새 팀원 신디를 환영합니다! 
Tēnā koutou 
Ko Wal-ah te māunga 
Ko Nam te awa
Nō Pusan, Korea ahau 
Ko SeungHee Cindy tōku ingoa 
Ko Kirikiriroa, Waikato tōku kainga
Nō reira, tēnā koutou, tēnā koutou, tēnā tātou 
kat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신디 승희입니다.  

TANI 해밀턴 사무실에서  Community Engage-
ment Coordinator로 TANI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되
어 너무 기쁩니다. 해밀턴과 와이카토 지역에 거주
하시는 다문화 커뮤니티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이고 2003년에 오클랜드 
대학 유학생으로 뉴질랜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후 뉴질랜드의 칼리지에 다니는 시리아 난민 청소
년들의 언어 학습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얼마 전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고 힘을 실어드리
기 위한 열정이 있어서 TANI에서 한국어 번역을 위
해 자원 봉사하기도 했으며, 오클랜드 적십자사의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배경 가족 지원을 위해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밀턴으로 옮긴 후에는 
와이카토 한국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이민자 그리고 이전에 난민 배경을 가진 분
들을 포함한 다문화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 증진
을 위하여 제가 연구하고 배워온 지역사회 사업, 이
주민/난민 옹호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또 이를 통한 새로운 도전을 기대합니
다.  

Ngā mih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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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 식품군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과는 
달리 천연 재료인 섬유질이 
포장하듯이 야채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효능을, 
특히 수용성과 내열성 비타민을, 

격렬하게 요리하는 과정에서 파괴시키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생 야채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야채들의 
영양소 대부분을 올바른 요리법을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요리할 때 야채의 최대한의 영양소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이 있습니다.

1. 긴 조리 과정은 야채의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시간의 요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컬리 플라워, 브로컬리 그리고 양배추와 
같은 몇 가지 야채들은 차라리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2. 살짝 볶는 것도 야채의 영양소를 유지하기 좋은 
빠른 조리법입니다. (예. 당근 피망). 그러나, 기름 양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3. 요리하는 동안의 수분의 양도수용성 비타민인 C 
와 B 그리고 엽산과 같은 야채의 영양소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은 양의 수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조리시 야채의 효능을 어떻게 보존할까?”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온라인 라이브 프로그램인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에 등록하십시오.

저희는 무료로 임신부, 수유부 그리고 4살 이하의 
아기가 있는 가족들에게 문화에 알맞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Bushra Ibrahim (뉴질랜드 공인 영양사 & 
라이프 스타일 코치), 연락처: 022 464 7448, 이메일: 

bushra@asiannetwork.org.nz

조리시 야채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

Stay Well Stay Connected Programme는 mindful-
ness (마음 챙김) 교육자이자 카운슬러이기도 한
Manjusha Mane (만쥬사 메인)가 매주 진행하는 
코로나 극복 웰빙 세미나입니다. 그녀는 문화적으
로 세심하고 트라우마에 대해 잘 아는Heart of Life 
Mindfulness Programme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긍정 
심리학, 마음 챙김 인지 치료, 수용 전념 치료 그리
고 정신 수양, 호흡법 그리고 요가를 포함한 동양 전
통 요법입니다. 이것은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웰빙
과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마음 챙김 명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쥬샤는 올 해 8월과 9월 코비드 락다운 기간동안 
온라인 줌을 통해7번에 걸친 시리즈 강의를 커뮤니
티에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은 
아주 긍정적이었고, 참가자들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알렸으며, 그리고 락다운 동안 겪었던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
달시켰다고 했습니다. 만쥬샤는 이 프로그램을 힌두
어와 영어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7가지 강좌로 구성됩니다:
강좌1: 마음 챙김 소개
강좌2: 스스로에 대한 인식 증진
강좌3: 회복탄력성 기르기
강좌4: 트라우마 치유하기
강좌5: 슬픔과 상실의 여정
강좌6: 건강한 관계
강좌7: 의식하며 사는 삶

여러분의 전인적인 웰빙 향상을 위해 이 무료 프로
그램에 초대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만쥬
샤에게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이메일: 
manjusha@asiannetwork.org.nz

전인적 웰빙을 위한 
마음 챙김 강좌

mailto:bushra%40asiannetwork.org.nz?subject=
mailto:manjusha%40asiannetwork.org.nz?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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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을 도와 생활에 
자신감을!

Migrant Action Trust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운전 학원은 
‘한 번에 하나의 운전 면허’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Puketapapa Community 
Driving School (PCDS)은 200명이 넘는 이민자를 
교육하였고, 이전에 난민이었던 97명은 8월 락다운 전에 
실기 운전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도록 도왔습니다.  

PCDS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는 청각 장애인이었던 
젊은 소말리아 싱글맘인 아미노를 도운 것입니다. 
매우 인내심 많은 강사분들과 수화를 지원해주었던 
자원봉사자 케빈 덕분에, 아미노는 지난 5월 제한 운전 
면허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리나 카필라 강사는 아프가니스탄 학습자를 가르쳤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구글 번역을 사용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전한 운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교차로 주변을 함께 걸어야 했습니다. 
싱글맘이자 난민인 그녀의 고군분투가 저를 많이 
감동시켰고, 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PCDS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운전 수업을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여러 장벽에 직면한 
학습자들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 되는 운전 수업을 
제공합니다. 

“저는 작년의 락다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식량과 
보급품을 사도록 저를 바래다 줄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훨씬 쉬워졌습니다” 라고 제한 
운전면허를 딴 하난이 말했습니다. 

젊은 운전자인 니나도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PCDS를 선택한 이유는 제 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이고, 잠재적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 강습 예약 및/또는 
이전 난민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된 강습에 기부하려면 
pcds.co.nz를 확인하세요.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나의 문화적 정체성과 
교차한다”, 이것은 2018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Counting Ourselves 설문조사에 응답한 49명의 
아시아 트랜스젠더와 논 바이너리 (성 정체성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 참가자들의 
인용구 중 하나입니다. 

이 출판된 연구는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과 다른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오테아로아의 아시아인들의 
정신건강 경험의 뉘앙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뉴질랜드 건강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아시아 
트랜스젠더 참여자는 전체 일반 인구(64.9% 대 7.4%)
보다 9배 높거나 매우 높은 심리적 고통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들이 아시아 
트랜스젠더와 일반 인구 사이의 정신 건강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는 건강 
관리를 받으려 할 때에 대한 장벽, 트랜스젠더 및/또는 
아시아인 차별, 가족 및 다문화 커뮤니티의 거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또한 언어 장벽에 
직면했거나 유학생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에게 더 
흔했습니다. 아시아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환경은 긍정적인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친구들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주요한 지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Counting Ourselves 연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아시아인과 
트랜스젠더의 교차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공합니다. 

다음 Counting Ourselves 조사는 2022년 중반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ounting 
Ourselves 웹페이지 (https://countingourselves.
nz/) 또는 Dr. Kyle Tan (k.tan@waikato.ac.nz)에 
문의하세요.

아시아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과 웰빙

http://pcd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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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가릴 수 있는 긴 소매 
옷을 입습니다 

더 촘촘하고 어두운 색상의 옷감은 
햇빛으로부터 여러분의 피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피할 그늘진 곳을 
찾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 밑으로 
들어가거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을 바릅니다 

최소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20분 전에 바르시고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세요. 특히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실 때나 땀을 
흘린 후에도 덧발라주세요. 

-모자를 씁니다 

챙이 넓거나 귀와 목을 덮을 
수 있는 덮개가 있는 모자를 
이용하여 얼굴과 목의 일광 화상을 
피하세요.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본인에게 꼭 맞고 눈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 측면에서 산란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랩 
어라운드(wraparound)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모든 
선글라스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라벨의 
자외선 차단 등급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일광 화상을 지혜롭게 

예방하세요!  
뉴질랜드의 강한 자외선은 피부와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9월과 4월 사이에 야외활동을 할 
때는 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산, 물놀이, 
스키 등 야외활동 시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햇빛으로부터 본인과 자녀분을 보호하세요.

(Source from https://www.sunsmart.org.nz/be-sunsmart)

다민족부(The ministry for Ethnic Communities)는 
소수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포
괄적인 참여와 다양성을 위한 정부 최고 고문 기
관입니다. 저희는 많은 워크숍을 주관하여 다문화 
커뮤니티를 서로 연결해 주고 최근 재뉴 아시안의 
건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아시안 보건 네트워
크(TANI)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친절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준 다문
화 커뮤니티와 서비스 단체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
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리더들과 그들이 속한 단
체가 보여준 저력, 열정, 회복 탄력성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간 420만 달러를 배정한 다민족 공동
체 개발 기금(Ethnic Communities Development 
Fund)을 통해 소수 민족 공동체가 운영하는 프로
젝트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다민족 커뮤니티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펀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지원 방법
은 https://www.ethniccommunities.govt.nz/
our-programmes/ethnic-communities-develop-
ment-fund/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저희가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를 통해 유용한 정
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입은 https://
confirmsubscription.com/h/j/D7D814DACB4B-
8D4C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의
견을 경청하고 문제가 발생 시 도와드릴 수 있으
며 해결방법을 같이 모색합니다. 언제든지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ean.lim@ethniccommunities.govt.nz

 웹사이트 www.ethniccommunities.govt.nz

다민족부-북부지역 커뮤니티 
& 파트너십 팀

https://www.sunsmart.org.nz/be-sunsmart
mailto:sean.lim%40ethniccommunities.govt.nz?subject=
http://www.ethniccommunities.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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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hiinneessee  HHeeaalltthh  WWeebbiinnaarr
Low vaccination rates & senior health

17th Dec 2021

 노인 학대,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번 휴가철에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변 이웃 
노인들이 괜찮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 10명 중 1명의 노인은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고되지 
않아 정확히 얼마나 많은 노인이 학대를 겪는지는 
알려지지조차 않았습니다. 

학대는 심리적, 물질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포함하며 의도된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형태의 학대를 포함합니다. 

노인학대는 모든 성별의 문화와 사회계층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주며 학대자는 주로 노인이 
믿거나 의지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가 학대당한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세요. 

무료이며 익명이 보장되는 전화 통화가 연중무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번호는 0800 32 668 65 이며, 
무료 문자 번호는 5032,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support@elderabuse.nz 입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번역된 자료도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officeforseniors.govt.nz에 나와 있습니다.

Need Healthcare information?

www.healthpoint.co.nz 을 방문하시면 
최근 올라온 보건 & 의료 서비스, 
전문인 의뢰 및 일반 치료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 건강 세미나 
아시안 보건 네트워크(TANI)는 11월 17일에 
WDHB, 오클랜드 중국 의료인 단체, Immuniza-
tion Advisory Centre (IMAC), 영양사, 그리고 중
국 커뮤니티와 함께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
였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낮은 백신 접종률과 노인건강” 
이었으며 대상은 COVID백신접종에 대한 망설임
과 궁금증이 있는 고령자 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문화권의 낮은 백신 접종률에 
대하여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백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
정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21 명의 오클랜드의 중국 커뮤
니티 단체들과 지도자들이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공중 보건 전문가들도 함께해 질문
과 답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WDHB의 아시안 헬스 서비스 팀은 장애나 고령으
로 인하여 활동이 불편한 분들께 제공되는 무료 
택시 서비스, 백신 단체 접종 예약, 그리고 통역 서
비스를 홍보하였으며, 패널로 참석한 중국 가정의
는 노인들이 걱정하는 만성 질환과 관련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고, 영
양사는 고령자들이 백신 접종과 함께 건강하고 좋
은 면역체계의 유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
다. IMAC의 Community Educator는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백신 접종에 대해 이해를 
높이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는데 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
공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
종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접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의료 서비스 정보가 필요하세요?

http://officeforseniors.govt.nz
http://www.healthpoint.co.nz
http://healthpoin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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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키위스는 오클랜드 비즈니스 챔버 (Auckland 
Business Chamber)와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 이 운영하는 전국적인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많은 고용주가 재능 있는 새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뉴 
키위스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뉴 키위스에는 구직 스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스킬 및 팁, 키위 직장문화 및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워크숍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구직 주제에 대한 워크샵 및 클리닉, 
워크숍 후 지원도 제공합니다. 

Sri Sai Prasanna Kumar Venigandla 께서는 “
뉴키위스는 제 성공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줄곧 
큰 힘이 되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지원, 면접 교육까지 저에게 맞는 지도와 
멘토링이 저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팀은 현지 채용 기법을 더 잘 이해하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여러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뉴키위스에 등록하여 유용한 조언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키위 커리어를 시작하세요. 

등록: www.newkiwis.co.nz  

이메일: newkiwis@chamber.co.nz  

전화: 0800 709 907

직장에서의 백신

일부 직원들은 12월 3일 금요일까지 첫 번째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My vaccine pass’ 의무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은 12월 
3일까지 첫 번째 접종을 받아야 하며 2022년 1월 17
일까지 2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이 의무는 요식 업
계, 행사, 모임, 체육관, 밀접 접촉 비지니스 등에 적용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직원들은COVID-19 백신 접종을 위해 유급 휴
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는 각 직원이 백
신 접종을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허용하
고 있습니다. 모든 뉴질랜드 시민들은 가능한 한 빨리 
COVID-19 백신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COVID-19 백신 여부로 인한 고용 종료 시, 유급 고지 
기간 신규요건 

뉴질랜드 정부는 근로자가 COVID-19 백신 받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최소 4주간의 유급을 고지하
는 기간을 제공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접종 검사 도구 

뉴질랜드 정부는 기업들이 각 사업장에서 반드시 
COVID-19 백신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지 결정하
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도구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도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와 지침은 조만간 웹사이트 www.business.govt.nz에
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Vaccines and the workplace» Em-
ployment New Zealand 방문해 주세요. 

무료 헬스라인 서비스 
• 일반적인 건강 조언과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0800 611 116으로 전화 주십시오 
• COVID-19 건강 조언은 언제든지 0800 358 5453으로  
전화 주십시오 
• COVID-19 예방접종 문의 0800 28 29 26 (주 7일 오전 
8~ 오후8시)

http://www.newkiwis.co.nz
mailto:newkiwis%40chamber.co.nz?subject=
https://parentscentre.org.nz/
https://parentscentre.org.nz/
http://www.business.govt.nz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other-types-of-leave/coronavirus-workplace/covid-19-vaccination-and-employment/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other-types-of-leave/coronavirus-workplace/covid-19-vaccination-and-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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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문 간호사가 하는  
무료 여성건강 서비스 

우리 서비스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자궁 경부암 검사      * 성병 검사와 치료 

* LARC를 포함한 피임법     * 응급 피임법 

* HPV백신 접종(자궁경부암 예방)     

* 임신 테스트 

자궁경부암은 10~15년에 걸쳐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암이 되기 
전에 세포의 변화를 찾아냅니다. 3년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바일 클리닉/이동 진료소는 오클랜드 
전역의 여러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ST Luke
클리닉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문을 엽니다. 

우리 여성 전문 간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택할 옵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직원이 다양한 언어 지원, 
도움, 교통편, 그리고 무료 서비스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ianna (한국인 간호사): 021 672 687 

Michelle (중국인 직원): 021 222 7084 

Sudha Thati (남아시안 직원): 021 272 2786 

온라인 예약: www.wellwomenandfamily.co.nz 또는  

사무실 전화: 09 846 7886 

주소: Unit 14, 49 Sainsbury Road, St Lukes 
Business Park, Mt Albert, Auckland

Covid-19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예: 줌 온라인 미팅들, 페이스북 생방송, 이메일)을 
통해 지속해서 연계하고, 건강 메시지를 공유하고, 
또한 가족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의료 서비스 관련 
최신 정보는 특히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Counties Manukau 대장암 진단 검사는 대장암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목표는 대장 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이 참여하여 간단하고 위생적인 검사를 
집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Counties Manukau지역에 거주하는 60~74세 남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 검진에 초대하는 편지 

- 동의서 

- Labtest 주소 및 연락처 목록 (선별된 Labtest에 
채취한 표본을 투입구에 넣을 수 있음)  

- 2년마다 무료 대장암 진단 검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 테스트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료 전화 0800 924 432로 
문의하세요. 

더욱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healthpoint.co.nz/public/gastroenterology-
hepatology-liver/counties-manukau-health-bowel-
screening/

Counties Manukau 
대장암 진단 검사 

https://www.healthpoint.co.nz/public/gastroenterology-hepatology-liver/counties-manukau-health-bowel-screening/
https://www.healthpoint.co.nz/public/gastroenterology-hepatology-liver/counties-manukau-health-bowel-screening/
https://www.healthpoint.co.nz/public/gastroenterology-hepatology-liver/counties-manukau-health-bowel-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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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ui Tu Kaha는 마오리인으로 이루어진 iwi 조직
이며, 정신 건강과 공공 지원주택, 그리고 여러가
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원 누구
나 의미 있고 건강한 사회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Kahui Tu Kaha의 아시안 웰빙 서비스는 2005년부
터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아시안 웰빙 서비스는 908
명이 독립적이고 개인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70세가 넘은 M님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아시
안 웰빙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M님은 당뇨
병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과 더불어 우울증을 앓
고 있습니다.  아시안 웰빙팀은 M님이 다시 가족
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M님은 또한 지역 예산 서비스 (Budget Servic)를 
통해 가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
게 되었습니다.  Kainga Ora 주택 공급 배당의 대
기자 후보로 12개월간 기다리는 것과 예기치 않
은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해 M님은 불안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외로움과 
무력감은 M님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아
시안 웰빙팀은 락다운 기간에도 전화 상담 지원과 
더불어, Kahui Tu Kaha 주택지원팀과 함께 협력하
여, 지난 10월에 M님께서 임시 숙박시설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M님은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고, 나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라
고 M님이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걱정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community mental health team 또는 GP/가정의
를 통해 누구라도 아시안 웰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referral@kahuikaha.co.nz 

(고객의 안전을 위해 상기 이름은 익명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한편 
부정적이고 나쁜 스트레스는 불안, 고통, 혼란을 야기
하며 신체적 증상도 유발합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다루는 몇 가지 간단한 조언으로는: 

•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 인지하기 – 이것은 균형감
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도록 돕습니다. 

• 가능하면 부정적인 스트레스 줄이기. ‘노’라고 말하
는 것을 연습하고, 너무 많은 일들 피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이해하고, 가능한 해결책
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절한 조처를 하게 
합니다. 

•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문제에 접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 운동은 웰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동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며, 신체적 긴장을 일으키는 요인을 배
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숙면과 균형 잡힌 식단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
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활동을 정기
적으로 합니다. 즐겁게 지내는 것이 어려우시면, 계
획적으로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내거나 취미생활 혹은 편안한 활동을 하도
록 합니다.  

• 숨쉬기 조절과 근육 이완과 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술들은 나의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도
록 돕습니다.

건강한 삶과 자기 결정을 위한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여름철 정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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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Foundation of New Zealand (뉴질랜드 뇌
졸중 재단)은 뇌졸중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COVID-19 백신 접종은 완전히 받을 것을 촉구합니
다. 새로운 국제적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COVID-19 감염으로 인한 뇌졸중 발병 가
능성은 크게 증가합니다.  몇 몇의 연구는 위험이 
3-10배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
자가 감염되었을 경우 감염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성인이 겪는 심각한 장애의 가장 큰 원인입
니다. 뉴질랜드에서 뇌졸중 단독 사망원인은 암에 이
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모든 뇌졸중의 75%가 예방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뇌졸중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재단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현재 가용한 최상의 테이터를 볼 때, 우리 재단은 
COVID-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인 뇌졸중 예
방 대책이라는 결론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오
테아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백
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CEO인 Jo Lambert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과학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백신
을 접종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
종을 했을 때 만약에 운이 나빠 뇌졸중에 걸렸을 때
도 그 증상이 훨씬 덜 심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처: 
• AHA, “Stroke risk higher than expected among 
COVID-19 patients” (2021)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Large-Vessel Stroke 
as a Presenting Feature of Covid-19 in the Young” (2020)  
• Klok, F. A., et al. “Incidence of thrombotic complications 
in critically ill ICU patients with COVID-19.” Thrombosis 
research 191 (2020)  
• Llitjos, Jean-François, et al. “High incidence of ve-
nous thromboembolic events in anticoagulated severe 
COVID-19 patients.” Journal of Thrombosis and Haemo-
stasis (2020)

사회 활동 보조금 
사회 활동 보조금(Social Action Grants)은 우리 사
회 또는 커뮤니티에서 정신적 피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돕는 보조금입니
다. 
일생을 통하여 뉴질랜드인의 47%가 정신적 피로나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판단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주거, 
사법, 그리고 의료 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심지어 커뮤니티 내에서나 가족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정신 질환을 치유하는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를 도와서 이러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하여 
Noku te Ao (Like Minds Program)은 새로운 보조금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보조금은 
정신적 피로 및 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도전하
는 프로젝트를 계발하려는 개인, 커뮤니티 단체 그
리고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2022년 초나 중반까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받아 보기 위해서 
우편물 수신자 명단에 등록하세요. 

https://mentalhealth.org.nz/social-action-grants 

COVID-19 감염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의 
COVID-19 접종 
기록을 
받으세요.

mycovidrecord.nz을 방문하세요 

https://mentalhealth.org.nz/social-action-grants
https://mycovidrecord.health.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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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밝히는
 추모 조명

52 Beach Rd에 위치한 웨스트 오클랜드 호스피스가 올
해도 다시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빛은 그 
지역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추모등은 우리에게 결코 잊힐 수 없는 특별한 사
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는 COVI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하는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
분의 가족을 초대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가족이 방문해서 추모등을 찍은 사진이 
있다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 #Everymomentcounts
를 통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헌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지역 사업체에 감사드립니다.

St John에서 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 주세요! 
St John은 모든COVID-19경보 수준에서 구급
차 요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필수 인력이 함
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1로 전
화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의 응급상황에 

대응해 드릴 것입니다. 혹시나 확진자의 가까운 접촉자로 
확인되었거나 증상들이 나타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11로 전화 하실 때,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이  Covid-19에 노출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
주시면, 구급차 요원이 진료를 위해 어떤 개인 보호 장비
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는 
평소처럼 우선순위대로 처리될 것이며, 여러분의 정직함
이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트 존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
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찬가지로 세인트 존 역시 해당 지
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예방 접종에 전념하
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very night from 8pm

Hospice House
52 Beach Rd

Te Atatu Peninsula

Christmas
Lights

Living Every Moment
West 
Auckland

He rā hōu, he oranga ngākau

Hospice House
52 Beach Rd

Te Atatu Peninsula

Hospice House
52 Beach Rd

Te Atatu Peninsula

무료 일반 카운슬링/상담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CAB Pakuranga(시민 자문 단체 파쿠랑가 지점) 에서는 
성인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무료 일반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09 576 8331로 먼저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경보 수준에서는 Zoom을 통해 
온라인 상담 가능)                                                                                                                                              

가족 중재 상담  - 매 2주마다,  월요일 오후 2시~ 4시                                                                                           
 Anne Scott 

일반 상담         - 매 주 금요일 오후 2시~ 4시                                                                                     

 Rupal Patel 

토요일 상담        -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 ~ 11시 30분                                                        

 Nichola Palmer      

 

https://www.englishlanguage.org.nz/


 
 

연락처: 조 성현/Vishal Rishi The Asian Network Inc., 101 Church Street, Onehunga, Auckland. 
PO Box 27550, Mt. Roskill, Auckland 1440. 

Tel: 09 815 2338 I Mob: 027 265 2338
samuel.cho@asiannetwork.org.nz I www.asiannetwork.org.nz

번역: 이주미, 정은영, 조명숙, Subin Hong, Carol Jyun, Erin Shin, Hazel Jeong, Julie Lim, Katie Kim, 
Mira Kim, Yeseul Kim

여름휴가철 쓰레기 줄이기 

이번 여름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배워 보세요. 

페이스북 홈페이지안내:  

Community WasteWise 

12월 

2일  오후 1~2시 

7일  오전 11~12시 

8일  오후 1~2시 

16일  오후 1~2시 

21일  오후 1~2시 

22일  오전 11~12시 

미래의 주인공! 
아동기 중요한 신체적 활동능력 발달과 사회성 향상에 도
움이 되는 재밌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2세~10세 사이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자유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 해 주세요. 
집 가까운 지역에 준비된 프로그램에 지금 신청하세요. 
go.specialolympics.org.nz/YAP 
yap@specialolympics.org.nz 
027 255 8383 

수업은 주말, 주중 모두 가능합니다.

  

https://www.facebook.com/WastewiseAuckland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SCUrk8HIfEWmf8IuD8CBqDK_UU46YQhDuABaBWyYsmVUOUlUMUUzTVBaUTkzQTE4RExONTdWNUZGQyQlQCN0PWcu
https://www.health.govt.nz/your-health/healthy-living/food-activity-and-sleep/healthy-eating?fbclid=IwAR1ofQsNwwYOuxFdxyptYjmq0URyrjgZ-563INckSVh1SpymZlt125Lh97A
https://www.health.govt.nz/your-health/conditions-and-treatments/diseases-and-illnesses/legionellosis-legionnaires-disease?fbclid=IwAR3kuxpkIX5zCM9F6xGOISvBN8K3N8phwO8cp-KAa17xPVGczSpj-oaEgpk
https://www.facebook.com/WastewiseAuckland
http://go.specialolympics.org.nz/YAP 
mailto:yap%40specialolympics.org.nz?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