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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 웰빙 강좌
매주 토요일 11:30am -1pm &
매주 수요일 6pm -7:30pm, 비대면(Zoom)

다민족 커뮤니티 공청회
: Auckland Council 연간 예산 정책 
3월24일 (목) 11am, 비대면 (Zoom)

TANI 오클랜드 네트워크 모임
5월25일 (수) 10am - 12pm
Western Springs Garden Community Hall
956 Great North Road, Western Springs



 From  The  Chairperson

COVID-19을 겪는 커뮤니티를 위한 구호물품

저희 TANI 팀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전후하여,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커뮤니티에 
1,200개의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한국, 버마, 베트남 커뮤니티 등 
아시아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
니다. 이민자 및 난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
로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적은 지원으로 인해 현재
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요 커뮤니티 그룹 및 다
민족 커뮤니티의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신 
Foundation North (파운데이션 노스) 와 오뚜기, 123
달러 스토어와 같은 지역 사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또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소수 민족 공동체의 
저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
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ood parcels for COVID-19 
impacted Communities

의료 서비스 정보가 필요하세요? 

 www.healthpoint.co.nz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인 의뢰 
및 일반치료에 관한 최근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KIA OR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호랑이의 해를 맞아 새해 인사드립니다. 임인년 호랑이의 
해는 한 해 다가올 모든 어려움과 모험에 호랑이처럼 맞서
도록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용기의 해라고 합니다. 따라
서 여러분도 앞으로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가능한 빨
리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시라고 이 기회를 빌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Asian Network Inc.(TANI)는 유익한 읽을거리를 제공하
기 위해 이번 “커뮤니티 건강 정보” 가을호를 또다시 발간하
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호의 하이라이트는 오
미크론과 맞서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을 위주
로 발간되었습니다.
저는 TANI가 최근 여러 포럼에서 아시아인을 위한 건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대변해왔다고 생각하며 아시아인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다를 수 있는 보다 간소화된 접근 방식이 필
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아시아인이 더욱 나은 건강 및 웰빙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TANI
에서 발간한 “Asian public health in Aotearoa report 
(아오테아로아의 아시아인 공중 보건 보고서)” 사본을 꼭 보
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계 뉴질랜드인
들이 경험하는 주요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해 다루며 이런 문
제들에 대해 즉각적인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TANI는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에서 증가하는 아시아인
의 요구와 인구를 매우 염두에 두고 왔으며 이 증가하는 아
시아계 뉴질랜드인 건강에 대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오클랜드 지역 외 해밀턴과 웰링턴 지역에서도 활동을 시작
했음을 이 기회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제안과 지속적인 지원을 환영하고 소중히 
생각합니다. TANI 팀은 앞으로 TANI가 주관할 대면 및 비대
면 이벤트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ihi nui, 감사합니다. 
TANI 회장, Dr Lingappa Kalburgi 드림 (MNZM, JP)



뉴질랜드에는 다른 어떤 아시안 커뮤니티보다 다
양한 아시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로 알
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자신을 숨기
며 살아왔습니다.  

Shay Singh, IOPNA 회장은 “소주자 중에서도 소수
자로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팀
원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어려
움을 겪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Indian Origin Pride New Zealand (IOPNZ)
라는 자선 단체를 만들어 인도인 레인보우 커뮤니
티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최근에는 홈페이지
와 소셜미디아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분위
기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Origin Pride New Zealand 를 출범하는 
것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성소수자도 사회
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인과 아시안 커뮤니
티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라고 기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도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만났고 
이러한 진취적인 일들을 지원하는 것에 감동했습
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성
소수자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합
니다.” 

IOPNZ 은 사교적 행사, 교육적 이벤트 등을 운영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원 서비스도 지원할 것입
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iopnz.org

 

아오테아로아 인도인 
성소수자 근황

Healthy Babies Healthy Futures 

(Gut Health)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장 건강)

장내 박테리아 힘은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결정합
니다. 장이 약한 사람은 가스, 거북함, 소화불량, 변비와 설
사와 같은 문제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
으면 중요 영양소의 흡수, 면역 그리고 우울감에 나쁜 영
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음식은 장내 박테리아가 더 강하고 효과적으로 작
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김치나 케피르 그리고 사우어
크라우트 같은 발효음식, 홈메이드 요거트, 통밀빵, 로티, 
파스타 그리고 국수 등이 있습니다. 과일, 야채, 견과류, 씨
앗 그리고 렌틸과 같이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또한 장내 좋
은 박테리아가 자라게 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식사
가 절반이 야채로 채워지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및 수분섭취를 충분히 잘 해서 장 운동이 원활
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만약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일주
일에 2-3일 정도는 고기 섭취를 권장합니다.

건강과 영양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습니
까? 우리 Healthy Baby Healthy Future Programme 에 가
입하십시오. 현재 코비드19 상황에 대처하여, 인터넷을 통
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날짜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스스로 공부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Bushra Ibrahim (뉴질랜드 공인 영양사 
및 남 아시아인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코치) 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 022 464 7448
이메일: bushra@asiannetwork.org.nz



한국 여성 건강 증진회 
(KWWCG)

한국 여성 건강 증진회는
2002년에 창립된 자선 
단체로 한국 여성과 그들 
가 족 의  건 강 과  관 련 된
문제에 대한 교육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건강 
교육 행사를 주최합니다.

KWWCG는 코로나 백신, 
자가격리, 코로나 신호 체계, 뉴질랜드 의료 서비스, 
GP 등록, ACC, 그리고 노인, 아동, 장애인 지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락처 022 510 8224,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Shama (소수민족 여성단체) 는 3월 16일에 웰링턴에서 
Connections! Hui (소수민족 성폭력 및 가정 폭력 예방 및 
치료)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는 Shama 직원들이 성희롱이나 가정 폭력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요 기관들이 소수 
민족 공동체 생존자들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Connections! Hui 덕분에 이 분야에 더 전문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Joanna는 말합니다.  

Joanna는 현재 Shama Long Term Therapeutic Service ( 장기 
치료서비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 고객과 협력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소수 민족 
치료사를 지원합니다.

Joann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수 민족 
치료사와 소수 민족 지역 사회 종사자가 네트워크로 함께 모여 
우리 지역 사회의 특정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Hui에서 얻은 결과를 정부가 새로운 전략인 
Te Aorerekura (가정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실행 계획)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4개의 문서로 
통합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더 중요한 유대감

연구 참가자 모집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Dr Zunirah Asad 입니다. 
저는 AUT대학교 Health Science에 근무하고 있으며  
헌혈과 관련해서 무슬림 이민자들의 인식, 태도, 신념 
및 행동에 관한 연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연구 참여 대상자:
1. 18세 이상의 무슬림 이민 1세대
2. 오클랜드 거주기간  3년에서 7년 사이

대면 포거스 그룹이나 Zoom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인터뷰는 60분에서 90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세요.

휴대폰: 022 1058 040  
이메일: Zunirah.iram@gmail.com

무료상담 전화번호:
- 일반 건강 문제 0800 611 116 
- 코로나 관련 상담 0800 358 5453 
- 코로나 백신 상담 0800 28 29 26                                          
   (월-일요일 매일 8am - 8pm )



대시 다이어트는 사람들이 혈압
을 낮추도록 돕기 위해 1997년 국
립 심장, 혈액, 폐 연구소에 의해 개
발된 매우 유연한 식사 계획입니다. 
DASH는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
요법적 접근을 의미하고, 이 다이어
트는 나트륨, 포화지방, 첨가당이 많

은 음식을 피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도록 돕는 영양소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장려합니
다.  표준 DASH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트륨 
섭취를 하루에 1,500mg – 2,300mg으로 제한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1/3에서 1티스푼 이상
의 식탁용 소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DASH를 일주일에 최소 2시간 30분 동안 걷기나 수영과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결합하면 고혈압 예방과 조
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의학적 조언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식이요법의 큰 변화를 주기 전
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거나, 이미 약이나 보충제를 복용 중이거나, 어떤 의
학적 상태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 by Sandhya Govind, a member of ATA)

      고혈압을 위한
  대시(Dash) 다이어트

노인을 위한 
‘삶을 보다 편하게’ 

뉴질랜드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보 제공 업체 중의 하
나인 Eldernet Group은 최근에 ‘Making Life Easier’라
는 광범위한 온라인 주소록을 발행했습니다. 이 주소
록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노인에게 제공하는 케
어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양, 지역 서비스 및 지원 
단체,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아 쉽
게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나이든 사람들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고 COVID-19
으로 인한 역경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라고 
Esther Perriam 이사는 평가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보다 자기 집에서 지내기를 바
라며 단지 필요할 때 약간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조언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교류를 계속하기를 바랍
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직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면 이러한 삶을 유지하
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ke Life Easier
(삶을보다편하게)’는 많은 키위 노인을 위한 생명줄과
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Making Life Easier’는 www.eldernet.co.nz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이며  그 외 Eldernet 
간호 시설 거주지 및 입주와 퇴거에 대한 설명이 담긴 
자료, 입주 가능 여부,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
은 리타이어 빌리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retirementvillages.co.nz 사이트가 포함됩니다.

뉴질랜드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보세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든 긍정적인 경험과 일관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래의 공중 보건 서비스가 어떻게 설계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갖는 것은 매우 중
요합니다. 
Health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에서는 미래의 뉴
질랜드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초안을 만들었으며 지금
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Consumer Health Forum 
(소비자 건강 포럼)이 아래와 같이 곧 개최될 예정이 오니 
등록 후 참석할 수 있습니다. 

Te huarahi ki pae ora | The journey to healthy futures 
(건강한 미래로의 여정) 
날짜: 2022년 4월 7일 / 장소: Zoom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consumers@hqsc.govt.nz으로 문
의 바랍니다. 

Health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HQSC 건강품질안전위원회)



커뮤니티 재활 서비스

The Neuro Connection 
Foundation  (뉴료커넥트 
재활 재단)은 25년 동안 
커뮤니티에서 장기적이 목표를 가지고 뇌졸중, 파킨슨 
병, 다발성 경화증, 뇌성 마비 또는 뇌졸중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을 가진 환자를 포함하여 뇌 손상 및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재활 센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힘을 실어주고 상태를 통제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이며 
보다 자립적으로 일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가 돌보고 있는 순지의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순지는 몇 달 동안 우리 재활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룹 재활 세션에 일주일에 두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지와 가족은 비록 지금은 통역 없이도 
지도를 잘 따라 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두 
분의 재활보조사의 도움으로 그룹 세션에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순지는 밝고 열정적이며 이러한 재활 치료을 통해 
균형과 근육 강화에 있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문의나 방문 또는 무료 평가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admin@neuroconnection.org.nz 또는 
전화: 09 836 6830를 이용하세요.

자가 격리여부 판단은
이렇게 하세요



중독 및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Mental Health and Wellbeing Commission(MHWC
정신건강 및 웰빙 위원회) 는 이상적인 정신건강 및 중독 
시스템을 설명하는 기본 틀인 그 지원 방법(He Ara 
Āwhina) 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He Ara Āwhina 는 2020년과 2021년에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Te Ao Maori에 대한 전문 지식, 정신적 고통, 
중독, 약물 손상 또는 도박 피해 경험, 청소년, 공중 보건 
전문 지식 및 임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으로 
초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He Ara Āwhina 초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종안은 2023년부터 
정신 건강 및 중독 시스템 (서비스 포함)을 감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므로, 이를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MHWC는 Tangata whiora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신적 고통이나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둘 다), 가족 또는 지지자들, 정신 건강이나 중독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나 서비스 
위원회로부터 3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피드백 제공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7일부터 
저희 웹사이트 www.mhwc.govt.nz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kiaora@mhwc.govt.nz 또는 021 
594 353으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커뮤니티 예술 활동 
Arts for Health는 해밀턴에 있는 창의적인 커뮤니티 
예술 공간입니다. 오셔서 창작 활동을 하시고, 사람들
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기술
을 배우고 싶다면 워크숍 중 하나에 참여해 보세요. 워
크숍은 학기마다 바뀌며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워크샵은 Art Therapy (미술 치료) 로
써 두 명의 미술 치료사가 제공합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작업하는 이 워크샵은 자신을 재충
전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올해 즐겁고 신선한 일을 찾고 있다면 매일 진행되는 
community art days를 체크해 보세요. 

www.artsforhealth.co.nz 를 참조해 주세요. 

자폐 부모를 위한 워크샵

참석 대상: 장애인의 부모와 가족들

토픽: 자폐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

강사: Arletta Van Den Bosch 
       (어린이 및 가족 상담가, 자폐증 전문가)

시간: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 – 8시

장소: Zoom

이메일 admin@disabilityconnect.org.nz 등록하시면 
Zoom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picture credited to Nancy Chen)



지역별 서비스

Central
46 D Stanley Street, Parnell/Auckland Central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3시30분

South Auckland
14 Otara Road, Otara
목요일 오전9시30분-오후12시 

West Auckland
Blockhouse Bay Community Centre
524 Blockhouse Bay Road, Blockhouse Bay
수요일 오전9시30분-오후12시
사전예약 필수

가족 계획

임신 중 충분한 철분 섭취를 하시나요?

영양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부의 
뉴질랜드 성인을 위한 최근 
식생활 및 활동지침에 기준
해서 Beef + Lamb New Zealand는 인기있는 임신중 철
분에 관한 자료를 개정했습니다. 이 자료는 Beef+Lamb
뉴질랜드의 등록 영양학 전문가 및 영양사 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외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여분의 철분이 필요한 이유
•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저 철분의 징후와 증상
• 임신 중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법
• 철분의 종류와 식사에서 가장 많은 철분 섭취방법
• 철분이 아기에게 중요한 이유

이 자료는 소책자와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www.beefl ambnz.co.nz 를 방문해서 관람하거나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임신 상담 및 지원
임신중이거나 도움이 필요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Pregnancy Health는 임신을 했으나 
정보나 주위의 도움이 없어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여성과 그들의 파트너 
및 가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수유복/ 신생아부터 18개월까지 아기의류/ 요람
대여/ 자동차용 베이비 시트 대여/ 담요/ 베이비 용품

전화: 093732599 
이메일:auckland@pregnancyhelp.org.nz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해 주세요)

Family Planning은 뉴질랜드 
전역에 성 및 여성 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피임, 성병검사 및 치료,자궁 경부 
검사, 임신 테스트, 낙태 조언, 생리적 증후군, 폐경, 
HPV 예방접종 및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해야 
할 일을 등에 대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편견 
없는 상담과 상담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22세 미만인 경우 여러분의 방
문은 무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familyplanning.org.nz  

또한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종사자의 개인적 발전
을 돕는 강의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건강 증진 코스는 
무료입니다. 과정에 관한 정보는 Kristina에게 이메일
로 문의하십시오. 

healthpromotionauckland@familyplanning.org.nz

지역별 서비스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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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tara Road, O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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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Muslim Association 이 중점을 두고 있는 
커뮤니티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운동 프로그램:
-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을 다시 매주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에 다시 운

  영되고 있으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야외활동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도와줄 수 

  있는, 무슬림을 위한 워킹 그룹도 오클랜드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Covid 19) 백신:
- Avondale 이슬람 센터 (Avondale Islamic Centre) 와 

  Mt Eden에서 백신 접종을 제공합니다.

-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와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  

  고 모두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의료 전문인과의 대화, 비디오와 포스터 활용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하여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s://nzma.kiwi.nz/

무슬림 커뮤니티 건강 프로젝트

만성 B형 간염 서비스
Hepatitis Foundation of NZ (뉴

질랜드 간염 재단)은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

램은 간염 전문 간호사를 만나

거나, 정기적 혈액 검사, 조언과 지원, 간염 전화상담서

비스, B형 간염 무료 정보,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간염 환자는 꾸준한 검사와 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

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6개월이 되었

거나, 6개월이 지났으면, 바로 검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재단에 등록하시려면 감염 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https://www.hepatitisfoundation.org.nz/로 신청서

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hepteam@hfnz.nz  무료전화: 0800 33 20 10

청소년 약물 복용 개선 
서비스

Altered High Youth Service 청소년 약물 복용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인들로 구성된 팀은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며, 약물 복용을 하는 청소년들(13세부터 20세)을 
지원합니다. 비밀이 보장된 1대1 카운슬링과 그룹 세션은 무료로 지원됩니다. 그룹 세션은 Taking a Break 
group, Managing Mood group과 Whanau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청소년들을 돕고 있으며 
마오리와 퍼시픽 그리고 다른 언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 (09)845 1893 또는 문자 027 462 4580 그리고 이메일: alteredhigh@waitematadhb.govt.nz
로 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확인해 주세요. www.alteredhigh.com



“제 이름은 Mohamed Zubair Sithy Shiyana (Shiyana 
Zubair) 이고 스리랑카 출신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저의 모국어는 타밀어 (Tamil)
이고 싱할라어 (Sinhala) 도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가족의 도움과 대학 교육을 영어로 했기 때
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DynaSpeak가 영어를 배우기에 좋은 곳이라고 들었고 
저는 여기서 레벨 4 Academic을 배우고 있습니다. 

DynaSpeak에서의 학습 경험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에서 시설이 잘 갖추어진 교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
는 잘 준비된 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영어 어휘와 작문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나는 NZ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장기적인 
목표는 교사가 되는 것이며 대학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
득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곳의 모든 직원이 매우 
친절하고 도움이 되며 선생님이 훌륭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등록하세요! 
New Zealand Certifi cates in English Language at 
DynaSpeak 오리엔테이션 주간 
: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 3월 4일 금요일
• 시작 날짜: 2022년 3월 7일 월요일
• 텀 중간 방학: 4월 15일 – 4월 25일
• 종료일: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Courses@dynsspeak.ac.nz

낮아진 대장 암 검진률
코비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암 검진의 참여도 낮게 나타났습
니다. WDHB의 대장 검진 비율은 떨어졌고 단지 아시아 
커뮤니티의 50% 미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는 중요하며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가 더 어
려운 진행성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의 
60-74세 주변 분에게 2년마다 대장 검진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검진은 무료이며 가정에서 단지 5분이면 할 수 있고 어
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imetoscreen.nz를 방문하거나 
0800 924 432로 전화 또는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
니다.

    Shiyana Zubair 영어 공부 이야기

“저는 우리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Sukhdeep Kaur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한 
열정을 지원 생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람들이 자립과 삶의 질을 달성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녀는 3월에 Future Skills Academy에서 NZ Certifi cate 
in Health and Wellbeing (Advanced Care and Support 
레벨 4)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이 코스를 통해 미래의 
healthcare(헬스케어)에 도움이 될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지원해 주셨고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 
었습니다.”

인도 태생의 Sukhdeep은 2022년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business management and retail (경영학 및 소매업) 을 
공부했고 관리자 및 행정 사무직으로 근무했으나 support 
worker가 되기 위해서 경력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그녀는 
건 강 과  웰 빙 을 
온라인으로 공부 
했지만 “많은 지원
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다음해에 Fu-   
ture Skills Academy에 입학했고 그곳의 학습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녀는Study bug를 통해 졸업 후 더 
많은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등록할 계획이며 계속 경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꿈을 추구하고 경력을 쌓고 싶다면 https://futureskills.  
co.nz/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Sukhdeep Kaur:

Support Worker가 
되기 위한 과정



노인학대예방기금 사무국 오픈 
노인학대예방기금 사무국이 현재 문을 열어 신청을 받
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노년층
의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가정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노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프
로젝트를 위해 $200,000의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노인학대예방기금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와 
계획에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 다른 조직 및 커뮤니티 그룹과의 협업

• 마오리, 퍼시픽, 소수 민족, 성소수자, 장애인 커뮤니      
  티를 포함한 고령 인구(65세 이상) 내의 다양한 그룹

적법한 그룹은 최대 $25,000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2022년 4월 1일까지 입니다. 기금,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lder Abuse Preven-
tion Fund | Te Tari Kaumātua (offi ceforseniors.govt.nz)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노인 복지관 ofs@msd.govt.nz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신청서를 작성하기전, 프로젝트 제안서를 논의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t John Health Shuttle Service
세인트 존 헬스 셔틀 서비스

자가용 차나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필수 건
강 진료등에 참석할 교통 수단을 찾는 것이 어
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인트 존(St John)은 헬스 
셔틀 서비스(Health Shuttle Service)를 운행합

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진료 약속 장소까
지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집까지 데려오는 Koha(코
하: 선물) 를 기반으로 삼는 더욱 건강하고 강하며 탄력적
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하는 세인트 존(St John) 의 사
명 중 하나입니다. 

이 세인트 존 셔틀 버스는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정기적으
로 주간 또는 월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남섬과 북섬을 포함하여 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운행하며, 
오클랜드의 동부, 남부 및 서부 그리고 해밀턴의 다른 지
역들에서도 운행됩니다. 

0800 WAKA ORA (0800 9252 672) 혹은 세인트 존(St 
John) 온라인을 방문하여 여러분의 거주지의 세인트 존 헬

스 셔틀 서비스(St John Health Shuttle Service)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자에 대한 노동 착취
이주 노동자와 뉴질랜드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최소의
권리는 동일합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직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
Employment New Zealand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민자에 대한 노동 착취란 무엇인가?
• 고용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 고용 착취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
• 이주 노동자의 고용 착취로부터의 보호
•  불만을  제기했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불만을 제기했을 때 고용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
  는가?
•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https://www.employment.govt.nz/resolving-
problems/types-of-problems/migrantexploitation/
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언어로 자세한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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