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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것을 
재설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말은 지난 5월 20일에 있었던 TANI (아시안 보건 
네트워크)의 광역 오클랜드 네트워크 미팅에서 
Jenny Tanner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지나 
뉴노멀을 만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니는 과거, 정부 기관에서 일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시는 
중년의 키위 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 시절 그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대유행 병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TANI는 이번 온라인 네트웍 미팅에 취약 계층에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일하며 각계각층의 단체를 대표하는 
17명의 연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COVID-19기간 
중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대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으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각 단계의 경보에 대한 정보를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속하게 접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일용품이 부족한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자발적인 
지원과 도움은 많은 사람을 안심하게 하고 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전화 상담을 통하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며 사회 서비스 기관 및 단체는 기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다운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은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으며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다문화 방송이나 포탈사이트를 통해 정부 지침이나 현지의 소식을 빠르게 
다양한 언어로 각 다문화 커뮤니티에 전달함으로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TANI 건강 프로그램 ---------------------------------------------------------pg 1-2 
아시안 건강 현황 ---------------------------------------------------------------------------------------pg 3 
보건 정보 및 지원 서비스 ------------------------------------------------------------------------------pg 4-5 
안전 메시지 및 가정폭력예방 관련 정보-------------------------------------------------------------- pg 6-7 

커뮤니티 소식 및 행사--------------------------------------------------------------------------------- pg 8

연락처: 조 성현/Vishal Rishi, The Asian Network Inc., 101 Church Street, Onehunga,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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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ora, 안녕하세요! 
TANI팀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면을 통해 
COVID-19 대유행의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COVID19와 싸우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 주신 모든 필수직종 근로자와 공중보건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일선 슈퍼마켓 및 

주유소 직원, 청소요원, 보안요원,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민을 나누고 서로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적인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지역사회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TANI는 하이브리드 모델, 
즉 부분적인 대면, 부분적인 온라인을 통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약 사회적, 심리적, 또는 웰빙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팀과 자유롭게 연락하거나 우리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십시오. 이 겨울 동안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이 건강 소식지를 재미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위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TANI 팀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TANI회장, Virinder Aggarwal 드림

이주여성 웰빙 프로그램 2020
참가자들의 다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연령대에 따른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등이 최근 
대유행 질병의 시기와 맞물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록다운 기간에도 프로그램은 서로를 
연결해주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였고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둔 한국인 어머니는 처음 운영한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석하고서 
“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무언가를 배우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 여성들의 보다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는 Foundation North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새로운 무료 여성 프로그램으로서 5주 동안 키위 영어, 와이탕기 조약, 대중교통 활용, 여성 건강 등을 
다루며, 최대 5회까지의 무료 운전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가자들은 한국, 
인도, 일본, 부룬디, 이집트,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레바논,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중국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째 온라인 프로그램이 6월 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더니든에서 한 아름다운 
인도 여성이 합류하기도 했고 어떤 한국 여성은 70세가 넘는 분이었습니다. 절대로, 
시작하거나 배우기 너무 늦었다거나 너무 멀어서 친구를 만들 수 없다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뿐 아니라 직접 대면방식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 타지역으로부터의 참가자들에게도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타우랑가와 더니든의 참가자도 등록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지안 첸(Jian Chen)에게 0224647441 또는 한국인 조성현027 
265 2338 로 문자 또는 전화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록다운 조치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유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대량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지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광범위하게 비지니스 영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가겟세를 반감해주는 미덕을 발휘해서 세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 정신은 이번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해서 가장 빛을 발한 부분입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이처럼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키위 사회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지침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도 모릅니다. 비록 뉴질랜드는 국내 확진이 잡혔고 이제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의 사정은 악화 일로에 있는 듯합니다. 더욱 
경계를 늦추지 말고 위생에 신경을 써서 세컨드 웨이브/이차 위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손을 잘 씻고 동선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이룬 자유에 대해 자랑스러워합시다. 그리고 나와 

이웃에게 친절하고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TANI team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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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라인HEALTHLINE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분이 
편찮으신가요?
헬스라인이나 코로나19전담번호에 
연락하실 때통역이 필요하신가요?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HBHF)
첫 1,000일은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아기의 두 번째 생일이 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아기의 
뇌가 자라고 발달하기 시작하는 기초가 형성되고 그로인한 아기의 평생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기의 영양 상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는 아기가 잘 자라고,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영양이 불충분할 경우 아이의 
뇌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학교생활을 
잘하고 좋은 삶을 누리는 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당뇨 그리고 만성적 질환과 같은 평생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HBHF)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보건부가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획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 및 수유를 하거나 4세 미만 
아기가 있는 엄마와 가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오리, 퍼시픽, 아시아, 남아시아인 등 다양한 소수 
커뮤니티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보건 네트워크 
(TANI)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인 등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남아시아 지역사회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BHF은 임신 전, 임신중 그리고 출산 후 산모들 사이에서 적절한 영양과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TextMatch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Covin-19기간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화형식의 커뮤니티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 좀 더 배워보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Bushra Ibrahim, NZ Registered 
Nutritionist, HBHF생활 코치. 전화번호 0224647448; 이메일bushra@asiannetwork.org.nz

Office of Ethnic Communities소식 (다문화 커뮤니티 사무국)
 다문화 커뮤니티 사무국의 목적은 다문화 커뮤니티가 건강하고 서로 잘 교류함으로써  뉴질랜드를 위해 
다양성의 이점이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힘든 COVID-19 대유행병 기간 중에는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등록하셔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소식지를 
받아보세요: https://confirmsubscription.com/h/j/D7D814DACB4B8D4C.

저희는 또한 다문화 커뮤니티 그룹이 주도하는 기획 프로젝트를 위해 연간 
4.2 백만 달러의 펀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금의 우선 순위는 
COVID-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상호 연결을 위한 대안적 수단, 고용 계획, 
커뮤니티의 탄력성과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과 활동이 포함됩니다. 기금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다문화 커뮤니티 
사무국 웹사이트: https://www.ethniccommunities.govt.nz/

1. 전화하세요
헬스라인Healthline: 

0800 611 116 
또는

 코로나19 전담번호COVID 
Line:

 0800 358 5453 
2. 통역이 필요하시면 1

번을 누르세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담당직원과의 연결을 

기다려 주세요

3. 직원과 연결된 후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Korean” “코리안”)
통역자와 연결될 때 까지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 연결까지 몇 분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4. 통역자와 연결 된 후
편찮으신 부분이나 염려 
되시는 부분을 통역자를 

통해 담당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http://bushra@asiannetwork.org.nz
https://healthybabies.org.nz/
https://confirmsubscription.com/h/j/D7D814DACB4B8D4C
https://www.ethniccommunities.govt.nz/


일자리에서 만난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
스페셜 올림픽 스포츠 훈련이 재개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많은 운동 선수들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 
중Upper North Island의 선수 4명을 만났습니다. 만약 이들이 일하는 식당, 상점 또는 비즈니스에 방문하신다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선수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hanti Niwas Covid-19  활동

Chelsea Thorn은 승마 종목 선수이며Special 
Olympics Manukau Club 선수들의 
리더입니다. Papakura에 있는New World
의 일선에서 일하면서 Chelsea는  그녀의 
역할에 대한 대중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화를 내거나 혼란스러워 하기도 했지만, 
저는 모든 키위들이 배운 새로운 문구인 ‘
안전하고 친절하게’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Martie Joyce는 Special Olympics Auckland 
Club 의 선수 리더로서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그는 반짝이는 얼굴로 록다운 (Lockdown) 
기간동안Pak ‘n’ Save 주차장에서 여러번 
나에게 인사를 건넸고 쇼핑객이 언제나 깨끗한 
트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고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일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David Menezes는 Abu Dhabi 에서 열렸던 
2019 World Summer Game에 스페셜 
올림픽 뉴질랜드 농구 종목 대표선수로 
출전한 경력이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David는 4 월 30 일Greenlane
에 있는 McDonald ‘s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Jamie Day는 농구, 보치 (Bocce) 및 실내 볼링 
선수입니다. ITM 건축 회사에서 일하는 Jamie
는 건축 현장에 제품을 공급하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Jamie에게 레벨 1 이 되면 가장 
하고싶은 것을 물었을 때 그는 “특별 올림픽 
훈련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Zoom Zumba Class: 자원 봉사자 피트니스 트레이너 Gao 
Yan에 의해 일주일에 두번씩 Zoom으로 진행된 줌바 수업에 
수백명이 참여했습니다.
Wednesday Wellness: ActivAsian은 록다운 기간동안 개인 
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유쾌하고 유익한 게시물을 제공함으로서 Mental 
Health Foundation NZ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HS Stay Home Challenge: 수많은 
신청을 받은 #HSStayHomeChallenge
가Youth Town NZ의 파트너로서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워킹 그룹 STEPS & 마라톤 그룹: 상호 경쟁이 
사람들의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ActivAsian은 커뮤니티 워킹 그룹과 러닝 그룹이 
매일의 성과를 업로드하고 서로의 신체 활동을 독려하도록 
권장했습니다. 
AA 주간 워크샵: 지난 5주동안 ActivAsian은 지속적으로 
WeChat 워크샵을 개최하여 뉴질랜드의 중국 커뮤니티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을 알렸습니다.
커피 채팅/스트레칭: 이 프로그램은 신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건강, 활동 및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한인 워킹 그룹과 함께하는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한인 부쉬 워킹 그룹 참가자들이 매일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홈 트레이닝을 권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실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서관이 문을 닫았던 3 
월 20 일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Glenfield Library의 Henry 
Liu가 운영하는 영어 회화 그룹은 예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 주 동안 더욱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바로Henry Liu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어 회화 그룹 학생들에게 
WeChat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영어 회화 그룹 학생들은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에 
도서관 대신 온라인에서 모여 
수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여전히 정상이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Henry
의 온라인 수업은 영어 실력 
향상 뿐 아니라 우리를 
연결시켜 줌으로서 고립감을 
크게 줄여줬어요” 라며 록다운 
기간동안Glenfield Library가 
제안한 온라인 수업에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이 소식이 곧 
퍼져나가서 Henry의 온라인 
수업이 더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Shanti Niwas는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Age Concern과 함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은 지난 4주동안 각자의 버블 안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안전하게 수행했습니다.

• 350 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caring caller  system.
• 운동,  브레인 티저, 게임, 퀴즈, 메시지 공유 및 기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채팅 그룹. 
• Zoom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인 교육.
•Initiated “Sab ka Saath” – 유명한 커뮤니티 라디오 자키가 진행하는 온라인 채팅 쇼 All together.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공연에 참여하고 재능과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의사, 경찰, 정치인 
등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과 노인들을 연결해줍니다.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션쇼 대회는 많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anti Niwas 09 622 1010, 제너럴 매니저Nilima 021 202 840, Verona 021 259 
2114, 또는 Jyoti : 021 208 2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웹 사이트: www.shantiniwas.org.nz

록다운 기간 중 Harbour Sport 
ActivAsia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http://www.shantiniwas.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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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정신 건강과 웰빙 
지원의 증가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뉴질랜드 
거주 아시안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돕기 위해 보건부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COVID-19은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뉴질랜드에 있는 많은 아시안들이 불안 또는 
혼란스러워 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National director Kelly Feng은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보건부가 여러 다른 언어로 도움을 주는 온라인과 대면 상담 그리고 아시안 헬스 라인의 
운영 시간 연장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시안들이 알아야할 가장 중요한 메세지는 혼자가 아니며 절대 비밀 보장 하에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훈련을 받고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힘들고 
불안정한 이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 북경어, 광동어, 한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그리고 힌디어로 헬프 라인을 비롯한 정신 건강과 중독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이며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 사이에 0800 862 342 로 연락하시거나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웹사이트 www.asianfamilyservices.nz,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유 튜브 
(YouTube), 위쳇(WeChat) 을 방문하세요.

추운 겨울을 위한 레시피 
락다운 기간에 포장 음식(take-aways)를 

할 수 없었기에 
소셜 미디어가 
엄청 활발해졌고  
Beef+Lamb 
NewZealand 
웹사이트나 
레시피를 구하기 
위해 
www.recipes.
co.nz 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록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익숙하며 영양가 높고 건강한 
음식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재택 근무를 하면서 맛있으면서 겨울에 
어울리는 따스한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을 
걔발하였습니다.  조리법은 고기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렌틸콩 같은 콩류도 
이용하며 하루 저녁이라도 요리를 안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두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었습니다.  조리법에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소고기와 렌틸 콩 감자 파이(Best Beef 
and Lentil Cottage Pie), 혹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천천히 익히는 소고기 테리야키
(Slow Cooked Teriyaki Beef), 코마 커리(Korma 
Curry),  소고기 야채 스프(Heart Beef and Vege 
Soup) 등이 있습니다.

락다운 기간에 

“Meet the Need” 

라는 새로운 

비영리 단체가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Meet the Need”는 코비드-19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인을 도우며 
농부와 육류 가공업자가 함께 푸드뱅크와 
연계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갈은 고기 
형태의 질좋은 단백질을 공급했습니다.  락다운 
후에도 개발한 갈은 고기인 “Magic Mince”와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3개의 조리법이 
담긴 자료도 주었습니다. 

세인트 존(St John) 과 바로 연결되는 
메디칼 알람 

겨울이 시작되면서 집안과 집 주변에서 
낙상의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노인들의 
낙상은 매우 흔하며 보다 심각한 상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커뮤니티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30년 남짓 메디칼 알람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이는 노인들의 
자립성을 도우며 가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세인트 존 메디칼 알람은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세인트 
존이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알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많고 의사들이 아주 흔하게 추천하는 알람임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집을 떠나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세인트 
존에서는 누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알 수 있습니다.  

휴대용 세인트 존 메디칼 알람 사용을 무료로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0800 50 23 23로 전화를, info@stjohn.org.nz 
으로 이메일을, 혹은 웹사이트 www.stjohn.org.nz/mobile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북경어, 힌디어, 푼자비, 마라티, 베트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인트 존은 사회복지부가 인정한 메디칼 알람 
공급업체이며 워크 앤 인컴(Work and Income)을 통해 
펀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Health Point는 환자나 의료전문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웹사이트 입니다.  

    www.healthpoint.co.nz을 방문하세요.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
http://www.asianfamilyservices.nz
https://www.recipes.co.nz/
https://www.recipes.co.nz/
https://www.recipes.co.nz/shop/EVERYDAY/BestBeefAndLentilCottagePie.html
https://www.recipes.co.nz/shop/EVERYDAY/BestBeefAndLentilCottagePie.html
https://meattheneed.org/
http://www.stjohn.org.nz/mobile
https://www.stjohn.org.nz/medical-alarms/mobile-medical-alarm/?utm_source=vanity_url&utm_medium=vanity_url&utm_campaign=mobile-medical-alarms_2019
http://www.healthpoint.co.nz
https://www.healthpoin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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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은 매년 6월 15일에 기념됩니다. 뉴질랜드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 학대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고 
노인들이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종종 학대를 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학대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어렵게 만들 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도움을 구하거나 신뢰할 수 사람에게 말하세요. Helpline 0800 32 668 65(EA 
NOT OK)로 전화하거나, 5032로 문자 또는support@elderabuse.nz에 이메일 하세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www.superseniors.msd.govt.nz 을 방문하세요. 

화 상 은  예 방 할  수  있 습 니 다 
주전자: 주전자, 커피 플런저 및 코드는 책상 가장자리에 두지 마세요. 되도록 전선이 
없는 주전자를 사용하세요.
뜨거운 음료: 테이블의 중앙에 놓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으며, 식탁보 사용을 
피하세요. 아이들에게는 어린이용 컵을 사용하시고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있는 동안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는지 주의하세요.

냄비 & 팬: 주방을 아이들의 놀이 금지 구역으로 정하세요. 스토브의 맨 뒷부분에서부터 요리하시고 
뜨거운 요리를 두고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뜨거운 냄비, 주전자 등을 다루기 전에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들이 닿지 않는 높이에 두셔야 합니다. 
뜨거운 수돗물: 수돗물에서 나오는 온수는 50℃와 55℃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시고 아이들이 목욕, 
샤워 또는 손을 씻을 때 어른과 함께 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www.burns.org.nz 을 참조하십시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요령 
벽난로 및 굴뚝: 이번 겨울때 첫 불을 피우시기 전에 

굴뚝을 청소하세요. 재를 버릴 때는 
금속 용기에 버리고 물을 부어 완전히 
불씨를 제거해야 합니다. 재는 완전히 
식기까지 5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라이터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히터와 의류 건조기: 가구, 커튼, 옷 및 어린이는 항상 
난방기나 벽난로에서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난방기구를 덮거나 위에 물건을 놓지 마세요. 석탄 
난로를 실내에서 사용하기 마세요. 
화재경보기: 스모크알람은 조기 경보를 할 수 있어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이 많아져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합니다! 집안의 모든 침실, 거실 및 복도에서 수명이 
긴 (10년) photoelectric smoke alarm을 권합니다. 
테스트를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화재시 탈출 계획: www.escapeplanner.nz 를 방문하여 
탈출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세요.
연기가 나거나 화재 냄새가 나는 경우,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부르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111 번으로 전화하세요. 절대 
불이 나는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IN THE EVENT OF A FIRE ALWAYS GET OUT, STAY 

OUT AND CALL 111. THERE IS NO CHARGE.
중독 관련 새로운 중국어 자료 

Te Pou o te Whakao Nui와 Matua Raki팀은 위험한 음주, 마약 사용과 도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적절한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중국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아시아인들이 중독적인 행동(예: 불안, 우울증)의 결과로서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증명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커뮤니티에 
문제성 약물 사용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의 스티그마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중독 문제에 
대한 도움을 찾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부족과 언어 장벽도 중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아시아 언어로 번역된 중독 관련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및 중독 조사의 He Ara Oranga 는 문화적으로 연계된 
지원의 필요성과 이러한 소외된 인구 사이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증가시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보다 다양한 아시아 언어의 중독 관련 
정보는 https://www.matuaraki.org.nz/initiatives/asian 를 방문하세요. 

Being a parent or caregiver in the digital age 
can be challenging. Here you will find tools and 
advice to help you “keep it real online” with 
your children and young people. 

인터넷은 가족과 친구들과 연결되고, 배우고, 게임을 하고, 
비디오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직 어린이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포르노나 다른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도 
있고, 성적 약탈자들에 의해 괴롭힘과 ‘그루밍’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eepitrealonline.govt.nz
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uperseniors.msd.govt.nz
http://www.superseniors.msd.govt.nz
http://www.burns.org.nz
http://www.escapeplanner.nz
https://www.matuaraki.org.nz/initiatives/asian-language-resources/182
https://www.keepitrealonline.govt.nz/
http://www.keepitrealonline.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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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모금함 설치를 도와주세요
The blind Low Vision NZ (뉴질랜드 시각장애인 재단)은 뉴질랜드의 시력 재활을 위해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금 운동을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금은 고객들이 자립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매 달 세 시간의 시간을 내 줄 수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거나 아주 시력이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금 운동 봉사자는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영업 장소에 모금함을 놓고 모금한 돈을 수금하여 은행에 
입금하며 (매 6-8주마다) 모금함을 수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하며 현금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봉사를 위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0800 120 254로 연락 주시거나 이력서를 이메일로 fundraise@blindlwovision.org.nz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COVID19 기간 동안 Age Concern의 Asian Service 팀은 Zoom
으로 진행된 ‘생활 영어’ 강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40-50 대 사이 어른들이 이러한 줌 수업에 매주 
참여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몇몇 도서관와 연계하여 줌 프로그램 세팅과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수업 또한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웰빙 액티비티와 
비디오들도 이 시기에 유투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Health and Safety Buns’ 라고 불리는 워크샵도 짧은 비디오를 
통해 운동, 정신건강 그리고 공동 생활에 관련한 정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BaduanJing Qigong의 매 주 수업도 그 팀 중의 한 분이 
만든 온라인 수업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는 오클랜드 
전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 
학대 대응 서비스, 방문 서비스, 사회 연계 서비스, 개인 이동 
서비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ageconcernauckland.org.nz 
방문하시거나 여러분의 지역 Age Concern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North Shore – 09 489 4975; 
Counties Manukau – 09 279 4331 

Central & West 
Auckland –09 820 
0184  

STARS – 어린이을 위한 댄스 테라피/동작 치료 
Dance & Arts Therapy NZ (DTNZ) 는 뉴질랜드의 취약한 개개인이나 단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 스타즈 프로그램은 5세에서 23세까지의 자폐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 또는 행동장애를 
가지고 살지만 숙련된 DTNZ 치료사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십대들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초점은 지지적이며 신체적 그리고 즐거운 액티비티를 바탕으로 하는 그룹 안에서 사회성과 
감정공감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과정들은 춤, 동작, 음악, 놀이 
그리고 동작 인지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타즈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아이들의 (그리고 그 가족들의) 필요를 선진화된 치료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맞추어 줍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학교 
생활, 가족과의 생활 나아가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타즈가 텀 
3 대면 수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새로운 고객들에게 
무료 평가들 제공해 드립니다. emma@dancetherapy.co.nz로 이메일 또는 (09) 636 
3029로 전화주셔서 저희가 어떠한 그룹이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최근에 저희는 소속(belonging)과 포용(Inclusion)이라는 컨셉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팀은 국내를 가로질러 개개인들과 
소속감이란 어떤 것인지, 그것의 저해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 프로젝트가 지난 3월 15일 
크라이스트쳐치 사건에 대응하고자 시작되었는데, 그 목적은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소속과 포용에 관련된 경험과 식견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들은 소속과 
포용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VID 19으로 인한 제한 때문에, 저희들의 대화는 7월 18
일부터 일주일간 와이카토의 작은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소속과 포용에 관한 경험과 이해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Anjum Raham QSM이 각 
행사를 주최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Inclusive Aotearoa Collective Tāhono 웹사이트에 
행사 목록을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nclusiveaotearoa.nz/events

아래의 질문에 "네" 라는 대답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당신은 C형 간염의 확률이 매우 높을 지도 모릅니다:
• C형 간염 발생이 높았던 지역에서 살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중앙 
아시아, 인도 지방, 중동, 동유럽과 같은 지역

• 2012년 이전에 이민 온 경우?
• 1992년 이전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라이센스가 없는 스튜디오에서 또는 소독이 

되지 않은 도구들로 문신이나 피어싱을 한 
경우?

• 황달이나 비정상적인 간수치를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 코를 통하거나 바늘로 약물 흡입을 한 번이라도 

한 경우?

https://blindlowvision.org.nz/
http://www.hepcinfo.co.nz/
mailto:fundraise%40blindlwovision.org.nz?subject=
http://www.ageconcernauckland.org.nz
https://dancetherapy.co.nz/
https://www.inclusiveaotearoa.nz/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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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IE UP!
to support stroke survivors

Buy your beanie today!

$10

BEANIEUP.CO.NZ

1 June - 31 August

$20

$10

$20

COVID 접촉자 경로를 보다 
쉽게 추적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 여러분의 연락처등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 방문한 곳의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도 가입을 권해주세요
•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이 곧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경보 Level 1 단계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들 
1. 아프면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안되며 사교 모임을 하지마시고 집에 머무르세요.
2. 감기나 몸살 증상이 있으면, 의사나 헬스라인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테스트를 꼭 받으세요.
3. 손을 여러번 꼼꼼하게 잘 씻으세요.
4. 기침이나 재체기가 나올때는 팔꿈치 안쪽으로 가리고, 주기적으로 접촉이 많은 곳을     소독하세요.
5. 보건 당국에서 자가격리를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6. 건강 상태가 염려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GP/가정의와 상담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세요.
7.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해 놓으면 추적이 쉬워지며  NZ COVID 추적 앱을 사용하면 더욱 
간단합니다. 
8. 비즈니스 사업장들은 방문객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Ministry of Health(보건복지부)의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세요. 
9. 지금도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행중이므로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비즈니스 
사업장들은 경보 레벨이 올라갈 수 있음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10. 지난 몇 개월동안 사람마다 다른 경험을 하였고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이웃들에게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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