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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TANI 행사2021년 TANI 행사
아래 무료 행사에 초대합니다!아래 무료 행사에 초대합니다!

상세 내용 및 등록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상세 내용 및 등록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Stay Well, Stay ConnectedStay Well, Stay Connected

건강 유지, 관계 유지 세미나건강 유지,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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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Migrant Women Wellbeing Programmeant Women Wellbeing Programme

여성을 위한 영어 및 운전 연수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영어 및 운전 연수 프로그램 

8월부터 5주간 8월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 10am–12.30pm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 10am–12.30pm

(생활 영어, 여성 건강 강좌, 운전 연수)(생활 영어, 여성 건강 강좌, 운전 연수)

중국어 건중국어 건강 세미나강 세미나

8월 20일 금요일 10am–12pm8월 20일 금요일 10am–12pm

Northcote Citizens CentreNorthcote Citizens Centre

TANI TANI 지역 네트워크 모임지역 네트워크 모임

8월 18일 수요일 10am–12pm8월 18일 수요일 10am–12pm

장소: Western Springs Community Garden 장소: Western Springs Community Garden 
Hall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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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ORA, 안녕하십니까!

팬데믹 시기에 아오테아로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
드는 데 기여해주신 모든 독자분께 찬사를 드리고 싶
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안
전을 유지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의 조언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차례가 올 때 예방접종을 받
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아울러, 뉴질랜드 다문화 커뮤니티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정부 내 Ministry for Ethnic Communities(다
문화부)가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에 감
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뉴질랜드의 새로운 이
정표가 될 것이며 우리 모든 커뮤니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앞서 TANI는”Stay Well Stay Connected”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날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Health Talk 그리
고 중국 건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사
회를 대신하여 모든 참가자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
로도 커뮤니티분의 필요에 따라 계획된 웰빙 프로그
램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새롭게 디자인 된 저희 건강 정보지를 즐겁게 읽어 
주시고 아무쪼록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를 바랍니다.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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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책 및 노인 학대에 대한 범아시아 커뮤니티 집회 

TANI는 지난 6월 1일 Onehunga Community Centre
에서 ‘The Office for Seniors 및 the Joint Venture for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노인 지원국 및 
가정폭력 정부 연합)’ 와 함께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히 아시안 커뮤니티의 노인 학대에 대한 
생각과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정부의 정책 입안에 
반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민족을 
대표하는 55명이 워크샵에 참여하여 국가 전략 및 실천 
계획 초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초안은 TANI 팀에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언어 장벽 없이 모두가 토론에 
균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으로 정부 
초안 및 실행 계획에 대해 문화적 조언과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의 뉴질랜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질적 
조사

TANI는 지난 4월 30일, 일본 커뮤니티 일원과 리더들을 
포커스 그룹 (관심 집단 토론) 미팅에 초대하여  
뉴질랜드 공공 의료 서비스(NZ public healthcare 
services)에 대한 소비자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의료 서비스, 특히 GP와 공립병원 등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민자들의 견해와 개선해야 할 
영역을 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와의 설문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중국, 남아시아, 한국 등 각기 
다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개선할 부분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서비스 기관들에 피드백될 
것입니다.

From  The  Chairman TANI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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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HF는 임신기간중 엄마 그리고 출생 후 첫 
4년동안 아기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영양정보, 신체활동, 모유 수유 
워크샵과 일대일 컨설트를 통해 더 나은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웰빙 관련한 올바른 
정보는 물론 지원과 트레이닝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처지에 있는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과 
함께 본인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각 내용은 정신건강 향상을 포함한 
각자의 건강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을 돕는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모유수유의 경우, 
만약 제대로 배우고 했었다면 엄마의 불안감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비슷하게, 
저희의 일대일 건강 코칭은 공감과 이해라는 엄마들의 
감정에 기초하고 있고 이것은 어려운 기간동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HBHF는 엄마와 가족들이 출산 후 
영유아기 시기에 건강 목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배움과 지원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두 개의 메인 서비스는 이러한 목적에 잘 맞습니다. 첫번째는 
영양 지원 메세지로써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무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Text MATCH (문자매치)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두번째 서비스는 현재 저희가 온라인과 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호적 건강 강좌인 커뮤니티 러닝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그룹이 
2021년 7월에 여러분의 지역에서 시작하니, 오늘 저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Bushra Ibrahim (NZ Registered Nutritionist 뉴질랜드 공인 
영양사), HBHF 라이프 스타일 코치. 전화는 022 464 7448 
이메일은 bushra@asiannetwork.org.nz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 건강과 
웰빙을 위한 프로그램

$30 /4 주 프로그램
・액티비티(요가,워크아웃,피트니스 복싱,자전거)
・마음 건강 워크샵
・체성분 검사(BIA scan)
・그룹 컨설팅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커뮤니티 이벤트 그리고 건강한 음
식 섭취에 관한 정보

문의: 메리엔 022 6424 877
marianp@harboursport.co.nz

장소: 하버스포츠 
기간 :7월27일-8월20일

등록 

코비드19 예방 접종:
안전하고안전하고

효과적이고효과적이고

무료입니다무료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covid19.govt.nz/iwi-and-communities/translations/
https://www.eventbrite.co.nz/e/youth19-report-on-south-asian-east-asian-chinese-and-indian-students-tickets-158683357193


4

2021 WINTER  NEWSLETTER WWW.ASIANNETWORK.ORG.NZ

Employment New Zealand (뉴질랜드 고용국)에서는 
최근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백신에 대한 일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 접종 캠페인 지원하기

• 다른 공중 보건 정책과 함께 지속해서 진행하기

• 개인의 예방 접종 상태는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근로자를 위한 고용 계약 및 직장 정책 개정하기

•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동료에 대해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한 선택 옵션

•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공유 

상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Vaccines and the workplace

Early Resolution (조기 해결 서비스) 

Early Resolution은 사태가 더 심각해지거나 더 
복잡한 공식 절차를 밟기 전에, 직원과 고용주가 
문제를 조기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무료 
전화 서비스입니다. Employment New Zealand (
뉴질랜드 고용국)에서 발표한 최근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조기 해결이란 무엇인가?

• 조기 해결을 위해 적합한 사항은 무엇인가?

• 적합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

•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arly resolution

Neuro Connection 
Foundation은 뇌졸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뇌 
또는 척수 손상을 경험하신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기반의 
장기적인 재활 서비스를 25년째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능력을 기르고 유지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고, 가치 있고 독립적이며 행복하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일원임을 확실히 느끼도록 하면서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인 선지에 대해 조금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선지는 6개월 동안 우리 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씩 그룹 재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지와 
그의 가족은 두 분의 재활 보조원과 한국말로 애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했고 지금은 통역 없이도 지시사항을 
따라 하는 데에 자신 있어 하고 대화하고 그룹 수업을 
하는 데에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로 균형 감각과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선지의 밝은 
에너지와 열정을 사랑하고 우리 센터에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센터 방문을 예약하시면 무료로 
평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admin@neuroconnection.org.nz or Phone: 09 
836 6830

직장에서의 백신 관련 

일반 지침

통합 유도 특수 교육과 재활
을 통한 보다 자립적인 삶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other-types-of-leave/coronavirus-workplace/covid-19-vaccination-and-employment/
https://www.employment.govt.nz/resolving-problems/steps-to-resolve/early-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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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숨을 쉬고 사는 
한 자연의 혜택을 받습니다. -Oriana Niuhulu-
Green

환경에 대해 걱정은 하지만 환경 보전을 위해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Team Up 2 Clean Up”이 그 해답입니다.

오클랜드 시청의 지원을 받아 Earth Action 
Trust에서 하는 활동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쓰레기는 토양, 공기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는 새, 동물, 해양동물들을 해칩니다.  
또한 삶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해침으로써 
결국에는 인간을 해칩니다. 

지구는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들도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지구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Team Up 2 Clean Up”에 참여해 
보세요.

다  함 께  대 청 소 Sancta Maria College 트레이닝 
워크숍

Sancta Maria  학교는 가치 있는 삶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대우를 기대하는 자신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교육 워크숍은 Peace Foundation
에서 주관합니다.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이 
워크숍에서는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문제와 갈등을 야기시키는지, 어떻게 평화롭게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재미있는 연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서로 돕는 Peer Support Programme 
(친구 지원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배운 지식과 방법을 
후배들이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 학교의 
긍정적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Jennifer Goddard, HOD Guidance & counselling ( 
지도와 카운슬링) & Amara Kevern, TIC Peer Support 
Programme

진로상담
무료, 개인별 맞춤형 진로 상담
-- 맞춤형 진로 계획               --자신감 갖기
-- 트레이닝과 진학 상담         -- 진로 찾기
-- 이력서 쓰기와 업데이트      -- 인터뷰 준비하기

상담 예약을 하시려면 가까운 Connected Centre로 연락해주세요
Takapuna: Tak_employment_team@msd.govt.nz
Waitakere: Employment_Waitakeree@msd.govt.nz
Papakura: Connected_Papakura@msd.govt.nz 

더 자세한 내용은 www.careers.govt.nz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reers.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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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ng은 오클랜드 전역에 
신체나 정신 건강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춤, 연기, 영상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친구도 만들고, 
자신감을 향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과 11월에는 InterAct 
축제를 열어 친구와 가족들을 

초대하고 수업 시간에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합니다. 이 축제에는 오클랜드에 사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공예 수업과 다른 학교들과 
단체들의 공연도 열리니 참여하여 좋은 시간을 가시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Sabina에게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11889460, Sabrina.
ineracting@gmail.com). Interacting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도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InteractingTheatre/

Interact 축제 안내 : 

https://www.facebook.com/interACTfestivalAKL/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interactingvideo

온라인 페스티벌 : 

www.facebook.com/groups/interactfestivalonline

황반병선 (Macular Degeneration)은 노화와 
관련된 눈의 질병으로 중심시각에 영향을 
주어 운전, 독서, TV 관람, 취미생활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합니다. 50세 이상 인구 7명 중 1명, 80
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시력 이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반병선은 
뉴질랜드인들의 중요한 시력 상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력상실은 
개개인의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여러 
가지 부상과 
골절과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높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며 요양 보호기관으로 입소하는 시기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황반병선의 치료법은 
알려져 있으나 많은 사람이 이 병에 
대하여 알지 못해 여전히 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MDNZ는 황반병선 무료 세미나와 무료 
전화 (0800 622852),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하며 미디어를 통해 
황반변성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MDNZ 
는 안과, 전문인 그리고 노인 단체들과 
협력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이메일 info@mdnz.
org.nz 나, 전화 080062285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지원

최근에 검사를 받아 보셨나요?

여러분의 집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무료 테스트로 생명을 구
할 수 있습니다.

GP와 상담하시거나, 무료전화 
0800 924 432 로 연락하세요.

6월은 대장암 
홍보의 달

https://www.facebook.com/InteractingTheatre/
https://www.facebook.com/interACTfestivalAKL/
https://www.youtube.com/user/interactingvideo
http://www.facebook.com/groups/interactfestival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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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웰빙 강좌
보건부가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COVID-19사태로 
인한 정서 심리적 불안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문제에 대한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이다. 

Changing Minds는 다양한 무료 온라인 웰빙 강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편안한 공간에서 여러분의 
웰빙을 지원합니다. 뉴질랜드의 18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웰빙 세션은 개인적인 줌 링크에서 진행되며, 
LGBTQIA+를 포함한 지원 그룹뿐만 아니라 요가와 
신체 피트니스, 예술, 저널링, 정보에 대한 조언, 불안 
및 다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조언을 포함합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 웰빙 활동 및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이끌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학습, 
공유, 토론 및 연결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ww.wellbeingsessions.nz을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참여하세요!

뉴질랜드 정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초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실 방법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violencefree.govt.nz/have-your-say/

정부는 국가 전략 및 실행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연구 및 
정보를 수집하도록 NZFVC (가정폭력 자료 조사 센터)
에 요청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https://nzfvc.org.nz/national-strategy-engagement 

http://www.wellbeingsessions.nz
http://violencefree.govt.nz/have-your-say/
https://nzfvc.org.nz/national-strategy-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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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A는 보건 및 의료 관련 행사를 통해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중국인 의료 전문인 
모임입니다.

불교 사찰 (Wat Khemaraphirataram Temple ) 건강 
검진

지난번 CMDHB (Counties Manukau 보건위원회)
의 Flu fighter team (독감 퇴치 팀)에 합류하여 
사찰 (Wat Khemaraphirataram)을 방문한 사람들의 
건강검진과 독감 예방접종을 도왔습니다. 

2021 ACMA 컨퍼런스- 의료 서비스 이용 및 장애

지난 5월, ACMA는 보건 전문가들(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을 초대해서 아시안 보건, 
아시안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아시안 인구에 비해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되었습니다.   

COVID 백신 캠페인

CPVID 백신 캠페인을 지지하기 위해, 아시안 
커뮤니티의 Dr David Wu와 Gary Wu 그리고, Tony 
Lowe는 중국어(Mandarin과 Cantonese)로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디오를 녹화하였습니다. 
Dr Gary Wu는 독감 예방접종 캠페인 (the Influenza 
campaign)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포스터와 더불어 
중국어로 제작된 비디오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웹사이트 www.acma.org.nz 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린 처방전 (Green Prescription)팀
스포츠 오클랜드(Sport Auckland)의 그린 처방전 팀은 온
라인 무료 운동 교실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호응을 받았습니다. 

 
 

Parents Centre Aotearoa는 70년이란 세월 동안 
뉴질랜드 커뮤니티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모임으로서 부모님들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인과 인도 부모님들을 위한 무료 출산 
전/후 교육이 오클랜드와 해밀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세요. https://parentscentre.org.nz  

인도 부모님을 위한 출산 전 교육은 

https://aucklandindian.parentscentre.org.nz ,  

중국인 부모님을 위한 출산 전 교육은 

https://aucklandchinese.parentscentre.org.nz 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전한 대화 형성을 위한 자녀 
양육 프로그램 

삶에 활력을 주고자 건강관리지도사들은 한주에 3가
지 운동교실을 Zoom을 통해 열었고 약 20명의 참가
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정기적인 온라인 운동 교실은 특별
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참가자들이나, 커뮤니티 상담, 
워크샵 혹은 운동 교실에 참여할 수 없는 참가자들에
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초보
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적합한 활동 옵
션을 제공하고 더불어 식품영양과 웰빙 세미나를 매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Zoom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sportauckland.co.nz 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0800 228 48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자분들의 피드백입니다. “무료 온라인 식

품 영양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린 처방전 팀에 참여하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온라인 교실을 즐겁게 참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http://www.acma.org.nz
https://parentscentre.org.nz/
https://parentscentre.org.nz
https://aucklandindian.parentscentre.org.nz
https://aucklandchinese.parentscentre.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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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관한 필독서

올해 다시 개정된 정보책자 “Where from Here/ He 
AraWhakamua” 이 발매되었으며 발행자인 Eldernet 
Group의 책자는 30년 이상 노인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노인을 위한 필수 정보로 가득합니다. 
내용은 노인들의 건강 및 웰빙 관련 정보,  재택 
간병 서비스 및 신청 방법, 가족 간병인 배려, 지속적 
위임장 설정, 재정 지원, 인터넷 사기 방지, 양로원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 등입니다.

지역별 모든 주거 형태를 소개하고 각 거주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 전체에 걸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Kaumautua서비스 및 주간 보호 시설 관련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NASC (
장애 등급 심사 서비스), 그리고 공공병원의 Care 
Coordination Centre팀 등 보건 전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한 무료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GP, 도서관, Age Concern, 
Grey Power 또는 Citizens Advice Bureau에서도 
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www.
carepublications.co.nz또는 Care Publications 0800 
162 706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Age Concern Auckland’s - 
Elder Abuse Response Service

노인 학대란?
노인학대란 상호 신뢰해야 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행위로 노인에게 위해 하거나 지속해서 
고통을 주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 따위를 이릅
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종종 같은 가족의 일원이
거나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위치에 고용된 사람일 수
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의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에 오는 징후는 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이해하기 힘든 행동, 수면 또는 식습관
• 회피/철회 또는 경계심
• 특정인에 대한 두려움
• 혼란
•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
• 졸음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 만지면 움찔함
• 이례적인 은행 출금
• 청구서 미납, 생활필수품 부족

아래 내용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노인 학대가 있습니
다:

• 신체적 학대-고통이나 상처를 가함 또는 무력 사용
• 심리적 학대-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동, 스트레
스, 공포 조성
• 재정적 학대-금전, 재산 또는 기타 자산의 불법 또는 
부적절한 사용
• 방치-신체적, 정서적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
을 제공하지 않음
• 성적 학대-합의되지 않은 성적 행위 또는 착취적 행
위
• 제도적 학대-조직 내에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정책 또는 관행

Age Concern Auckland가 도와 드립니다
자격을 갖춘 경험 있는 직원은 노인과 간병인(가족 간
병인 포함)의 필요에 대해 폭넓게 지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고 비밀을 유지하며 사회복지사는 
조언과 개별 지원을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노인 학대 대응 서비스팀에 문의 하
십시오:
Central and West Auckland-09 820 0184
Counties Manukau-09 279 4331
North Shore-09 489 4975

75% 학대 혐위자의 ¾ 이상이 가족 구성원입니
다
50% 학대 혐의자의 절반 이상이 성인 자녀나 손
주입니다.
50/50 학대 혐의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http://www.carepublications.co.nz
http://www.carepublication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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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 검사
자궁경부암은 증상 없이 10-15년에 걸쳐 천천히 진
행됩니다. 검사를 통해 자궁 경부에 세포 변화 발생 
여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 3년마다 정
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Well Women and Family Trust는 많은 여성이 GP
를 볼 때 다룰 수 없었던 여성 건강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저희의 이동 진료소는 
오클랜드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늦은 
저녁과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Well Women and Family Trust의 간호사 상담 서비
스는 자궁 경부 검사 / 성 건강 검진 / 임신 테스트 
/ 응급 피임약 / 피임 조언  등을 포함합니다.

언어 지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여성의 건강 
문제 또는 무료 자궁경부 검사 자격 요건에 대해 
저희 건강 프로모터와 논의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
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ichelle (중국어): 021222 7084 / Sudha Thati (
인도어): 021272 2786 / Inseong (영어) : 021221 
7603 / Faye (건강 프로모터) : 021 285 0707

사무실 : 09 846 7886. 온라인 예약 : www.wons.
org.nz
이동 클리닉 위치 : North Shore Hospital, Waitak-
ere Hospital, Greenlane Breast Screening Centre, 
Glenfield Community Centre, New Lynn Commu-
nity Centre, Womens Centre Rodney, Ruapotaka 
Marae Glen Innes 

 DynaSpeak에서 나의 경험
저는Soklim Hout 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태어나고 자랐
으며 3 년 전에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DynaSpeak에 오기 
전, 저는 오클랜드 최고의 영어 학교에 대한 조사를 했고 
학생들과 Google에서 DynaSpeak에 대한 좋은 리뷰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Mangere 캠퍼스에서 Level 4 General을 공부했는
데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때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몇 가지 새로운 영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와 관련된 직업을 찾고 영어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과정을 찾을 계획입니다. 특히나 다양한 나라 출신의 급
우들과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맺은 우정
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Certificate in English Langauge에 등록하십시오! 
• 시작일 : 2021 년 8 월 2 일 월요일
• 종료일 : 2021 년 12 월 10 일 금요일
자세한 내용은 www.dynaspeak.ac.nz/domestics/enrol-
ment를 방문하세요. 

Queen St l Albany l Botany l Mangere l New Lynn

건강 관리에 관한 정보가
 Health Point는 환자나 의료전문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웹사이트 입니다.  
www.healthpoint.co.nz을 방문하세요.

http://www.healthpoin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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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클클랜랜드드  중중심심  지지역역

무무료료  유유방방암암  검검진진
유유방방암암  증증상상이이  없없는는  여여성성을을  대대상상으으로로  검검진진하하여여  유유방방암암을을  조조기기에에  발발견견합합니니다다  !!

� 만 45세-69세

� 영주권/시민권/2년 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

� 지난 12개월 동안 유방암 개인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

� 마지막 유방암 검사가 언제 였는지 확실치 않는 분

� 최근 5년 유방암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유방암 증상이 없는 여성 

� 오클랜드 중심(Auckland Central) 지역 거주 여성

무무료료  유유방방암암  검검진진  조조건건

        ****  무무료료  유유방방암암  검검진진  일일정정--한한국국어어  통통역역  지지원원****

                                                    매매주주  화화요요일일  오오전전  1100시시  
              ((308 Great South Rooaadd, Greenlane --Countdown 옆옆）

        아아시시안안  보보건건  서서비비스스에에  전전화화  주주시시면면  예예약약  및및  통통역역을을  도도와와  드드립립니니다다..                              
담담당당자자::  김김안안나나  0099  448888  44666633((월월--금금,,  오오전전  99시시  ~~오오후후  44::3300))

여러분의 모국어로 도와 드립니다 
Citizens Advice Bureau (CAB)의 Mt Roskill 사무소 
매니저인 Tess Porte는 50년 이란 긴 세월 동안 CAB
은 뉴질랜드인 들을 위해 도움을 주었고 이제는 훨
씬 다양해진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 지원
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그중에서도 Mt Roskill은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문
화가 공존하는 지역의 하나로 영어 사용에 대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24개의 언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언어를 필요로 하는 고객
이 있을 경우 그날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다른  81개
의 CAB 지점을 검색하여 고객이 원하는 언어를 지
원할 담당자가 있는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이상의 언어 지원이 가능하며 더 많은 언어가 
전국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Citizens Advice Bureau, Mt Roskill (시민자문단체, 
마운트 로스킬 지점)의 이용 안내
주소 :  546 Mt Albert Road의 도서관 내
전화 : 09 625 4854, E - mail: mtroskill@cab.org.nz

이용 시간 : 월~금 9.30am - 4pm / 토 10am-12pm

함께 비니 쓰기 운동에 동참해요!
뇌졸증 환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https://www.drdmfest.org.nz/
http://www.beanieup.co.nz


 
 

이 세미나의 목적은 산후 혹은 산전 우울증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일하
는 분들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전
문 지식을 강화하고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특히 Midwives, Social 
Workers, Psychologists, Nurses, 
GPs, Family Community Support 
Workers, Psychotherapists, Child-
birth Educators, HR Professionals, 
Counsellors, Mental Health Clini-
cians, Early Childhood Educators에
게 유익합니다

Dr Aram Kim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아시아 여성의 산후 우울증 해결을 위한 특
별한 접근방법 

Kelly Feng / Ingrid Wang
-아시아 가족 서비스
주산기 및 전신치료를 받는 아시아 여성의 
정서적 웰빙과 보살핌

Vishal Rish & Bruhra Ibrahim
-TANI 아시아 네트워크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Sue Lim
-eCALD® National Programme Diriector
다른 문화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eCALD®
주산기 정신건강 자료

비회원 - $125
PADA 회원/ 학생(full time) -$100
세미나를 협찬 해 주신 COGS에 감사 드
립니다.
등록신청  www.pada.nz/latest-events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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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a Shin, Carol Jyun, Erin Shin, Hazel Jeong, Julie Lim, Katie Kim, Mira Kim, Yeseul Kim

https://www.matarikifestival.org.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