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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인 건강 정보뉴질랜드 한인 건강 정보

TANI 행사  
아래 무료 행사에 초대합니다!

“Stay Well Stay Connected” 
(건강 및 상호관계 유지를 위한 

세미나 시리즈)
매주 토요일 11am – 12:30pm

& 매주 화요일 6pm – 7pm

비대면 (Zoom)

“가이드와 함께하는 문화 
관광 1 & 2”

12월 2일 수요일, 오전10:30 – 
오후12:30

장소: ManugaWhau (Mt Eden)
또는

12월 22일 화요일, 오전10:30-
오후12:30

장소: Oakley Creek

“오클랜드 지역 네트워크 
미팅”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Western Springs 

Community Garden Hall

이주 여성 웰빙 프로그램
 2021년 3월 예정 (추후 광고)

휴가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왠지 
가족이나 친구들과 꼭 떠나야만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휴가철의 번잡함을 피해서 집에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스테이케이션 (Stay 
+ Vacation)을 계획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집에서의 

휴가를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팁들을 모아보았습니다:
1. 내가 사는 동네 속속들이 구경하기
집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주위 공원, 박물관, 바닷가 
및 관광지 등등 아직 가보지 못한 주변 명소들을 
가보기. 또는 근처 지역으로 당일치기 여행 가보기.
2. 새로운 음식점 찾아가 보기
휴가의 묘미는 새로 생긴 먹거리를 찾아가는 것일 
텐데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외식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장을 봐서 평소에 먹고 싶었던 색다른 
요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3. 전자기기 꺼놓기
SNS나 이메일 확인 등 모든 유혹을 뿌리치기.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 
머문다는 생각으로 핸드폰, 아이패드 및 모든 전자기기로부터 멀리하세요.

4. 집안일 내려놓기
스테이케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집 청소를 해 
놓고 찬장과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으세요. 
스테이케이션이 시작 되는 날부터는 청소를 해야 
한다는 억압감에서 해방 될 수 있어요.
5. 다른 환경에서 취침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침낭을 챙기시고 거실에 

작은 이불 요새를 만들어 다같이 하우스 캠핑을 즐겨보세요. 침대가 꼭 
필요하시다면 아이들과 부모의 방을 서로 바꿔서 취침해보시는 것도 
재밌겟네요.
6. 뒷마당에서의 캠핑
뒷마당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아이스박스를 가득 
채우세요.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밤하늘 별을 보며 
야외취침을 즐길 수 있답니다. 설령 비가 온다 해도 
집이 멀지 않아요!
7. 사진찍기
외곽으로 떠나 찍는 여행 스냅처럼 스테이케이션 여행 스냅을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출처: Health Navigator. 더 자세한 내용은 www.healthnavigator.org.nz 을 참조하세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생각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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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결되어 건강하게 지내기” 프로그램 
(Stay Well, Stay Connected) 

Kia ora! 독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이번 건강 정보지 여름호는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웰빙 관련 
서비스 및 최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TANI는 이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나타난 커뮤니티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와 대면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 웰빙 프로그램, 아시안 건강과 웰빙 세미나,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프로그램, 서로 연결되어 건강히 지내기 (Stay Well Stay Connected)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이주여성 웰빙 프로그램과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프로그램은 올해 1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 웰빙 관련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새해맞이를 바라며,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건강 정보지의 개선을 위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TANI회장, Virinder Aggarwal 드림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모두 벌써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한 해 였지만 이주여성 웰빙프로그램은 대면 모임과 온라인 워크샵을 
통해 전국적으로 서로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여성 
이주자의 독립심과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Hannah Kim 씨 같은 참여자들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Hannah Kim 씨는 “이민 온 지 어느덧 20년이 되어 가는데 
한국에서 운전 경험이 없었던 나로서는 운전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픽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Restricted License 
를 소지하고 몇 년 운전을 한 뒤 최근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면허증만 갱신하여 10
년 연장하였지만, 기한이 거의 다 되어full license를 곧 따야 한다는 부담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신문을 보고 TANI의 “이주여성 웰빙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많은 정보와 실전 운전 팁을 익혔습니다. 5회 제공된 무료 도로 연수는 정말 가치가 
있었고 full license를 취득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운전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 Puketapapa Community Driving School의 Peter Zong 씨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회상하며 “제 한계를 뛰어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저를 응원해 주신 TANI 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공동체의 사랑,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미래에 대한 염원, 결단력에 영감과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이주여성 웰빙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내년에 시작하는 새로운 이주여성 웰빙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주여성 웰빙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Jian Chen 씨 (022 464 7741) 이나 우리 사무실 (09 815 2338) 혹은 이메일 jian.chen@
asiannetwork.org.nz 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여성 웰빙 프로그램 : 올 한해를 돌아보며

Kia Or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VID-19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 공동체가 건강히 지낼 수 있고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9월 초에 시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16회에 걸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고유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참가자들이 건강과 생활 방식에 관한 정보를 
보다 이해하게 쉽게 도움을 주고,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당뇨, 비만 같은 질병의 
증상과 위험요인이 논의되었고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이 추천되었습니다.   
록다운 기간 충분한 활동을 할수 없었던 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가와 체조운동, 명상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런 활동들이 
불안감과 초조함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기관리 및 다른 
사람과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도울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수 있길 바라고,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디왈리를 보내세요! - Manjusha 
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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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HBHF)

오클랜드 지역이 10월 7일 수요일 자정을 기해 레벨 1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아프시다면, 집에 머무시고 여행을 삼가 하십시오.
만약 휴가 중에 몸이 안 좋아지신다면, 숙소에 머무르시고 헬스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 0800 358 5453, 가정의, 또는 간호사가 당신이 테스트를 받아야 할 
지에 대해 조언드릴 것입니다.
만약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으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검사 받기 위해 집으로 올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뉴질랜드 코비드 추적 앱 (NZ COVID tracer app)을 이용하여 각 장소마다 사인 인을 하시거나 머물렀던 
장소와 날짜 시간을 꼭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특히 휴가 중에 당신이 방문했던 전 지역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수준 높은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시고, 이것은 손을 씻고 말리기, 또는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침과 재채기는 팔꿈치를 사용하십시오.
 뉴질랜드 레벨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웹사이트로 방문하십시오. 
Auckland Regional Public Health Website 그리고 Unite Against COVID-19 website.

Uncap Our Potential 에 가입하셔서 술로 인한 해로움을 
줄여서 놀라운 미래를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지만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건강한 신체 그리고 
정신 건강, 더 행복한 가족, 더 안전한 커뮤니티, 진실된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경제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입니다. 
uncapourpotential.org.nz 에서 가입하시어 진정한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소셜미디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술로 
인한 해가 없는 뉴질랜드인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꿈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엄마가 되고 뉴질랜드에서 산다는 것은 지역별 건강 문제, 영양 부족, 그리고 그러한 건강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Safari 
Panmure Group 엄마들과 함께 영양 관련 워크샵과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프로그램을 성공적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었지만 “건강이 재산이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참여하였습니다. 
HBHF는 뉴질랜드 보건부가 마오리, 남태평양 사람, 아시안 그리고 남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해 지원하는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입니다. 아시안 보건 네트워크 (TANI)는 특별히 남아시아 출신 엄마들이 뉴질랜드에서 건강 관련 
최고의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신 중이거나 4살 이하의 아이가 있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피지 인디안, 네팔과 아프가니스탄 
엄마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등록하시면 250불 상당의 쇼핑카드을 받을 수 
있는 추첨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여기 있는 링크 https://forms.gle/
hTVGFmB7sytwUVK89 를 클릭하시어  “Bushra Ibrahim as a facilitator”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을 하셨거나, 수유 중이거나 4살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거나, 또는 
체중감량, 건강한 임신, 아이들 메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HBHF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무료 서비스와 문화적 조언이 제공됩니다. 
Bushra Ibrahim, 뉴질랜드 공인 영양사 & HBHF 코디네이터. Tel: 022 464 7448  Email: bushra@ asiannetwork.org.nz

"술로 인한 해가 
없다면, 가족은 더 
가까워집니다”  
제이슨

https://www.arphs.health.nz/public-health-topics/covid-19/where-to-get-tested/
https://covid19.govt.nz/
http://uncapourpotential.org.nz
https://forms.gle/hTVGFmB7sytwUVK89
https://forms.gle/hTVGFmB7sytwUVK89
mailto:bushra%40%20asiannetwork.org.nz?subject=
http://www.healthline.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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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즈 마누카우 카운티즈 마누카우 ((오클랜드 남부 및 동부오클랜드 남부 및 동부) 거주자를 위한 여성 건강 검진) 거주자를 위한 여성 건강 검진  
(인도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광둥어 및 북경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인도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광둥어 및 북경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45-69세 여성을 위한 무료 유방 검사
주 검진 장소는 Manukau Super Clinic이며 Mangere Community Health Centre, Mercy 
Radiology – Botany Super Clinic, ARG Howick 및 ARG Pukekohe 에서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800 270 270 또는 이메일 : bscm@middlemore.co.nz 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25-69세 여성을 위한 무료 자궁 경부 검사
자궁 경부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검사 후 5년 이상 지나신 여성
• 매월 둘째 토요일 – Manukau Super Clinic
• 매월 첫째 및 셋째 금요일 – Manukau Super Clinic
• 둘째 화요일 (after hour) 클리닉 – Botany Super Clinic
• 수요일 격주 클리닉 – Mangere Community Health Centre
• 화요일 격주 클리닉 - Otara Community Health Centre
• 월 1회 수요일 클리닉 – Botany Super Clinic Starting
• 월 1회 목요일 클리닉 – Pukekohe Hospital

전화 0800 729 729 (내선 번호3번) 또는 이메일 : Supporttoscreening@middlemore.co.nz 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Citizens Advice Bureau는 지금의 
COVID-19 범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업무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국 
사무소의 전문가 지원은 Citizens Advice 
Bureau가 모든 정책 개발의 선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협력해온 오랜 역사는 (
올해 10월 50주년) 여러분에게 많은 옵션을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 문제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시간과 임금의 감소, 감원, 재택근무 
등의 문제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것 외에도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쳐야 하거나, 식구들을 돌보고, 끼니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등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고용주는 충분한 재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체이므로 다양한 임금 보조금의 종류와 자가격리자인 
경우COVID Leave Support Scheme에 대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록다운은 아니지만 당분간 팬데믹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친절해야 할 시간입니다. Kia atawhai! 
Be kind! 친절 합시다!

다문화 커뮤니티를 위한 비디오 자료
아시아 가족 서비스 (Asian Family Service)는 중국인, 한국인 
및 남아시아의 노인, 임산부, 초보 
엄마 및 장기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적절한 비디오 자료들을 
개발했습니다.
Asian Family Services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Helpline 
서비스인 Asian Helpline은 이러한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Reach Out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
asianfamilyservices.nz/resources/resource-categories/reach-
out/ 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중국어 자료 (提供 给 华人 社区 的 线上 资源) https://www.
asianfamilyservices.nz/media/lcqokhzl/reach-out_-resources_
chinese.pdf
• 한국어 자료 (도움 요청을 위한 온라인 정보) https://www.
asianfamilyservices.nz/media/owklrpj2/reach-out_-resources_
korean.pdf

Auckland Down Syndrome 
Association 은 오클랜드 지역 
사회에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입니다. 
Judy Sun씨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Jane이라는 13살의 아름다운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어를 구사하며 훌륭한 부모로서 다운증후군 
자녀가 있는 
다른 가족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Judy씨에게 
연락하려면  
02168670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의 창의적 아트테라피학교에서의 창의적 아트테라피
COVID-19 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중단 이후, 
Dance & Arts Therapy NZ의 경험 많은 테라피 
팀은 학생의 필요에 맞는 웰빙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공되는 그룹 프로그램 :
• 댄스 동작 테라피
• 아트 테라피
• 멀티 모드 창의적 예술 테라피

아래의 증상이 있는 어린이에게 맞춤식:
• 정신 건강 문제 (불안 및 우울증 포함) 
• 트라우마 징후
• 집중력 부족
• 비사교적 행동
• 특별한 필요 및 / 또는 신체 장애
효과:
• 웰빙 향상
• 교실에서의 집중력과 생산성 향상 
• 감성 지능 향상
• 의사 소통 및 사회적 기술 향상
• 조정 및 운동 기능 향상

자세한 내용은 www.dancetherapy.co.nz,이메일 : 
info@dancetherapy.co.nz 또는 전화 : (09) 636 3029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mailto:Supporttoscreening%40middlemore.co.nz?subject=
mailto:Supporttoscreening%40middlemore.co.nz%20%20?subject=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resources/resource-categories/reach-out/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resources/resource-categories/reach-out/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resources/resource-categories/reach-out/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media/lcqokhzl/reach-out_-resources_chinese.pdf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media/lcqokhzl/reach-out_-resources_chinese.pdf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media/lcqokhzl/reach-out_-resources_chinese.pdf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media/owklrpj2/reach-out_-resources_korean.pdf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media/owklrpj2/reach-out_-resources_korean.pdf
https://www.asianfamilyservices.nz/media/owklrpj2/reach-out_-resources_korean.pdf
https://www.cab.org.nz/
http://www.dancetherapy.co.nz
mailto:info%40dancetherapy.co.nz?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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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 및 영양 조언 서비스: 테 리토 오라
테 리토 오라(Te Rito Ora)는 카운티스 마누카우 지역에 사는 모든 산모와 아기들을 위한 모
유 수유 지원 및 영양 조언을 해 주는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테 리토 오라는 여러분
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아기가 2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Te Rito Ora가 제공하는 것:
• 임신 중 가정 방문: 임신 중 아기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 출산 후 가정 방문” 모유 수유 지원 및 조언을 위한 가정 방문과 좀 더 어렵거나 복잡한 모
유 수유 문제가 있으면 모유 수유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돕습니다.
• “Mum’s Kitchen Rules”: 요리와 첫 번째 음식 워크숍을 통한 영양 조언 및 요리 기술 지원.
• 엄마들의 모임: 엄마들끼리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
Te Rito Ora에 문의하시려면: 0800 HELP BF / 0800 435 723 (월 – 금요일 오전 8시- 오후5시) 
또는 이메일: TeRitoOra@middlemore.co.nz 로 연락하세요.

“스펙트럼 케어의 Asian cultural advisor (아시안 문화 조언 담당) 웨이 응(Wai Ng)은 저희가 여섯 살 
아들 제이슨 (Jason)에 대한 지원을 찾기 위해 애쓰던 당시 우리 가족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알비니즘, 모자익형 에드워드 증후군, 자폐증, 전체 발달 지연 등을 포함한 다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민자로서 이곳 뉴질랜드에는 관련 가족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고,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Wai는 저에게 연락했고 제이슨과 우리 가족을 알아가는 데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했고 여러 다른 정부 관계 기관과 
서비스 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Wai의 도움으로 제이슨은 이제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말 

우리 가족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Wai는 또한 정기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연락해서 저희가 다른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Wai의 도움과 친절에 정말 
감사하고 Wai를 알게 되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pectrum Care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www.spectrumcare.org.nz

여러분의 간에게 휴가를 주는 방법
우리 모두 음식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큰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식사와 음주는 
여러분의 간이 음식과 음료를 처리하고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철 내내 어떻게 
여러분의 간이 잘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마시기.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한 두 잔 이상 술을 마시거나, 매일 여러 
잔씩 술을 마시면 간이 너무 많이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시는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약을 머고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음주를 줄일 수 있는 팁
• 다른 유리컵을 사용하십시오.
• 과다하게 채우지 마십시오. 유리컵에 
넘치도록 채우지 말고, 반쯤 채운다면 여러분이 
술을 덜 마신다는 뜻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상황을 피하십시오.
설탕과 지방 섭취를 주의하세요
너무 많은 설탕과 포화지방은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을 마시면 
배가 차게 되고,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어 사교 
모임에서 간식이나 디저트 테이블로 곧장 
향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한 옵션 선택하세요.
여름은 샐러드를 먹는 시간이고, 맛있는 메인 요리나 반찬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계절성 재료가 풍부합니다. 감자에 버터를 추가하지 
말고, 여분의 빵에 손을 뻗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분은 산소를 몸 전체에 
운반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면역력을 
지탱하기 위해 모든 연령과 
단계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영유아 
아기들은 빠른 성장과 두뇌 
발달을 위해 많은 철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7개월부터 아기는 아빠보다 더 많은 철분이 
필요합니다. 영양소 요구량은 많지만, 위가 작기 
때문에, 특히 철분이 풍부한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두고, 아기나 유아가 먹는 모든 음식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ef + Lamb 
New Zealand 영양팀은 최근 미니 미트볼, 유아 
볼로네즈, 철분이 풍부한 캐서롤, 아기용 고구마를 
곁들인 소고기 민스, 그리고 양고기 간과 야채와 
같은 음식이 포함된 영 유아들을 위해 맛있고 철분이 
풍부한 요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친화적인 
요리법은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프로그램을 함께 
한 분들에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준비하기도 
쉽고, 용도나 예산에 맞기 쉬우며, 풍부한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좀 더 철분이 풍부한 요리법을 보려면 https://www.
recipes.co.nz/shop/BABIES+%26+TODDLERS.html 
클릭하시고,
‘Fuelled by Iron’ (실용적인 팁과 철분이 풍부한 
레시피 포함) 리소스를 
주문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세요. 

  발달 장애자를 위한 문화적 조언  발달 장애자를 위한 문화적 조언

관절염 통증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Arthritis New Zealand의 온라인 통증 프로그램 코스가 참가자들을 위해 지금 개설되었습니다. 
이 코스는 6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좀 더 나은 통증 관리를 하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 조언, 그리고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할 수 있는 통증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에 그 

주의 이메일을 받고 그 주 동안에 원하는 대로 정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받은 편지함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를 보관할 
수 있고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https://www.arthritis.org.nz/pain-programme/

http://
https://www.recipes.co.nz/shop/BABIES+%26+TODDLERS.html
https://www.recipes.co.nz/shop/BABIES+%26+TODDLERS.html
https://www.arthritis.org.nz/pain-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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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있는 인종차별에 대하여 
The Mental Health Foundation 은 인종차별이 뉴질랜드에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COVID-19기간  동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반대하는 캠페인 ‘Pink Shirt Day’
의 일환으로 영상(링크)과 
아시아인들이 직면했던 인종차별과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Liang의 

도박중독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뉴질랜드 전역에서 무료 및 비밀 유지가 되는 지원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으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The Salvation Army Oasis는 

9월 말 Mt Wellington에서 흔히  ‘숨겨진 중독’ 이라고 알려진 도박 중독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픈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날 약 150명의 사람들이 도박 피해를 이해하고 중독자는 물론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The Salvation Army Oasis 는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전화/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성별, 문화, 종교, 성적 성향에 상관없이 도박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클랜드 지역 서비스에서는 영어와 
힌디어가 필요하다면 통역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건 및 복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인력 개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여 기존의 도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새로운 웹 사이트 oasis.salvationarmy.org.nz이나facebook.com/OasisReducingGamblingH rm을 
방문하세요.

저희 단체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캠프, 모임 및 활동을 통해 성인과 
어린이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캠프 Awhi, 매년 열리는 아동 화상 캠프
- 생존자의 일요일
- 여성들을 위한 피정
- 남성의 날
- Phoenix World Burn Congress 
(피닉스 세계 화상 회의) 
- 호주 화상 포럼
- 모금 행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burns.org.nz 또는 09) 270 
0640으로 연락주세요.

사건을 보고함으로써 뉴질랜드에서 
인종 차별을 종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포용적인 뉴질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함께 
인종차별에 굳건히 도전합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화상을 입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https://www.pinkshirtday.org.nz/
https://oasis.salvationarmy.org.nz/
http://www.burns.org.nz
http://www.healthpoin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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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셔틀버스 서비스: 로드니 및 서부 
오클랜드 지역 

서비스 이용 대상:
• 로드니 - Hibiscus Coast 거주자로서 노스쇼어, 오클랜드 및 
와이타케레 병원, 그리고 Greenlane Clinical Centre의 외래환자. 
(노스쇼어 병원에서 출발하고 돌아옵니다.)
• 참고 사항: (노스쇼어 지역에서는 개개인의 가정에서 픽업을 
하지 않습니다.  노스쇼어 거주자들은 노스쇼어 병원까지 
오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웨스트 오클랜드 거주자가 노스쇼어 병원, 오클랜드 병원 및 
Greenlane Clinical Centre의 외래환자.

사전 예약 서비스(Pre Booking Service):
• 외래 환자 예약 편지를 받고 바로 버스 좌석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예약일 최소 사흘 전에 좌석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 셔틀 운행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추가 문의는 전화 09 426 0918 또는 0800 809 342 (내선 5번)
으로 연락해주세요.

온 가족을 위한 호신술 
Mt Albert YMCA에서는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호신술 강좌가 있고 Eddie Wong 선생과 
그의 팀이 가르칩니다. 아이키도(무저항을 통한 
방어술), 이아이도(일본 검술), 그리고 타이 
치 촨(중국 호신술)이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무술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과 체력에 부합하는 
운동이며 규율, 에티켓, 집중력 그리고 조절 
능력을 통해 자기 계발을 돕습니다. Eddie
선생은 Auckland Martial Art Community에 잘 
알려져 있으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록다운 후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YMCA의 안전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진: Mt Albert YMCA의 센터 메니저 Jill 
Gibson과 Eddie Wong)
상세한 
내용은 
Mt 
Albert 
YMCA
에서 
브로셔를 
받거나 
전화 021 
0832 
6201
로 에디 
선생에게 문의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물건을 정리하시나요?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Earth Action Trust에 
기부해 주세요.
기부된 물품은 필요한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문의는 이메일 earthactiontrust@gmail.com 또는
Granada에게 전화 027 532 6281로 연락하십시오.

장소
YMCA Mt Albert Community & Leisure 

Centre,
773 New North Road, Mt Albert

날짜 & 시간
2020년 6월 27일 - 11월 28일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참가비
18세 미만 학생은 매회 $2 

성인은 매회 $5 (현금을 가져오세요)
공, 셔틀, 라켓 개인 지참

게임 현장에서 등록 
이메일: sherry@sportauckland.co.nz
Facebook: Sport Auckland ActivAsian

자원봉사자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추가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배드민튼 / 농구 / 탁구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참여하세요.

mailto:earthactiontrust%40gmail.com?subject=
mailto:earthactiontrust%40gmail.com%20?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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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akeaway 커피를 위한 컵과 뚜껑은 단지 12분 
동안만 사용하고 버려집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 지침 TOP 10
1-과일과 야채를 담는, 계속 사용 가능한 봉투 쓰기.
2-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통을 사용하여 견과류나 건조물 
보관하기.
3-개인 도시락통과 수저를 계속 사용하기.
4-자신의 물통을 가지고 다니며 계속 사용하기.
5-점심은 남기지 않을 양으로 준비하여 낭비를 줄이세요.
6-개인용 컵을 휴대하고 계속 사용하기.
7-Takeaway를 자제하고 음식점에서 식사하기.
8-일회용 빨대를 주면 사양하기.
9-플라스틱 통에 담긴 물비누나 세제보다 고체 비누 또는 
종이박스에 담긴 세제 사용하기. 
10-Waste Savvy Swaps Facebook 그룹에 가입하세요!

Whatua Te Muka Tāngata
Third Culture Youth를 위한 리더십 계발 기회

내용: 3일동안 거주하며 참여하는 프로그램 or wānanga
장소: Ōrākei Marae

Start: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Finish: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대상: 18세부터 30세까지 모든 소수 민족과 이주/난민 배경을 가진 사람 
참가비: 무료

이 프로그램은 문화 활동과 프로토클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창의적이면서도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특별하게 고안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마오리(Te Ao Maori)내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안에 
존재하는 개념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힘을 향상시키며 응집력을 
강화할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등록을 위해 Expression of Interest Form 을 작성하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커뮤니티 미팅을 열 
예정이며, 또한 여러분도 다른 여러 팀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커뮤티니에 
우리가 찾아가길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 0211998077 Tim or email : heaokotahinz@gmail.com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
Foundation North 는 Auckland와 Northland
의 지역 사회 단체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지속되고 COVID-19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지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 펀딩 요청에 대해 지속해서 개방할 것입니다.
• 커뮤니티의 필요와 기대에 맞는 유연하고 호응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 펀딩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www.foundationnorth.org.nz를 참조해 주세요.
연락처 : 0800 272 878, email : info@foundationnorth.org.nz

Auckland와 Northland 지역의 
기관과 커뮤니티 단체를 
지원하며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자선 
기관으로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러분을 설문 조사에 초대합니다. 
설문은 10분을 넘지 않을 것이며 설문 
내용은 제반 기관과 커뮤니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해서 설문에 대답해 주세요.

https://www.cognitoforms.com/HeAoKotahi1/ThirdCultureLeadershipAndCulturalConnectionProgramme
mailto:heaokotahinz%40gmail.com?subject=
http://www.foundationnorth.org.nz
mailto:%20info%40foundationnorth.org.nz?subject=
https://foreignnationals.services.govt.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