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인을 위한  
안내서
He Aratohu m-a ng-a Kaitiaki

간호인 지원 기관 www.carers.net.nz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간호인들이 
어떤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해 무료 
안내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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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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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거나 병, 신체장애, 
정신질환, 알코올 문제, 
기타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한국어 버전

2009년9월

New Zealand Carers Alliance 
(뉴질랜드 간호인 연합)는 가족 
간호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결성된 45개 전국 
비영리기관의 연합체입니다.

Carers New Zealand 
(뉴질랜드 간호인 재단)은 가족 
간호인에게 정보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자선 
재단입니다. 또한  
New Zealand Carers Alliance의 
사무처이기도 합니다.

A
LL

A
00

35
E 

– 
SE

P 
20

09

무료 안내 또는 재정 지원 
정보를 원하시거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려면 근로소득청(Work and 
Income), 전화 0800 559 009로 
문의하십시오.



장비, 주택, 차량 개조

0508 001 002 (오클랜드/노스랜드)
www.accessable.co.nz
0800 17 1981 (기타 뉴질랜드 지역)
www.enable.co.nz

0800 101 996   
www.acc.co.nz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NASC에서 평가

연로한 친척, 몸이 아픈 친구, 장애인 가족,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자주 돌보고 
보살피십니까? 그렇다면 도움과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장애인 권익 위원회(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0800 555 050
www.hdc.org.nz

간호인이
십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수당 및 금적적 지원 - 근로소득청(Work and Income)

0800 559 009
www.workandincome.govt.nz

집안일, 간호, 간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NASC에서 평가

담당 의사나 담임 선생님, 교장, 교육부 
특수교육과에 문의

0800 622 222
www.minedu.govt.nz

노동부

0800 20 90 20
www.ers.govt.nz
info@dol.govt.nz

재정적 지원

NASC(필요 사항 평가 및 서비스 조정 기관)

65세 이상 간호 대상자

NASC 목록 확인: 
www.moh.govt.nz/olderpeople  
또는 관할 지역 보건 위원회(District Health Board)로 전화해 
연로자 담당 NASC 팀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요청.

65세 이하 간호 대상자

NASC 목록 확인: 
www.moh.govt.nz/disability  
또는 전화로 문의:
0800 DSD MOH (0800 373 664)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간호 대상자

관할 지역 보건 위원회로 전화해 
정신질환 담당 NASC 팀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요청.

다친 경우 ACC에 문의

장비 및 개조

집에서 필요한 도움
잠시 휴식이 필요?

직장에서의 권리

환자·장애인 권리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