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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보건 체계
뉴질랜드 보건체계 개요

뉴질랜드에서는 가정의(GP)가 여러분이 진료를 요청하는 가장 첫번째 단계가 됩니다. 필요시 가정의가
여러분을 종합병원 혹은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가정의, Accident & Medical Centre 혹은 다른 사립 전문의를 만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나, 여러분이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2 년 이상의 워크퍼밋 소지자인 경우 국립병원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전문의 치료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의료 보험을 이용하여 사립병원이나 전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의에게 등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정의는 여러분이 당뇨, 고혈압 등의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보건 서비스, 예를
들어 예방접종, 여성건강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한 가정의는 여러분이 금연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각종 의료
검사(예를 들어 X-선 촬영,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가정의는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전문의 검진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가정의가 의뢰서를 관련 전문의에게 보내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
아주 심하게 아프지는 않고 일반적인 건강 진단을 받고 싶을 때


가정의(GP)를 찾아 가세요

자신에게 맞는 GP를 찾으려면: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세요.
근처의 Citizens Advice Bureau(CAB)이나 헬쓰라인 0800 611 116으로 전화하세요.
오클랜드지역 거주자인 경우 http://korean.yourlocaldoctor.co.nz/ 에 있는 가정의 리스트를 참고
하세요.

가정의 업무시간이 아니거나(늦은 밤 혹은 이른 아침) 주말인 경우는 가까운 지역의 Accident &
Medical Centre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심하게 아플 때, 걷지 못하거나 운전을 못할 정도로 아플 때, 혹은
사고가 났을 때
 가까운 Accident & Medical Centre 나 국립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비상시, 응급차를 부르세요(예: 심장 발작을 일으킬 경우)
응급전화번호는 111 입니다.
국립병원의 응급실은 24 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가정의 의뢰서 없이 바로
국립병원의 응급실을 찾아 가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 전용이므로 응급한
정도에 우선 순위를 두어 먼저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전문의를 만나야 할 경우 가정의를 먼저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더 상세한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가정의는 국립 병원이나 사립 병원 전문의에게
의뢰를 할 것입니다. 국립 병원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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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라인 0800 611 116
여러분은 아래의 상황인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헬스라인(0800 611 116)에 연락을 하여 무료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픈 경우에 가정의를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때



가족이나 친구가 아파서 급하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경우



휴가 중 가까운 지역의 의사나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무료 건강 상담이 24 시간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한국어 지원 가능)

치료 비용


국립병원의 치료비용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2 년 이상의 워크퍼밋 소지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수혜 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http://www.health.govt.nz/new-zealand-health-system/eligibilitypublicly-funded-health-services 를 참고하십시오.



가정의, Accident & Medical Centre 혹은 다른 사립서비스들은 비용이 부과됩니다. 각
클리닉마다 비용에 차이가 있으며, 가정의 등록을 하시거나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Community
Service Card)가 있는 분들은 저렴한 비용을 적용 받습니다.



아기와 어린이들의 경우 예방접종은 무료이며 몇몇 건강 검진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의약품 비용


대부분의 경우, 처방전이 있는 약값은 각 종류 마다 $5 이하입니다.



6 세 미만의 어린이는 대부분의 처방된 약값이 무료입니다.



1 년에 20 가지 이상의 약을 처방받는 가족들은 의약품 할인 카드(PSC)에
기록이 되어 약값이 저렴해 집니다. 이에 관해서는 약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주말에는 추가요금 적용: 약품배달료, 반복처방(약이 조제 되기 전에
약품비가 얼마인지 약국에 미리 문의 하십시오)

그 밖의 의료비


개인적으로 요청한 별도의 혈액검사, X-선 검사 및 기타 사립 검진들은 비용이 부과될
것입니다.



외국 여행에 필요한 특별 예방 접종을 할 경우 별도의 의료비가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립 의료 기관(예, 사립병원)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의 건강보험 회사가
커버하지 않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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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GP : 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 (GP) 와 1 차 진료 기관 (Primary Healthcare Provider)
1 차 진료기관은 일반적인 건강 검진, 예방접종, 임신 기간 중의 건강 등에 관한
건강 관리를 해 줍니다. 1 차 진료기관 서비스는 각 지역별로 제공되며 가정의,
간호사(Practice nurses), 조산원, 치과 치료사, 약사 등이 1 차 진료기관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및 1 차 진료 기관들은 1 차 진료 기관 연합 (Primary Health
Organization : PHO)의 일원입니다. 1 차 진료 기관 연합에 가입된 곳들은 광범위한
서비스에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가정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가정의 클리닉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는 등록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기록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약 처방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클랜드 지역
거주자인 경우, 가정의 클리닉에 미리 요청하거나 가정의 방문시 무료 전화 통역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GP 등록안내 : 아래의 내용 참고 바람)



환자가 국가 재정지원이 되는 국립병원, 진단소 혹은 전문의 검진이 필요한 경우 가정의가
의뢰서를 적합한 병원, 진단소 혹은 전문의에게 보내게 됩니다. 국립병원 약속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가정의가 의뢰서에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십시오. 의뢰서가
보내지면 국립병원이 약속날짜를 확정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예약은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잡혀지므로 2 개월에서 6 개월정도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예약 날짜가 잡혀지면 환자는 국립병원으로부터 상세한 예약 내용이 적힌 편지(날짜, 시간,
위치, 의사 이름 등)를 받게 되며, 환자는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그 날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게 진료나 치료 후 모든 결과(혈액검사, X-선 검사, 초음파검사 등)는 환자에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GP)에게 보내집니다. 결과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연락이 오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가정의 클리닉은 대부분 환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는
경우 가정의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병원들이 다루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특수 전문의
진료 기능을 가진 병원들에게 보내지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의 가정의 등록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 등록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의에게 등록해야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는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다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정의에게 등록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정의에게 진료 시 저렴한 진료비.
여러분의 의사가 발행하는 각 처방전은 단지 $5 만 부과됨.
필요시 무료 통역서비스
자녀의 예방접종에 관한 조언과 자궁암 및 유방암 검사 등의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
금연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조언을 포함하여 당뇨,
고혈압 등의 보다 나은 관리를 돕기 위한 추가 서비스
 여러분의 의사 및 진료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줌. (가정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등록은 쉽고 무료이며, 여러분의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
합니다.
New Zealand Health System
Compiled by WDHB: Asian Health Support Services (Updated: August 2014)

Korean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여러분의 가정의가 있는 의료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통상 여러분의
의사, 간호사, 접수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양식에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및
인종과 같은 여러분의 신상를 적게 됩니다. 등록 시 수집된 정보는 프라이버시 조례 1993(Privacy Act
1993) 및 보건 정보 프라이버시 규약 1994(Health Information Privacy Code 1994)에 의해 관리되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됩니다.

나의 등록이 어떻게 나의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는가?

뉴질랜드의 대부분 가정의는 1 차 진료 기관 연합(Primary Health Organisation: PHO) 에 속해
있습니다. 1 차 진료 기관 연합의 목표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알맞은 비용의 1 차 보건 진료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1 차 진료기관 연합에서 가정의, 간호사, 마오리 보건 제공자 및 기타 1 차 보건 진료
제공자가 함께 일함으로, 커뮤니티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1 차 진료기관 연합은 주민의 필요성에 따라 자금이 제공됩니다. 특히 이것은 가난한 지역, 노인이
많은 지역 혹은 더 높은 보건진료를 필요로하는 지역에서는 가정의 및 다른 보건 제공자가 더 많은
공공자금을 받으므로 더 저렴한 진료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두 가정의에게 등록해도 됩니까?

안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의료센터를 방문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은 저렴한 진료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정의를 바꾸고 다른 곳에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가정의를 떠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의에게 단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보건부에 통지되며, 보건부는 여러분의 이전 1 차 진료기관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 등록한 것을
알려줍니다.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가정의에게 등록함으로 얻는 혜택(저렴한 진료비 등)을 바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등록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등록 시, 가정의의 1 차 진료기관은 여러분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등록부를
만듭니다. 이 기록부는 여러분의 정보를 기밀로 보관하는 보건부에 보내집니다. 보건부는 1 차
진료기관에 제공할 자금을 계산하고, 여러분의 정보를 경신하며, 보건서비스의 질을 검토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은 철저하게 자발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등록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더라도, 여러분은 필요한
진료를 받기위해 여전히 어떤 가정의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렴한 진료비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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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예, 만약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자녀가 16 세 이하인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진료 접수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다른 식구도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만약 그들이 16 세가 넘고 여러분이 위임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위임된 대리인이 아닌 경우,
그들은 직접 등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성인 식구들을 위해 등록양식과 정보지를 집에
가져 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등록의 이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korean.yourlocaldoctor.co.nz 을 참고 바랍 니다.

지역 보건부 (District Health Board)
뉴질랜드의 보건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지역 보건부(DHB) 산하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에 20 개의
지역 보건부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역 보건부를 운영합니다.
지역 보건부는 국립(공립)병원, 정신건강 서비스, 치과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보건부는 1 차 진료 기관 연합(PHO)과 같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역보건부는 또한 마오리, 퍼시픽 아일랜더 및 여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보건부 웹싸이트 상의 지역보건부 리스트 참고 http://www.health.govt.nz/
국립병원 (Public Hospital)
국립(공립) 병원 및 관련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는 지역 보건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 병원들은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환자들의 대부분분 국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
서비스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수술실, 노인건강 및 정신건강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지역 간호 서비스)를 비롯해 엑스레이나
스캔같은 진단부서도 포함됩니다.


응급 부서에서는 심한 사고를 당했거나 응급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6 시간 까지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외래 진료는 사전 약속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환자들은 가정의나 개인 전문의 또는 조산원에
의해 의뢰됩니다.



환자들은 응급실을 통해서, 또는 가정의나 전문의의 의뢰에 의해서 국립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약을 통한 의료서비스(응급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들은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국립 병원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
모든 국립병원과 공립 의료 시설에서는 전문 통역사들에 의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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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건 (Community Health Care)
지역보건부(DHB)는 국립병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아래와 같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5 세의 어린이의 간호
 출생시부터 생후 6 주까지 신생아와 산모의 가정방문
 자택 거주 환자 간호(예: 드레싱이나 주사등)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는 간호서비스
 앰블런스 서비스
 장애인 필요 평가 서비스
 개인 간병 / 가정 간병 / 위탁 간병 서비스
 학교 보건 서비스
 구강 건강 서비스
 지역 사회 지원 서비스
지역 사회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렁켓 간호사(Plunket nurse)
 지역 간호사
 공중 보건 간호사
 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나 사회 사업가같은 연계 보건 전문가들
 필요 평가사
 간병인들(개인 간병 / 위탁 간병)
 구강 치료사
 지역 사회 지원 요원

응급차 서비스 (Abmulance service)
뉴질랜드의 응급차 서비스는 한국과 다르며 St. John (세인트 존스) 응급차 서비스에 의해 제공됩니다.
(병원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자선 기관입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경우, 응급차 사용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비 영주권자들은 응급차 이송의 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부(MoH)의 웹사이트
http://www.health.govt.nz/new-zealand-health-system/eligibility-publicly-funded-health-services
에서 수혜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고에 의한 상해를 입어 응급차에 의해 이송이 되었으며 그 이송이 사고 보상공사 (ACC) 의
기준에 합당하다면 응급차 이송 비용은 ACC 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acc.co.nz 을 참고 하십시오.
지역보건부 사이의 응급차 이송 비용은 환자 이송을 요청한 지역 보건부(DHB)가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보건부로부터 개인적인 장소나 비 지역보건부 시설로의 이송은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됩니다.(개인적 임대)
응급차 비용 및 개인적 임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지역 St. John 사무실로 문의
하십시오. 0800 ST JOHN (0800 785 646).

치과 진료



치과 치료는 사설 치과 의료진에 의해 제공되며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국립
병원 치과 입원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린이와 만 18 세까지의 full time 학생에 대한 기초 치과 치료는 무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 18 세 이상의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무료 치료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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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교정 비용 (치열 교정 장치/치아 교정) 은 개인 부담입니다.
저소득자와 급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Work and Income 의 담당자를 만나 치과 비용 보조에
대해 상의 하십시오.

검진 프로그램 (Screening Programmes)
뉴질랜드는 국가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들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무료 검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 서비스 (BreastScreen Aotearoa)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은 만 45-69 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무료로 유방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www.breastscreen.govt.nz 오클랜드 북부와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시안 보건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유방암 검진관련 문의 및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센타에서 통역사가 여러분의 의사소통을 도와드립니다.
문의전화: 09 488 4663



자궁경부암 검사 (National Cervical Screening Programme)
이 검진 프로그램은 자궁경부암 상태로 진행되고 있거나 해마다 이로 인해 사망하는 여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 세에서 69 세 사이의 모든 뉴질랜드
여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의 이상 세포의 변화를 검사하여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진행의 위험요소를 감소시켜 줍니다.
자세한 사항 www.cervicalscreening.govt.nz



장암 검진 서비스 (Bowel Screening)
뉴질랜드는 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장암 검진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장암을 일찍 발견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여러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장암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초기증상이나 징조가 없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2011 년 10 월부터 와이테마타 지역보건부 지역(오클랜드 북부 및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50 세에서 70 세 사이의 남녀 모든 분들은 장암 초기증상을 체크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대가 됩니다. 이 4 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은 앞으로 뉴질랜드 전역에 장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 http://www.bowelscreeningwaitemata.co.nz

유방암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장암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여러분의 가정의에게 문의하세요.

유용한 링크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및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안 보건지원 서비스 (WDHB)
www.asianhealthservices.co.nz 아시안 보건지원서비스 안내 정보
www.asianhealthservices.org.nz 아시안 환자지원 서비스
www.amhcs.org.nz 아시안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CADS (알코올 & 마약) - 아시안 카운슬링 서비스 개인 및 가족상담 가능 (이메일, 전화 및 대면 상담)
http://www.cads.org.nz/Asian_Korean.asp
아시안 금연 커뮤니티 서비스 와이테마타 PHO 웹싸이트 참고
www.harbourhealth.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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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point
가정의, 국립병원 및 전문의, 조산 서비스, 치과진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healthpoint.co.nz
유방암 검사 서비스
뉴질랜드 국립 유방 검사 프로그램은 45 세 ~ 69 세 사이의 여성에게 무료 유방암 검사를 제공합니다.
www.breastscreen.govt.nz
자궁암 검사 서비스
국립 자궁 검사 프로그램은 20 세 ~ 69 세 사이의 뉴질랜드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됩니다. 자궁경부의
병적인 세포 변화를 검사하여, 여성들 자궁암 진행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www.cervicalscreening.govt.nz
장암 검사 서비스
2011 년 10 월부터 와이테마타 지역보건부 지역(오클랜드 북부 및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50 세에서
70 세 사이의 남녀 모든 분들은 장암 초기 증상을 체크하는 무료 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대가
됩니다.
http://www.bowelscreeningwaitemata.co.nz
임신 및 신생아 검사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생아를 위한 검사 프로그램
www.nsu.govt.nz/current-nsu-programmes/antenatal-newborn-screening-programmes.aspx
어린이 예방접종
예방접종 자문센터(Immunisation Advisory Centre)는 예방접종과 백신-예방 질병에 관한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immune.org.nz
가정의 검색
오클랜드에 거주하시는 경우, 아래의 웹싸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의
가정의 리스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korean.yourlocaldoctor.co.nz
조산원 (Midwife)
The Maternity Services Consumer Council
www.maternity.org.nz
The New Zealand College of Midwives
www.midwife.org.nz
치과의사(Dentist)
The Dental Council of New Zealand
www.dcnz.org.nz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
The New Zealand Society of Physiotherapists
www.physiotherapy.org.nz
검안사 (Optometrist)
The New Zealand Association of Optometrists
www.nzao.org.nz
성 건강 및 피임 서비스 (Sexual health and contraception services)
Family Planning
www.familyplanning.org.nz
오클랜드 행정구의 지역 보건부
지역 보건부 (District Health Boards: DHBs)는 지역에 보건 및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3 개의 지역보건부가 오클랜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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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DHB

www.adhb.govt.nz

마누카우 DHB

www.cmdhb.org.nz

와이테마타 DHB www.waitematadhb.govt.nz
오클랜드지역의 1 차 보건 기관 연합 (PHOs)
뉴질랜드의 대부분 가정의는 1 차 보건 기관 연합(Primary Health Organisation: PHO)에 속해
있습니다. 1 차 보건기관 연합의 목표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알맞은 비용의 1 차 진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Alliance Health Plus Trust
Auckland PHO
East Health Trust PHO
National Maori PHO Coalition

www.alliancehealth.org.nz
www.aucklandpho.co.nz
www.easthealth.co.nz
www.hauoracoalition.maori.nz

ProCare Networks Ltd

www.procare.co.nz

Waitemata PHO Ltd

www.harbourhealth.org.nz

Citizens Advice Bureau
CAB 는 여러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보, 조언 및 지원을 해 드리며 모든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
됩니다.
www.cab.org.nz

상기 뉴질랜드 보건체계 정보는 와이테마타 지역보건부(WDHB)의 아시안 보건지원서비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면책조항 : 이 글의 작성자는 문서 내용의 질과 정확성을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만약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사려될 경우 이 글의 작성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sue.lim@waitematadhb.govt.nz. 이
정보는 사전 안내 없이 수정, 삭제, 첨가 및 보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웹싸이트에 참고 문헌으로
실려진 이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명시된 다른 서비스나 웹싸이트들의 정보,
컨텐츠, 프레젠테이션을 권장하거나, 그 정확성이나 품질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거나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모든 상황을 커버하고자 고안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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