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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장애인 및 장애관련 지원 안내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둔 가정에게 장애와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와 비정부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자료 중 하나 입니다.

이 안내서에 나와 있는 정보는 장애 가정에게 출발점이 되고자 하며 특정한 서비스와 

자금 지원을 받는 자격에는 개인별 차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장애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 개발 복지부의 복지개혁 분야와 특히 보건부의 

장애 지원 서비스 모델 ("New model") 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시려면 장애 네트워크 홈페이지 www.disabilityconnect.

org.nz를 방문하시거나 09) 636 035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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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는 장애지원처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홈페이지 www.odi.govt.nz/nzds/diagram1 에서 발췌

뉴질랜드에서의 
귀하의 권리 01.
2006년 뉴질랜드 장애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 인구의 약 17%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보건 및 장애인 서비스 이용이 그들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도와 주고 동등하게 대우 

받으며 삷의 질을 높이도록 다양한 정부 주도의 정책과 입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The Disability Strategy)

장애인 정책은 장애지원처 (the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에서 관리가 되고 이 부서의 

장애인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발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회를 촉진, 조성하고 뉴질랜드의 장애인들의 이익과 요구를 지원하는 

체계를 정부에게 조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15 가지의 목적과 

100가지의 활동 지침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와 보다 잘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포괄적인 내용을 보시고자 하시면 

www.odi.govt.nz/nzds 로 장애지원처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보건 및 장애 부처 (HDC: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HDC는 “건강과 장애에 관한 1994법 (the Health and Disabilities Act, 1994)”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HDC는 건강 및 장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기관으로서, 건강 또는 장애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고 그그들에 대한 변론 

모든 그룹과
비 장애인그룹

시민의식 유지
정부 역량 제고

장애 지원 서비스 개선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들의 참여 촉진

다양한 필요성 추구

1

2

3

4

5

- 비 장애인 사회에 대한 
  장려와 교육
- 장애인 권리 보장
- 장애인 리더쉽 촉진

- 장애인을 위한 최상의 교육 제공
- 고용과 경제발전 기회 제공
- 공동체내의 양질의 삶 지원
- 생활방식의 선택. 복지 문화 지원

- 마오리 장애인의 참여 촉진
- 태평양 군도 장애인의 참여 촉진
- 어린이와 아동들의 적극적인 삶으로 
유도 허용

- 장애인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 촉진

- 가족 또는 부족 (whanau) 들의 지속적인 
                   
 -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개선 

-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공
서비스 함양

- 장애인 및 장애 문제에 관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사용

- 개인별 맟춤형 장기간 지원체계 설립 

지원에 가치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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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포괄적인 권리 규정을 원하시면 HDC 웹사이트인 www.hdc.org.nz을 방문하여 ‘귀하의 권리’ 

(www.hdc.org.nz/media/123229/english.pdf)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유엔 합의 (UNCRP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는 2008년 5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동 합의에 서명한 44개국 

중 한 국가입니다. 동 합의는 이전에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처우를 

개선하고 자선의 대상이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개인 장애인의 신분을 제고 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진 시민으로서 참여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뉴질랜드는 장애인들이 보호되고 그들이 

다른 뉴질랜드 시민과 동등하고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장 하는데 동의 한 

것입니다. UNCRPD를 모두 읽기를 원하면 유엔홈페이지 www.un.org/disabilities/

convention/conventionfull.shtm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유엔 합의 (UNCRO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UNCROC는 국제 법상 아동의 완전하고도 참여 가능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권 조약입니다. 동 조약은 1989년에 채택되어 1993년에 비준이 

되었습니다.

이 UNCROC 는 54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4가지 기본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로 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 아동은 생활, 생존 그리고 개발에 대한 권리가 있다. 

• 모든 아동은 자기 스스로의 의견을 가질 권한이 있고 그 의견이 모든 상황에서 

제공 그리고 이용자와 직업 종사자들간의 중재를 하게 합니다. HDC는 건강과 장애 

사용자의 권리 규정을 집행하는데 이 규정은 건강과 장애 서비스 제공자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동 규정하에서 여러분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자격이 있습니다. 

1.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

2.  압박이나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3.  위엄있고 독립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4.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전문서비스를 받을 권리

5.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6.  귀하의 건강과 장애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권리

7.  치료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 또는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권리

8.  항상 도움을 주는 후원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

9.  수습 직원들을 위한 연구 또는 강의에 참여 하도록 요청 받았을때 위의 모든 권한을

적용 받을 권리

10.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민원이 절차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될 권리

적용되어야 한다.

UNCROC의 상세 내용은 유니세프 홈페이지인 www.unicef.org.nz/learn/our-focus-areas/child-rights를 방문 

하거나 전문을 읽고자 하면 다음의 주소 https://www.msd.govt.nz/about-msd-and-our-work/publications-

resources/monitoring-uncroc/로 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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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지원 - 
개요

02.
이 단원은 개인과 그 가족들이 뉴질랜드 장애 서비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모든 정보는 뉴질랜드 전체에 적용가능하나 어떤 것들은 

오클랜드 지역에 (그리고 표기된 지역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 부문은 정부가 주도하는 몇개의 정부 부처와 비 정부 기구(NGOS)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도표는 정부, 관련 부처, 그리고 비 정부 기구(NGOS)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이 책자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 질 것 입니다.

뉴질랜드 정부

교육부 
(MOE)

지역 보건 위원회
 (DHB)

워크 앤 인컴

보건부
 (MOH)

아동및 가족 서비스부
(CYFS)

장애지원 평가 조정 서비스
 (NASC)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CDS)

사회개발부 
(MSD)

사고 보상부
(ACC)

비영리 기구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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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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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MOE)는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주요 자문처이며 하부 기관 및 

교육제공자들의 방향을 설정하는 부서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각 

지역의 일반 학교에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MOE) 의 역할중 하나는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교육부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와 기금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Early Intervention Services) 

만일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갈 나이가 되었을때까지 별도의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부 조기 개입 서비스가 관여하게 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언어치료사 (SLT), 교육 심리학자들, 교육 지원종사자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가들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작업 치료사(OT)와 물리치료사는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CDS)를 통해 취학전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위원회 관련 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 자원계획 (ORS: Ongoing Resourcing Scheme)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상당히 혹은 아주 높은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ORS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ORS 기금에 대한 자격 기준 과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전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HIGH 와 VERY HIGH)

여기에는 9가지의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다. ORS 기금을 받으려면 해당 학생은 교육, 

청각, 시각, 움직임 또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대화하기에 극심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배우기에 상당하거나 아주 높은 정도의 장애와 위에 언급한 어려움중 

두가지에 해당하거나 아주 높은 정도의 장애가 조합된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ORS

기금은 보조교사시간과 교실에서 필요한 지원들 그리고 작업 치료사(OTs),물리 

치료사, 교육 심리사들, 언어치료사(SLTs), 행동지원사(Behaviour Support) 그리고 

보조기구 (예: 보청기, 특별 의자, 그리고 컴퓨터장치) 등과 같은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ORS 기금을 신청하는가

ORS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 할 수도 있는데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학교 교장 또는 특수 교육 필요 조정관 (SENCO: Special Education 

Needs Coordinator)들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및 행동 교사 지원 (RTLB: Resource Teacher of Learning and 

Behaviour)

RTLB의 역할은 배움에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을 지원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도와 

주도록 해당 교사와 학교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학교는 각지역 “CLUSTER”

학교를 통해 접촉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아래 주소 www.

education.govt.nz/school/student-support/special-education/resource-

teachers-learning-and-behaviour-servic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www.education.govt.nz/header-utilities.about-us/
2. www.education.govt.nz/school/student-support/special-education/ors/overview-of-ors/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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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금  (SEG: Special Education Grant)

대부분의 뉴질랜드 학교는 특수교육지원금(SEG)이라 불리는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학교가 받는 지원은 학생수와 각 학교의 분배율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는 

이 지원금을 모든학생들 (장애학생에 국한되지 않음) 을 지원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SEG는 독서 향상 프로그램과 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Special Schools)

만일 당신의 자녀가 높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도움 (high needs or very high needs)

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특수학교 진학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채에 28개의 주간 학교와 6개의 주거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치를 알고자 하면 교육부 주소 www.parents.education.govt.nz/special-

education-needs/secondary-school/special-school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교육 필요 조정관 (SENCO: Special Education Needs 
Coordinator)

대부분의 학교에는 오랜 교사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된 SENCO가 있습니다. 

SENCO는 장애인에 대한 개인교육계획 (IEP: Individual Education Plan)과 아동의 

필요를 평가하고 적절한 지원을 조정하는데 연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SENCO 의 

목적은 해당 아동이 학교 커리큘럼을 대부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효율적인 의사소통서비스

•  심층적인 행동 서비스

•  학교 고도 건강 필수 기금 (SHHNF)
 

관련 기관 연락처 
Special education
전화번호: 0800 622 222 
이메일: special.education@education.govt.nz
웹 사이트: www.education.govt.nz/
Northwest District Office  
Sue Hutton, District Manager
Level 1, 102 Rosedale  Road, Albany, 
North Shore City 0632
PO Box 305160, Triton Plaza,  
North Shore City 0757
전화번호: 09 487 1100 
팩스: 09 487 1187
West Auckland Centre  
10  Montel Avenue 
PO Box 21 057, Henderson, 
Waitakere City 0650
전화번호: 09 632 0390 
팩스: 09 836 6620

Manukau District Office 
Leslie Whitehead, District Manager
Unit I, 16  Bishop Dunn Place, 
Botany South
PO Box 217046, Botany Junction, 
Manukau  2164
전화번호: 09 265 3000 
팩스: 09 265 3199
Auckland City District Office  
Marilyn Mitchell, District Manager
Level 3, Eden 5 Building, 12 - 18 
Normanby Road, Mt Eden, Auckland 1024
Private Bag 92 644, Symonds St, 
Auckland 1150
전화번호: 09 632 9400  
팩스: 09 632 9401

연락처

교육부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에 참가하는 전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치료사

•  작업치료사

•  물리 치료사

•  심리사

•  청각 장애 아동 자문사

•  보조교사

•  보조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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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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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보건부(MOH)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65세까지 그들의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서비스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 물리적, 지적 또는 감각장애 (또는 이들의 

조합) 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독립적 기능이 제한되는 장애 이어야 합니다. 

보건부 지원이 안되는 것은?

만일 하반신마비나 뇌손상 같은 사고로 인한 장기간 장애일 경우에는 사고보상 공사

(ACC) 가 해당인의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 보건국 (DHBs) 은 정신 

질환 (정신 분열증 또는 우울증) 과 중독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천식 또는 당뇨로 인한 

만성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국은   또한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화로인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를 지원합니다. (주로 65세 이상이고 

간혹 50-64세인 자)

보건부(MOH)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은?

보건부(MOH)는 NASC(장애지원평가서비스 조정기관)와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부의 장애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NASC의 장애지원평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천은 누구나 (예를 들어 가족, 친구 또는 

본인 자신) 할 수 있는데 진단 확인을 통상적으로 의사 또는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보통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집에서 

이루어 집니다. 평가 과정은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장애인과 가족(필요시)

의 필요성, 개인 장애의 정도, 신체적 능력 그리고 의도하는 목표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족의 지원 요구에 근거하여 평가인은 필요시 보건부 기금을 원하는 개개인의 지원 

계획을 조정 하고 가능한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 다른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장비와 개조 서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보건국 평가인들 예를들면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같은 

사람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지원 자격이 있는 장애인 또는 그 가족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협의 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기금 신청을 합니다. 가정의 (GP) 또는 NASC가 

평가를 위한 추천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 자신이 추천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원 가능한 종류

보건부 장애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 및 공동체 지원 (예를 들면 가정 관리 또는 도우미, 개인 돌봄)

•  장비 및 개조 서비스 (예, 휠체어와 같은 장비 지원 ;경사로와 현관 입구 확장과   

    

•  청각 및 시각 서비스 (예, 보청기, 아동 안경 보조 등)

•  가족 휴가 및 도우미 (carer) 지원

•  공동체 거주 지원

1.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health.govt.nz/new-zealand-health-system/eligibility-publicly-funded-health-services/eligibility-direction 를 보기 바람. 65세 이전에 보건부가 지원했던 사람들은 지역 보건국이 인계 받을 
때 노인 요양기관이 필요한지가 평가되지 않는한 나중에 보건부가 계속 지원함.

2.  www.health.govt.nz/your-health/services-and-support/disability-services/am-i-eligible-ministry-funded-suppori-services  참고 바람
3. 지역 보건국(DHBs) 은 2011 년 부터 만성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기금을 담당하게 되었음.

3

2 

1

같은 주택 구조 변경; 그리고 승강장치 같은 차량수정에 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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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  생활 지원

•  행동 지원

•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특별 서비스(예, ASD소통과 행동 지원; ASD + 부모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Child Development Services)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는 장애 아동을 평가, 조정 그리고 치료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통 0-5살

아동을 위한 것이나 어떤 지역에서는 0-16살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는 지역 보건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정의, 소아과 전문의 또는 아동 전문 

간호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기금 (IF: Individualised Funding)

어떤 장애인들 또는 장애 아동의 가족들은 개인 기금 (IF)을 선택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불 선택은 그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아울러 가정 관리와 개인 돌보미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게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부 웹싸이트 www.health.govt.nz/

your-health/services-and-support/disability-services/types-disability-support/

individualised-funding을 참고 하세요.

새로운 모델  (New Model)

보건부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기금을 통한 지원에 있어서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며 범위넓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코디네이터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무엇이 좋은 삶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부 홈페이지 www.

health.govt.nz/our-work/disability-services/new-model-supporting-disabled 

-people  혹은 www.inclusionaotearoa.co.nz/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Ministry of Health 

전화번호: 0800 373 664 – 이 0800 번호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8시 부터 5시까지만 
연락이 될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www.health.govt.nz/your-health/
services-and-support/disability-services

이메일: disability@moh.govt.nz
(기본 요구사항)

전화번호: 0800 824 5872 혹은 
0800 TAIKURA

웹 사이트: www.taikura.org.nz
(소개 서류는 왭싸이트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이메일: info@taikura.org.nz

그 외의 NASC 들:
www.health.govt.nz/our-work/disability-
services/about-disability-support-services/
needs-assessment-and-service-coordination-
service

가족 간호인에 대한 지불

2013년 10월 1일부터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여러가지 기준으로 보아 
높거나 아주 높은 지원 (high needs 
or very high needs)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중 주당 
40시간 까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슴. 

자세한 사항은 
www.health.govt.nz/our-work/
disability-services/contracting-
disability-support-services/
disabil ity-support-services-
operational-policy를 방문하기 
바람

비정부 기금 서비스는 페이지 
29의 NGO 섹션을 참고바람.

연락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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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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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부 (MSD) 는 성공적인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 창조를 지원하는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뉴질랜드 공동체 개발에 다양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앤 인컴 (Work and Income)

사회 개발부(MSD)는  전에 WINZ 로 알려져 있던 워크앤 인컴을 관리 하는데 이 워크앤 

인컴의 역할은 뉴질랜드 거주자의 자격 기준에 근거한 수입 지원과 고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재정 지원

워크앤 인컴은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관리 하는바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  생활 지원금 (예전에는 병약자 수당, 환자나 허약한 사람을 위한 가족 수당으로

•  장애 아동 수당 (Child Disability Allowance)

•  장애 수당 (Disability Allowance)

•  숙박(accommodation) 지원

워크앤 인컴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한 16세 이상(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난민자 신분이 아닌 자)가 된 이후로 어느 한

•  뉴질랜드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거주할 의사가 있을것

수당  자격적격 여부는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의 수입과 같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워크엔인컴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www.workandincome.

govt.nz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앤인컴 수당

참고: 2013년 7월 15일부터 병약자 수당과 환자를 위한 가족 수당이 생활 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격 요건과 수당 지불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활지원금 (Supported Living Payment)

생활 지원금은  건강문제가 있거나 상해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돌봐주는 

사람을 위한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해 주당 15시간 이상 일 할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병원 수준의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병약자 가족수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수당 역시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귀하는 

집에 있는 어느 누군가의 주 보호자 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하고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병원, 양로원, 거주지 장애 케어, 연로하거나 

심각한 장애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로 동일한 돌봄을 요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사회 개발부

알려져 있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년간 거주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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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부 아동 장애 수당 (The Child Disability Allowance)

아동 장애수당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주 보호자에게 지불 되는데 이 아동이 삼각한 

장애로 적어도 12개월 이상 지속적인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입니다. 

장애 수당 (Disability Allowance)

장애 수당은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장애로 인해 

계속적이면서 정기적인 비용이 지불될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지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값, 의복비, 병원 통원비용 등) 

숙박 지원 (Accommodation Supplement)

이 지원금은 숙박비를 지불하는 16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불되며 수입에 따라 차등 

지불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을 보살펴야하는 가족 또는 개인을 특별하게 지원하는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도 있는데 이러한 수당이나 혜택도 신청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2013 NETWORKER MAGAZINE 을 보시거나 워크앤인컴의 웹 

사이트인 www.workandincome.govt.nz.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수입지원 장애인을 위한 수입 지원 교통비 보조

• 생활지원금

• 장애 아동 수당

• 장애 수당

• 육아 보조금

• 가족 세금 환급

• 숙박비 보조

• 장애 보조

•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 생활 지원금

• 질환 수당

• 장애 수당

• 장애 보조

• 숙박비 보조

•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 국내 여행 보조

• 총체적인 이동 보조

• 주차증 보조

• 수송비 보조

• 학교 통학 보조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웹 사이트: www.msd.govt.nz  

Work and Income  
웹 사이트: www.workandincome.govt.nz
전화번호: 0800 559 009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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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 공사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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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상 공사(ACC)는 모든 뉴질랜드인들에게 주 7일 24시간 동안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보상공사는 또한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장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관리합니다. 

ACC 지원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각한 상해에 대해서는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차량 장애 기구 설치나 가정의 장애인 편의 장치 설치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만일 귀하의 아동의 장애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라면 의사나 소아과 의사가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하를 ACC 에 의뢰할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아동을 집에서 계속 보살필 수 있도록 개인 도우미나 다른 지원을 ACC 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아동이 ACC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보건부 장애 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ACC 연락처

웹 사이트: www.acc.co.nz
전화번호: 0800 101 996 (요구사항)

ACC 에는 통역자가 있습니다.

사고보상 공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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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원서비스부
(CYFS)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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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부의 서비스 라인인 아동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살핌과 

보호를 담당합니다.

이 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에 대한 위험과 피해를 포함하여 필요 정도를 평가하고

•  그 아동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주기 위해 그 가족 및 관계자와 함께 일을 합니다. 

만일 그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아동에 대한 안전이나 복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CYFS는 다른 적합한 단체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전이나 복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CYFS가 더 많은 필요와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더 자세한 평가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CYFS는:

•  그들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  가족과 주요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아동 지원 계획에 대한 가족 회의를 열고 그 

•  만일 아동 또는 청소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져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CYFS가

CYF와 장애 어린이 및 아동

CYF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 혹은 그 가족들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여할 수 있습니다. CYF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yf.govt.nz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의 복잡한 요구에 대한 부처간 전략 (High and Complex Needs 
Interagency Strategy) 

어떤 아동과 청소년들은 장애 정도가 너무 복잡하고 고도의 치료가 요구되어, 하나의 

건강, 교육 또는 사회 서비스부서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고도의 

복잡한 요구 (HCN) 에 대한 부처간 전략은 부처간 또는 전문 집단간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종 결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CYF 를 통한 보건부와 교육부 그리고 사회 개발부의 합동 발의안입니다. 

이것은 둘 이상의 정부 부서가 관련된 상당히 복잡한 아동들의 필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조정된 대책을 제공하고자 발전된 것입니다. 

HCN 자금은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이고도 집약적인 개입이 요청될 때 사용 가능합니다. 

HCN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www.hnc.govt.nz 을 방문 하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원서비스부

아동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것을 지원하는 일을 가족과 함께 수행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들의 양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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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Youth & Family Services 연락처

일반적인 문의와 정보 의뢰
이메일: webinfo@cyf.govt.nz

만약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무료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508 FAMILY  (0508 326 459)

연락처

가족 강화 

가족 강화는 뉴질랜드의 가족과 함께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귀하의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예산 상담원, 사회 복지사, 
전문 의료진, 상담인, 교사 또는 다른 간병인들 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또 각 
서비스가 무엇을 할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내야 합니다.이 제도는 
전문가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회의에서, 가족들이 그들이 현재  
놓여있는 상황을 동시에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하가 앞으로 헤쳐나아가는 계획에 공감 
하게 됩니다. 가족 강화은 100% 자발적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거나 공동체의 가족 강화 코디네이터와 
접촉을 원하시면 www.strengtheningfamilies.govt.nz을 방문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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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기구 및 지원 그룹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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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S) 는 비영리, 독립적이고,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구이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와 연계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하지만 NGO 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음) NGO는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지원 그룹 그리고 

네트워크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서비스 제공 기관은 NGO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면:

•  장애 연결망 (Disablity Connect)

•  로얄 뉴질랜드 맹인협회 Royal NZ  Foundation of the Blind (RNZFB)

•  IHC

•  Halberg Trust

•  기타-뉴질랜드 아동 자선 단체 (The Children's Charity of New Zealand)

오클랜드에는 장애와 관련된 많은 지원 그룹과 기구가 운영중입니다. 어떤 지원 기구는 

장애 전문인데 예를 들면: 

•  Autism NZ 

•  Altogether Autism 

•  Down  Syndrome Association (다운 증후군 협회)

•  Cerebral Palsy Society  (뇌성마비 협회)

•  Dyspraxia  Support Trust (골이형성장애 후원 단체)

•  Brain Injury Association (뇌손상 협회)

다른 장애 지원 기구는 특별한 장애에 국한되지 않는데 예를들면: 

•  Disabled Persons' Assembly (장애인 협의회)

•  Parent To Parent (부모대 부모)

•  Carers NZ (보호자 단체)  

상기 모든 기구들이 국내에서 가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구가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지 보려면 WEKA홈페이지인 www.weka.net.nz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WEKA 는 ‘What Everyone Keeps Asking' - '모든 사람이 항상 궁금해 하는 것' 의 

약자임)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의 지역 장애 정보나 자문 서비스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Disability Connect 는 오클랜드 DIAS 기구임)  많은 비정부 기구 (NGOs)는 무료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것은 가입비를 부과 하기도 합니다. 

비정부 기구 및 
지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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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결망
저희에 대하여: 

장애 연대는 오클랜드에  장애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IAS: Disability 

Information Advisory Services)

우리의 비젼은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그들이 원하는 삶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는 존중과 지원 선택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 주고 변화를 위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매 2년 마다 발행하는 네트워커 매거진(Networker Magazine)과 각 공동체의 

• Trusts and Welfare Guardianship 세미나와 매년 ORS Transition EXPO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공동체로 발전하여 나아가는데 촛점을 두는 엑스포) 

    이벤트 주최

•  우리의 웹싸이트,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관련된 최신 정보 배급을 함으로써

  

•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

• 국가 정책 및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 네트워킹

이 안내서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Disability Connect 에서 제공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대해서나 혹은 다른 

정보들 아님 장애의 관한 조언들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ARENT & FAMILY RESOURCE 
CENTRE INC. 은 전에 쓴 이름이고  
DISABILITY CONNECT 는 현재 
쓰는 이름입니다.

3B Olive Road, Penrose, Auckland 

전화번호: 09 636 0351

팩스: 09 636 0354

이메일: admin@disabilityconnect.org.nz

웹 사이트: www.disabilityconnect.org.nz

페이스북: facebook.com  ParentandFam 
ilyResourceCentre

트위터: @disabilityconne

09.

연락처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알려 주는것

가족과 기구들의 행사를 업데이트 하는 격 주간지 E-bulletin 과 같은 발간 사업을 

통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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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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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 사본이 더 필요하시면 Disability Connect 
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sabilityconnect.org.nz | 09 636 0351

이 한글 버전의 장애 연결망 안내서를 지원해 주신  
Northern Regional Alliance 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
연결망
가족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