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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서비스

크라이스트처치에 새로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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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위한 
생활정보 
크라이스트처치에 새로 오
셨습니까?

생활정보가 필요하세요?

모든 정보를 여기 모았습니
다.

본 자료는 교통, 은행, 세금부터 의료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
으며 한국어 버전은 웹사이트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담긴 정보가 크라이스트처치에 새로 오신 여
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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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인사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원래 친절한 곳이지만 
지진 발생 후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더욱 친절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165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
고 있는 다문화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의 가족이 되셨습니
다.  캔터베리 지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뉴질랜드
에서도 특별히 좋은 곳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지진 후 
재건을 통해 희망과 기회 그리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활기
차고 역동적인 도시를 창조해 냈습니다.  론리 플래닛 
(Lonely Planet)이나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 같은 
미디어들도 크라이스트처치의 혁신적이고 창의성 넘치는 
공간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담
은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을 환
영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우 마이, 하에레 마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 Dianne alziel
리앤 댈지엘

나이 타후(Ngāi Tahu) 
대표 인사말

마오리어로 테 와이포우나무 (Te 
Waipounamu)라 불리는 아름다운 
뉴질랜드 남섬의 역사는 이 지역 토지의
80% 이상에 대해 권리를 보유한 나이 타후 부족과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 타후는 '타후 사람'이란 
말로 그 시조는 타후포티키 (Tahupotiki) 입니다.
나이 타후는 오래전부터 우리 땅, 특히 크라이스트처치로 
오시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
에서 이웃으로 함께 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크라이
스트처치 시민이 된 여러분께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맘껏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Ta Mark Solomon, KNZM 
Kaiwhakahaere 
Te Runanga o Ngai Tahu  
마크 솔로몬

환영 
Nau Mai Haere Mai 
欢欢迎迎

Willkommen
Selamat Datang
ようこそ

Talofa Lava
Karibu
Merhaba
Fáilte
Bienvenido
환영합니다

Mabuhay
Bem-vindos
Malo e lelei
Ni sa bula vi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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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는 2010년 9월 4일 이후 세 차례 큰 지진
을 겪었습니다.

도시 일부의 심각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도시로서의 기능
을 전반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인들은 엔
터테인먼트, 교육, 비즈니스 허브를 도심 외곽지역에 성
공적으로 건설해 왔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여전히 뉴질랜드 남섬 경제의 중심역
할을 맡고 있으며 도시재건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기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진복구 관련 정보나 지원사항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 지진복구전담 정부기관(CERA) 
www.cera.govt.nz

· 자연재해 대응방안
www.civildefence.govt.nz
www.getthru.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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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운영 안내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은  
www.ccc.govt.nz 지역사회 
지원, 도서관, 수영장, 공원, 
묘지 관리와 문화행사 및 
축제 운영, 쓰레기 수거, 도
로 건설, 동물관리 등을 맡
고 있습니다.  

시청 웹사이트 www.ccc.govt.nz 
를 통해 도시안내와 시정관련 정보
를 찾아보세요. 

시청은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시
장 및 시의원과 CEO가 운영하는 시
영기업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또, 8개 지역의회(community 
boards)가 해당 지역의 이익을 대
변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정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cc.govt.nz 를 참고하세요. 

지방정부 선거는 3년마다 치러지며 최근 선거는 2013년
이었습니다.  투표를 하시려면: 

 · 18 세 이상

 · 뉴질랜드 거주자로

· 1 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연속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자기 지역 지방정부 선
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선거에 대한 정보
는 www.ccc.govt.nz 에서 'election' 으로 검색하시면 됩
니다.  

시민의견은 도시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정운영에 
대해 제안사항이 있거나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안과 현재 논의
가 진행중인 안건과 시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는 
www.ccc.govt.nz/haveyoursay를 참고하세요.

· 시민 콜센터 (03) 941 8999 에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 시청 출장소(local service centre) 도 시민 여러분의 궁

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거주지역 시의원 (councillors) 이나 구의원
(community board members) 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시의원 및 구의원 연락처는 도서관, 시청 출장소 또는 시
청 53 Hereford Stree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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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서비스
· 경찰

· 소방대

· 앰뷸런스

· 민방위

· 병원

·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11로 전화하세요. 

· 급히 병원에 가야 할 때

·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 화재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1로 전화하면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 소방대

· 앰뷸런스

교환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주세요:

· 경찰, 소방대 또는 앰뷸런스 중 필요한 것

· 위치(도로명, 번지)

 · 긴급상황의 종류

 · 성명 

민방위
크라이스트처치는 지진, 홍수, 폭풍우, 쓰나미, 전염병 같
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화
번호부 뒷면의 비상 대응요령 또는 웹사이트 
www.getthru.govt.nz을 참고하세요. 

재난 발생시 최소 3일간 외부지원 없이 가족이 생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서바이벌 키트를 갖추어 둡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cc.govt.nz/cdem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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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 사항
긴급하지 않은 일로 경찰에 연락하려면 중앙 경찰서 
(03) 363 7400으로 하세요.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으므로 본 책자의 통역사관련 정보를 참고하세요.

응급이 아닌 일반진료는 본 책자 27-29쪽, 건강과 복지 
부분을 참고하세요. 

인권
인종, 국적, 성적 취향, 성별, 연령, 장애, 종교, 가족상황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연락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03) 379 2015 
텔레타이프(TTY): 0800 150 111 
이메일: infoline@hrc.co.nz 
웹사이트: www.hrc.co.nz

외국인 근로자도 뉴질랜드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을 악용해서는 안되며 외
국인 차별은 불법입니다.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exploitation 
무료전화: 0200 209 020

무료 법률상담
커뮤니티 로 캔터베리 (Community Law Canterbury) 는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소: 198 Montreal Street 
전화: (03) 371 3819 or 0508 CANLAW 
웹사이트: www.canlaw.org.nz

뉴질랜드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

뉴질랜드 거주나 취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뉴질랜드 이민성 전화상담센터
로 문의하세요.

무료전화: 0508 55 88 55 
이메일: 
newmigrantinfo@mbie.govt.nz

캔터베리지역 CAB (Citizens Advice 
Bureau) 사무소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newzealandnow.govt.nz

정부기관 안내 및 정보 서비스  

소수민족 사무국 (The Office 
of Ethnic Affairs) 은 고유 문화와 전
통을 지닌 소수민족을 돕는 정부기관
을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이메일: ethnic.affairs@dia.govt.nz  
웹사이트: www.ethnicaffairs.govt.nz

태평양지역부 (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 는 태평양계 주민 관
련 정책 수립과 평가활동을 맡고 있
으며 해당 주민들의 소통과 관계증
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화: (03) 366 7202 
이메일: christchurch@mpia.govt.nz 
웹사이트: www.mpia.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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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찾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도서관

↘ 인터넷

↘ 커뮤니티

↘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 
(Settlement Support Service)

↘ CAB

↘ 교민사회

↘ 시청

도서관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도서관에서 책, 잡지, 전자책, 음악, 
영화,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어 서
적, 잡지, 신문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무료로 제공되며 대부
분 도서관에서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인쇄도 가능
합니다 (유료).  

크라이스트처치 도서관은 우리 
지역의 기관과 단체의 정보를 모
아 지역정보 웹사이트 
www.CINCH.org.nz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위치: 

시내에 19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 위치
를 확인하려면 웹사이트 christchurchcitylibraries.com을 
찾아보시거나 전화 (03) 941 7923으로 문의하세요. 

도서관 회원가입:

회원에 가입하면 시내의 모든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

여권.  여권이 없을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운전면허, 은행
카드 등 신분증 두 개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는 사진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진 신분증이 없을 경우 도서
관에 문의하세요).

· 주소 증명서류 (예: 30일 내 발행된 전화요금 청구서,
은행계좌 내역서 등).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지인의 성명과 주소.

인터넷

도서관에서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웹사이트 www.newzealand.govt.nz 에서 공공정보와 
정부기관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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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크라이스트처치 이민자 센터 트러스트(The Christchurch Migrants Centre Trust)

이민자 센터는 이민자에게 유용한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를 모아 무료로 제공하며 아래 기관
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 인터프리팅 캔터베리

· 캔터베리 난민 협회

· 페가수스 헬스 이민자 카운셀링 서비스

· 필리핀 문화/스포츠 협회

Te Whare Tā Wāhi

Christchurch 
Migrants Centre

크라이스트처치 이민자 센터

주소: 166 St Asaph Street  
(Colombo and Durham Streets 사이)
전화: (03) 366 1315 
웹사이트: www.migranthub.org.nz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이민자들에
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여
러 언어로 번역, 소개하고 있으며 
각종 블로그, 포럼, 통계자료, 정보 
및 행사계획도 알려 드리고 있습
니다.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 (Settlement Support Services)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민자 정착과 취업을 위해 새로운 정착정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이용할 때:

정착안내 정보는 웹사이트 www.newzealandnow.govt.nz 을 확인하거나 전화 (0508 558 855, 연
결 후 2번) 또는 이메일로 (newmigrantinfo@mbie.govt.nz) 문의하세요. 

직접상담을 원할 경우 'New Zealand Now' 웹사이트 www.newzealandnow.govt.nz 을 통해 상담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취업과 거주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용할 때:

뉴질랜드 이민성 (www.newzealandnow.govt.nz) 또는 CAB (www.cab.org.nz) 웹페이지를 확인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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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 (Citizens Advice Bureau)
CAB는 다양한 분야의 정착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며 한
국어로도 전화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CAB 사
무소는 무료전화 0800 367 222 또는 웹사이트 
www.cab.org.nz을 확인하세요.    

교민, 문화 및 종교단체
크라이스트처치에는 여러 교민, 문화, 종교단체가 있습니
다.  웹사이트 www.CINCH.org.nz  에서 'Korean', 
'Buddhism'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면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청

시청은 지역사회 지원, 리크리에이
션 시설, 도로관리,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수거, 건축허가, 공원, 수영
장, 도서관, 미술관, 문화 행사 등 다
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여러분이 살던 도
시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쓰레기는 
외부에서 소각할 수 없으며 애견등
록이 의무입니다.  담장, 재산세, 소
음신고, 나무관리, 낚시, 애완견 주인
으로서 지켜야 할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
세요. 

전화: (03) 941 8999 
웹사이트: www.ccc.govt.nz 
주소: 53 Hereford Street 

자세한 정보는 
www.christchurchnz.com 또는 
www.christchurch.org.nz를 참고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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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내 교통

크라이스트처치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 시내 지도

↘ 버스

↘ 택시

↘ 운전

↘ 자동차 구입

시내 지도
시내를 걸어 다니거나 운전할 때 지도가 있으면 편리합

니다.

온라인 지도: 
· www.maps.google.co.nz
· www.wises.co.nz
· www.maps.aa.co.nz
지도는 도서관에서 이용하거나 서점,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버스:
많은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노선, 시간표, 요금에 

대한 정보는

· 웹사이트: www.metroinfo.co.nz,
· 전화: (03) 366 8855 를 참고하세요.

도심 버스터미널은 46 – 50 Lichfield Street 에 있습니다.



12 이민자를 위한 생활정보

택시

택시탑승 

·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거나

· 전화, 인터넷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www.yellowpages.co.nz 에서 'Taxis 
Christchurch' 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택시회사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운전
교통관리공단 (NZTA) 웹사이트 
www.nzta.govt.nz 에서 뉴질랜드의  
운전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
다. 

전화: 0800 822 422

운전하기 전: 

·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국제
운전면허는 최대 1년까지사용
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면 뉴
질랜드 면허를 취득해야합니
다.

· 로드 코드 (Road Code)에 포
함된 교통법규를 숙지해야합
니다.  로드 코드는 NZTA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서점에
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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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ZTA가  발행한  소책자인 New Resident Drivers 는 
교통법규를 요약하여 여러 언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책자를 원하시면 전화 0800 699 000으로  신청하세요.

· 이민자나 단기 방문객을 위해 외국과 뉴질랜드 운전
의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탑승자는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신장 148 
Cm이하 어린이는 승인된 보호장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NZTA의 어린이 보호장구 관련 자료에 관련 규
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정
보를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취득:

· 1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뉴질랜드 면허를 취득해야 합
니다. NZTA의 웹사이트 www.nzta.govt.nz 에서 운전
면허 취득 관련 정보를 찾아보세요.

· 면허 취득을 위해 이론과 실기(경우에 따라)시험에 응
시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교통법규를 숙지
해야 하며 로드 코드 책자는 도서관에서 이용할수 있
습니다.

· 운전할 때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외국 운전

면허증이 영어가 아닐 경우 번역, 공증된 운전면허증

을 함께 소지하도록 NZTA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 자동차 보유와 운전에 관한 정보는 NZTA 웹사이트
www.nzta.govt.nz 에서 'vehicle' 로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할부구입(hire purchase)시에는 주의가 필요하
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
자 권리에 관한 정보는 www.consumeraffairs.govt.nz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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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 및
세금

은행계좌는 도착 즉시 만드 
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수
령 시 계좌가 필요 합니다. 

↘ EFTPOS

↘ 크라이스트처치의 은행

↘ 노후대비 저축

↘ 세금납부

EFTPOS
EFTPOS 카드 (직불 또는 은행카드)는 뉴질랜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대부분 가게와 회사에서 EFTPOS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은
행계좌와 직접 연결되어 카드 사용시 즉시 대금이 지불
됩니다. 

EFTPOS 카드로 현금지급기 (ATM) 에서 현금인출과 잔
고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PIN)
가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비밀번호는 
타인이 모르도록 주의하고 카드분실이나 비밀번호 누설
이 의심될 때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은행
뉴질랜드에는 많은 은행이 있으며 중앙은행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은 등록된 은행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정보와 이용약관은 각 
은행 지점이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질
랜드 주요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ANZ www.anz.co.nz

 · ASB www.asb.co.nz

 · BNZ www.bnz.co.nz

 · Kiwibank www.kiwibank.co.nz

 · Westpac www.westpac.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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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아래 서비스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서비스 내용

· 업무시간 (일부 은행은 토요일 업무) 

노후대비 저축
뉴질랜드에는 키위세이버 (KiwiSaver) 라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노후대비 저축제도가 있습
니다.  www.kiwisaver.govt.nz 나 전화 0800 549 472 로 문의하세요. 

해당되는 어르신께는 수퍼골드 카드 (SuperGold Card) 가 발급되며 카드 소지자는 각종 서비스
를 이용하거나 물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0800 254 565

세금납부
뉴질랜드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하거나 수당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때 국세청
(IRD) 납세번호가 필요합니다.  

IRD 번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www.ird.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웹사이트로 IRD번호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양
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www.whatstax.govt.nz: 청년을 위한 국세청 웹사이트로 소득세 개요와 각종 서비스를 안내
해 드리고 있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각종 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0800 227 774 (근로자)

또는

· 00800 377 774 (자영업자, 기업)

정확한 세금납부를 위해 어린이를 포함하여 개인마다 IRD 번호가 필요하며 번호가 없을 경우 상
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용 중 일부(일반기부금, 학교기부금, 양육비, 업무를 위해 지출한 가사비용)는 환급받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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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 구하기

집 찾기 정보

↘    단기 숙소

↘ 장기 숙소

↘ 주택임대차 계약서

↘    주택 또는 플랫 렌트

↘ 공공 임대주택

↘ 주택구입

↘ 입주 전 확인사항

↘ 전화

↘ 쓰레기 및 재활용

↘ 보험

↘ 가구 및 생활용품

단기 숙소
집을 사거나 렌트를 구할 때까지 살림살이를 갖춘 아파
트나 모텔, 민박(B&B)등 단기 숙소가 필요합니다.  단기 
숙소는 전화번호부의 'accommodation' 을 찾아보거나 
아래 웹사이트를 검색하세요.  

 · www.aatravel.co.nz

 · www.jasons.co.nz

 · www.christchurchnz.com

 · www.tourism.net.nz

 · www.trademe.co.nz

장기 숙소
이민자들은 처음 도착하면 보통 렌트 집에 살면서 거주
할 지역, 집 규모, 예산, 학교, 교통편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세입자와 집주인간 법률 문서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서
명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주택임차 시 선금(deposit)과 보증금 (bond)을 
납부하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건설.주택부(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에 공탁합니다.  보증금을 받
은 건설.주택부는 세입자에게 확인서를 발송하며 보증
금은 보통 2-4주 렌트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웹사이트 www.dbh.govt.nz 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화  0800 866 
262 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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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또는 플랫 렌트

주택 임대광고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프레스(The Press) 신문입니다 (특히 수,토요일). 

TradeMe.co.nz 에도 임대주택이 많이 나옵니다. 

데어리, 주유소, 서점,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Buy, Sell & Exchange 신문 (금요일 발행)에

도 임대주택 광고가 실립니다.   부동산 중개회사 웹사이트 RealEstate.co.nz 에서도 임대주택 정

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시, 추천서와 신용증명서 등을 준비하며 집 주인은 임대여부를 결정할 때 이 서류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해 집을 구할 때는 중개업자가 집주인을 대리하여 계약
하며 세입자에게 소개비 (letting fee)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신문에는 주요 부동산 중개
회사의 임대주택 광고가 나옵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환자, 특수상황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주택입니다.

시청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크라이스트처치 거주자로서 재산이 적은 저
소득자여야 하며 상황의 긴급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통과한 사람은 적당한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주택공사 (HNZ Housing New Zealand) 도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웹사이트 
www.hnzc.co.nz 을 참고하세요.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민자의 경
우 2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했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상수당 (emergency benefit) 을 
받고 있다면 유자격자로 간주됩니다.   쿼터제 난민은 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자
동으로 주어지며 렌트비는 세입자 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신청자 상황을 심사한 후 현 주거상황, 사회적 배려 필요성, 질
병, 개인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긴급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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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주택구입 자금을 갖고 있거나 장기
대출, 주택담보 융자를 받는다면 주
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
이나 은행은 구입자의 수입, 재산, 
부채, 신용등급을 조사한 후 대출여
부를 결정하며 통상 주택가격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대출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주택매물 광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회사: 전화번호부 real estate agent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매주 발행되는 무료 부동산 매물정보지 The Realtor, Bluebook.

· 토요일 프레스 신문 주택 매물광고. 오픈데이 (Open Day) 에는 사전 연락 없이 집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 트레이드미 www.trademe.co.nz 에도 주택매물 정보가 많습니다.

· 슈퍼마켓, 쇼핑 몰, 주유소, 데어리에 비치된 Homesell, Property Press 와 무료신문 스타 (The 
Star).

주요 부동산 중개회사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주택 매물을 광고합니다. 

입주 전 확인사항
전기

크라이스트처치 대부분의 주택은 전기를 주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전기사용을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전기회사는 전화번호부의 electricity supply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회
사는 무료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 요금납부 시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웹페이지 www.powerswitch.org.nz 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회사를 찾아보세요. 



19이민자를 위한 생활정보

전화
전화번호부의 telecommunications 에 전화회사 목록이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전화회사는 아래와 같
습니다.

텔레콤(Telecom): 123을 누른 후 안내에 따릅니다.

텔스트라 클리어(Telstra Clear) : 0508 888 800을 누른 후 안내에 따릅니다.

집에서 거는 시내통화, 0800, 0508, 비상전화 111은 무료입니다.   물론, 집 전화에서 핸드폰으로
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흔히 사용하는 통신사는 보다폰 (Vodafone), 텔레콤( Telecom), 플립 (FLIP), 투디그
리(2degrees)이며 단말기는 많은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선불제 또는 계약제).  전화번호부
에서 'cellular phones' 를 찾아보세요.

텔레콤, 텔스트라 클리어 고객이 같은 회사 인터넷( 전화선, 무선, 광대역)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즉시 가입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전화번호부 'internet service providers' 
에 나와 있는 인터넷 회사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
지정된 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자기 지역 쓰레기 수거일자를 확인하려면 웹페이지 
www.loveyourrubbish.co.nz 을 참고하거나 941 8999로 문의하세요. 

유기물 쓰레기 (녹색 뚜껑) 는 매주 수거하며 음식물 찌꺼기와 정원 쓰레기를 넣습니
다.

재활용 쓰레기 (노란 뚜껑) 는 격주로 수거하며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를 넣습니다.

일반 쓰레기 (빨간 뚜껑) 는 재활용 쓰레기와 번갈아가며 격주로 수거합니다. 

쓰레기통에는 주소 라벨이나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어 정해진 가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
이 없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시청에 연락하세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쓰레기수거 안내책자 (Kerbside Information Booklet) 를 참고하세요.

보험
주택 렌트 시, 가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 
MyInsuranceGuide.co.nz 을 참고하거나 전화번호부의 'insurance companies' 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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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구 및 생활용품
일반적인 주택, 플랫에는 가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 가구, 식기류, 부엌도구, 도자기 등 생활용품은 에
코샵 (Ecoshop, 191 Blenheim Road, 전화 (03) 982 
8467) 이나 중고품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전화
번호부의  secondhand dealers 를 찾아보세요.

카시트, 아기침대, 유모차 같은 아기용품은 뉴질랜드 안
전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도서관
에 비치된 Consumer 잡지를 참고하세요.   데어리, 주
유소, 서점,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금요일 발행)

Buy, Sell & Exchange 신문에는 개인이 가정용품, 자동
차, 자전거, 컴퓨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여러가지 
서비스 안내와 구인광고도 들어 있습니다.

트레이드미 www.trademe.co.nz 은 물건을 사고파는 
온라인 경매사이트 입니다.

개러지 세일을 통해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고 중고 물
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러지 세일은 보
통 토요일에 열리지만 일요일에 하기도 합니다. 토요일 
프레스 신문에 광고가 나오며 거리에 광고를 붙이기도 
합니다. 

가전제품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부의 hire services 를 참고하세요.  도서관에 비치된 
Consumer 잡지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
를 발표하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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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및
취학 전 아동 
교육시설

뉴질랜드의 취학연령은 5세
이며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시설

↘ 학교

취학 전 아동 교육시설
임신, 출산, 육아, 자녀 양육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www.kiwifamilies.co.nz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교육시설은 보통 무료지만 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교육 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유치원 (Kindergarten)

 · 보육센터 (Childcare centre)

 · 플레이센터 (Playcentre)

유치원
유치원 (또는 킨디-kindy) 은 정부 인가를 받은 유자격 교
사가 운영합니다.  보통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운
영되며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nzkindergarten.org.nz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육센터
보육센터는 한 명 이상 유자격 교사가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번호부의 'childcare 
and education'을 찾아 보세요. 

플레이센터
플레이센터는 부모님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가까운 플
레이센터는 www.playcentre.org.nz 을 찾아보세요.

보호자 없이 어린이만 집에 두는 것
적절한 보호,감독 없이 14세 미만 어린이를 혼자 두는 것
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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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어린이는 보통 만 다섯 살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며 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수업합니다.  한 
학년은 네 학기(term)로 나뉘며 학기가 끝날 때마다 방학이 있습니다.  학교 형태에는 공립, 사립, 
준 사립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보통 집에 가까운 학교에 다니며 거주지역(zone)외 학교에 다니
려면 별도의 입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는 학교 찾기 웹페이지 www.tki.org.nz/schools를 참고하세요.

나이 학년 학교 

5세 1학년

초등학교 
중학과정 

포함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1세 7학년 

중학교8학년 

13세 9학년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교 선택 시, 필요한 경우 교장선생
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
의 학교평가 보고서인 ERO 를 읽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부 웹페이지  
www.minedu.govt.nz 의 묻고 답하
기(FAQs)를 찾아보세요.  캔터베리 
지역에는 3개의 고등교육 기관이 있
습니다. 

 · 캔터베리 대학교 (University of 
Canterbury)

 · 링컨 대학교 (Lincoln University)

 · 크라이스트처치 폴리텍 (CPIT: 
Christchurch Polytechnic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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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 찾기

뉴질랜드에서 취업하려면 
뉴질랜드/호주의 시민권, 영
주권이나  워크비자를 소지
해야 하며 학생비자나 방문
비자 소지자는 조건변경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 준비사항

↘ 취업 안내기관

↘ 캔터베리 상공회의소 
(Canterbury Employers  
Chamber of Commerce) 

↘ PEETO(PEETO Intercultural 
Development Trust)

↘ 워크 앤 인컴(Work and 
income)

↘ 취업정보

↘ 유용한 구직 사이트

준비사항
· 구직자의 학력, 경력, 업무능력을 고용주에게 보여주는

이력서 (CV) 를 작성합니다.

· 뉴질랜드 학력평가기관 (NZQA) 을 통해 자신의 학력
과 자격에 대한 인증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의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전화번호부의 interpreters 
& translators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문직의 경우 관계 단체 등록이나 회원가입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 웹사이트 
www.christchurchcitylibraries.com 을 참고하세요. 

취업 안내기관
커리어 서비스(Career Services)

커리어 서비스는 직장을 찾는 이민자들에게 구인정보, 취
업에 관한 조언 및 안내, 이력서 작성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전화: 0800 222 733 
웹사이트: www.careers.govt.nz

www.careers.govt.nz 웹사이트는 이민자에게 매우 유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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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터베리 상공회의소 
(Canterbury Employers Chamber 
of Commerce)

캔터베리 상공회의소는 취업프로그
램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
진 이민자와 뉴질랜드 기업을 연결
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
습니다.  이력서 작성을 도와드리며 
필요한 경우 고용주와 직접 연결해 
드립니다. 

상담예약:

 · 전화: (03) 353 4161 또는 
무료전화 0800 505 096

 · 웹사이트: www.cecc.org.nz

피토(PEETO Intercultural Development Trust)
'피토'는 취업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자와 난민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이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
도록 뉴질랜드의 직장문화를 소개하고 이력서 작성이나 인터뷰에 대한 도움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 80 Rattray Street, Riccarton, Christchurch 
전화: (03) 343 2890

워크 앤 인컴(Work and Income)
워크 앤 인컴은 수당, 연금, 자녀 양육보조금 (Working for Families assistance) 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영주권자와 워크비자 소지자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문의전화는 0800 559 009 입니
다(영어). 

영어가 불편한 분은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앤 인컴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workandincome.govt.nz 를 참고하세요.



25이민자를 위한 생활정보

취업정보
취업 안내기관은 전화번호부 'personnel consultants' 를 확인하세요. 

수, 토요일 프레스 신문에 구인광고가 나오며 스타 신문이나 무료 지역신문에도 구인광고가 실립
니다. 

도서관에서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취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구직 사이트
 · www.careers.govt.nz 은 

구인정보를 안내합니다. 

 · www.trademe.co.nz/jobs

 · www.workandincome.govt.nz

 · www.seek.co.nz

 · www.jobs.govt.nz

 · www.kiwicareers.co.nz

 · www.newkiwis.co.nz

기타 유용한 정보
· 크라이스트처치 소기업센터 (Small Business Enterprise Centre) 는 창업이나 투자 관련 강좌를 

통해 이민자의 소기업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전화: (03) 366 9978 
웹사이트: www.csbec.org.nz 

사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 www.cdc.org.nz – CDC (Canterbury Development Corporation) 는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을 도

와드립니다.

· www.business.govt.nz/companies – 회사설립에 따른 법규를 안내합니다.

· www.med.govt.nz 와 www.business.govt.nz-뉴질랜드 사업정보를 제공합니다.

· www.ema.co.nz – 제조업협회

· www.nzte.govt.nz – 뉴질랜드 무역 및 기업정보

뉴질랜드에서 취업하려면 워크비자나 영주권이 있어야 하며 비자관련 정보는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전화: 0508 558 855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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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어학습

고등학교, 사설어학원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영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과정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영어수업료를 선납한 경우 TEC(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
다.  0800 376 569로 전화하여 목록을 요청하세요.

아래 학교들은 이민자를 위한 저렴한 영어코스를 운영합
니다. 

해글리 커뮤니티 칼리지 (Hagley Community College): 
성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ESOL 과정을 운영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폴리텍 (CPIT: Christchurch Polytechnic 
Institute of Technology): 다양한 ESOL 과정을 장기간 
운영해 온 고등교육기관입니다. 

English Language Partners: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ESOL 
교육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학생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수업참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자원봉
사 교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홈 튜터 (Home tutor)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국어 지원
많은 서비스를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기관, 공립병원, 법원, 경찰에서 통역사를 무
료로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당황하지 말
고 통역사를 요구하세요.

플레인스 FM 96.9 라디오 방송
캔터베리 지역방송인 플레인스 라디오는 15개 언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3) 365 7997 입니다

웹페이지: www.plainsfm.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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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과 복지

사고 및 긴급상황 

사고 및 긴급상황 
- 응급 환자 
111로 앰뷸런스를 요청하세요.

긴급상황(생명이 위급할 때) 
111로 앰뷸런스를 요청하세요.

↘  크라이스트처치 공립병원 
응급실 (A&E: Accident and 
Emergency)

↘  24시간 응급 진료병원

↘  일과시간 외: 24시간 응급 
진료병원

↘  일과시간(8.30 am-5pm)중 진료 

↘  헬스라인 (Healthline)

↘  뉴질랜드 의료체계

↘  통역사 지원

↘  치과 진료

↘  정신과 진료

↘  크라이스트처치 이민자 정착 
서비스

↘  리크리에이션과 스포츠

크라이스트처치 공립병원 응급실
(A&E: Accident and Emergency) 
일과시간(월-금, 오전8시-오후6시) 외에 응급상황이 발생
하여 GP에게 전화하면 메시지로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GP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당직간
호사에게 연결됩니다.   웹사이트 
www.cdhb.govt.nz 를 참고하세요.

주소: Riccarton Avenue 
전화: (03) 364 0640

공립병원 진료비는 무료지만 대기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진료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립병원보다 신
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응급 진료

24시간 응급 진료 병원에서는 언제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웹사이트 www.24hoursurgery.co.nz 를 참고 하세요.

주소: Corner of Bealey Avenue and Colombo Street
전화번호: (03) 365 7777

성인과 6세이상 어린이는 진료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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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8.30am-5pm)중 진료
뉴질랜드의 1차 진료는 GP라 부르는 가정의, 간호사 및 약사가 협력하여 이뤄지므로 뉴질랜드에 도
착하는대로 GP에 등록해야 합니다.   GP는 보통 자기 병원에서 진료합니다.

GP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합니다.   GP 변경 시 과거 진료기록이 새 GP에게 이송될 수 있
도록 이전 GP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면 예약시 신청해야 하며 환자나 의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24시간 무료 건강상
담을 제공하는 헬스라인 (Healthline, 0800 611 116)에 연
락하면 간호사가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헬스라인(Healthline)
헬스라인 (www.healthline.govt.nz) 을 통해 어린이 건강 상담을 맡고 있는 플렁켓라인
(PlunketLine, 0800 933 922)에 연결됩니다.  랭귀지라인 (Language Line)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면 
2번을 누른 후 간호사에게 ‘Language Line’, ‘Korean’이라 말씀하세요.  진료 시 통역에 불만이 있
으면 건강 및 장애위원회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에 신고하세요.  신고 절차는 웹사
이트 www.hdc.org.nz 에서 한국어로 자료를 참고하거나 음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진료비는 의사가 정하므로 병원마다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병원은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

는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Pharmacy,
Chemist shop) 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
습니다.  보통 처방약품 항목당 $3 이지
만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서
비스카드(Community Services Card-워
크 앤 인컴문의)를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로 다쳤을 때 사고보상공사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가 치료비를 지불하므로 환
자는 무료 또는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합니
다. ACC는 통역사비용도 지원하므로 한
국어로 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금으로 지불됩니다.  보통 사립병
원은 공립보다 진료 대기시간이 짧습니다.

· 공립 또는 사립병원의 전문의 (Specialist) 진
료를 받으려면 먼저 GP로부터 진료의뢰서
(Referral) 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를 만나
려면 몇 주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전문의
는 진료 후, 환자 상태와 진료소견을 환자의 
GP에게 통보합니다.

· 응급 시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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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지원

GP나 전문의를 만날 때 진료내용의 이해를 위
해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예약 시 통역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호사나 커뮤니티 워
커 (Community worker) 에게 문의하세요.

치과 진료

GP 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
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는 보
통 정부지원이 없고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GP보다 비쌉니다.   전화번호부나 
치과의사 협회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치과를 차
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dentalcouncil.org.nz을 확인하세요.
전화번호부의 'dintists' 에서도 치과를 찾을 수 
있으며 응급 치과진료는 크라이스트처치 종합
병원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전화: (03) 364 0640

정신과 진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면 GP에게 난민과 이민
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
세요. 

응급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면 무료전화 0800 
920 092 나 (03) 364 0482 로 연락하세요. 

진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보건 및 장애인 보호
기관(Health and Disability Advocate) 0800 11 
22 33으로 연락하면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이민자 정착서비스 
(Christchurch Resettlement 
Services) 

이민자 정착서비스는 이민자나 난민의 사회
복지, 카운셀링, 정신건강, 정착안내, ESOL, 
청소년문제, 건강증진,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도움을 드리며 파트너쉽 커뮤니티 워커
(Partnership community workers) 라는 무료 
정착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도
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소: Level 1, 283 Lincoln Road, Addington
전화: (03) 335 0311 
웹사이트: www.crs.org.nz

리크리에이션과 스포츠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은 시민의 활기찬 삶을 위
해 편리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리크리에이션 시
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리크리에이션/스포츠 센터는 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그룹 피
트니스 코스, 리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합
니다.

Graham Condon Recreation and Sport Centre  
3 Sisson Drive, Papanui.
Jellie Park Recreation and Sport Centre 
295 Ilam Road, Burnside.

Pioneer Recreation and Sport Centre 
75 Lyttelton Street, Somerfield.

QEII Fitness at Parklands (피트니스 센터, 그룹 
피트니스) 75 Queenspark Drive, Parklands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쉽게 수영을 배울 수 있
습니다. 시청의 수영강습 프로그램인 스윔스
마트(Swimsmart)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올해의 수영학교
로 선정되었습니다. 스윔스마트에서 수영을 배
우면 평생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화: (03) 941 6888 
이메일: recandsport@ccc.govt.nz 
웹사이트: www.ccc.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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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

뉴질랜드는 매우 안전한 
나라지만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  가정안전

↘  자동차 범죄

↘  도난예방

↘  쇼핑 시 주의사항

↘  바닷가 안전

↘  산악 안전

↘  어린이 주의사항

11개 언어로 번역된 범죄예방 
정보를 경찰청 웹사이트  
www.police.govt.nz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안전
14세 미만 어린이는 언제나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크라이스트처치 이민자 정착서비스 (Christchurch 
Resettlement Services): (03) 335 0311.

 · 샥티 소수민족 여성보호소 (Shakti Ethnic Women’s 
Support Group) 무료전화: 0800 742 584 (0800 
SHAKTI).

 · 피해자 보호센터 (Victim Support) 무료전화: 
0800 842 846 (0800 VICTIM).

·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청: (03) 363 7400.

· 가정폭력관련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참고하세요: 
www.areyouok.org.nz

자동차 범죄
·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 주유할 때나 집 근처에 주차할 때도 자동차 문을 잠급니다.

· 창문을 항상 닫아 둡니다.

· 자동차 내에 귀중품을 두지 않습니다.

· 밤에는 조명이 밝은 곳에 주차합니다.

· 자동차 도난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 운전 중, 지갑이나 핸드백은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주
의하고 조수석에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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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예방
· 주택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 문과 창문에는 도난방지용(Security bolts)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정기적으로 잔디를 깎고 우편물은 이웃이 수거하여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 우편함이나 출입문 앞 매트처럼 찾기 쉬운 곳에 열쇠를 두지 않습니다.

· 집 번호가 잘 보이게 표시하여 비상 시 경찰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합니다.

· 평소 이웃과 가깝게 지내세요.

· 정원에서 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올 때 문을 잠급니다.

쇼핑 시 주의사항
· 너무 많은 현금이나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 슈퍼마켓 쇼핑 카트에 지갑을 두거나 한눈 팔지 않습니다.

· 현금지급기나 EFTPOS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 밤에는 어두운 곳을 다니지 말고 불가피할 때는 다른 사람과 동행합니다.

바닷가 안전
 · 수상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수영합니다.

 · 황색과 적색 깃발 사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 문제가 발생하면 손을 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산악안전
캔터베리지역의 숲이나 강은 기상조건이 급변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시간중
에는 자연보존부(DOC, 03 341 9102)에서 산악지역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메
트서비스(MetService, 0900 99903)를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당 $1의 이용료가 부
과됩니다. 

어린이 주의사항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탕이나 돈,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에 타지 않습니다.

·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슈퍼마켓이나 쇼핑 몰에서 길을 잃으면 그곳 직원에게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32 이민자를 위한 생활정보

10. 여가활동

건강을 위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거나 자전거, 걷기와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
길 수 있습니다.

여가활동, 친선모임, 문화활동에 대한 정보는 지역정보 
웹사이트 www.cinch.org.nz 의 Sport or activity에서 
'dance', 'soccer'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여 찾을 수 있습
니다.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는 액티브 캔터베리
(Active Canterbury)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중국 등불 축제 (Chinese Lantern 
Festival), 인도 문화축제 디왈리 (Diwali), 다문화축제
(Culture Galore), 한국 문화축제, 댄스 축제 (The Body 
Festival of Dance and Physical Theatre) 등 대규모 문화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SummerTimes 웹사이트 www.summertimes.co.nz에서 
행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시
청 웹사이트 www.ccc.govt.nz 에서 'fishing'으로 검색하
여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조개류: Estuary, Sumner, Scarborough 해변에서 채취한 
조개류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청 웹사이트 www.ccc.govt.nz 를 통해 레저/스포츠 시
설과 수영장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아트 갤러리, 아트 센터, 식물원 (Botanic 
garden) 은 언제 들러도 좋은 이 지역 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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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용한
연락처

크라이스트처치의 많은 기관
과 단체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www.cinch.org.nz 웹사이트는 이민자를 도와드리는 기관

과 단체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부에서도 관

련 기관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Christchurch City Council

PO Box 237

Christchurch 8140

New Zealand

전화: (03) 941 8999

이메일: info@ccc.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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