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시민을 위한 

홍수 관련 도움 및 지원 정보 
 

당신의 안전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요청 하셔도 괜찮습니다.  

 

홍수 피해로 인해 슬픔, 분노, 걱정과 불안한 감정으로 충분히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NEED TO TALK -  1737 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 

주십시오.  또는 Lifeline, Samaritans, Mental Health Foundations 과 같은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Youthline) 의 연락처는 0800 376 633 입니다.  234 번으로 무료 문자가 

가능하며, 이메일 talk@youthline.co.nz 또는 웹사이트 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 홍수 및 배수관 손상 문제 신고는 aucklandcouncil.govt.nz/report-problem  에서 

온라인으로 기록해 주시거나 0800 22 22 00 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개발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에 0800 400 100 

번으로 문의 하십시오. 복지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앤인컴 

웹사이트 workandincome.govt.nz.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홍수로 인해 긴급 대피 하신 경우 비상 식량이 필요하시면 

familyservices.govt.nz/directory 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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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숙박 

Ministry of Business, Employment and Innovation (MBIE)는 홍수 및 사이클론 가브리엘 로 

거주지 피해를 받은 오클랜드 시민들을 위해 임시 숙박 서비스 Temporary 

Accommodation Services (TAS)를 설립 했습니다. 

 

TAS 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자신의 주택을 수리/ 재건 하는 동안 안전하고 

안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임시 숙박을 지원합니다. 홍수 또는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자가에 

피해를 입은 오클랜드 시민들은 0508 754 163 번으로 전화 하거나 tas.mbie.govt.nz/cyclone-

flooding 에서 온라인 문서를 통해 임시 숙박 서비스 Temporary Accommodation Service (TAS) 

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TAS 에 최대한 빨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사이트나 전화로 등록하시면, 배치 

코디네이터가 당신의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적절한 숙박 지원을 조정해 줄 것 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대응 시간은 tas.mbie.govt.nz/auckland-severe-weather-2023/ 에서 확인 

하십시오. 

 

복지 

 

당신을 위한 도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 그룹 (Community Support Hubs) 또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지원 그룹에 대한 정보는 aem.org.nz 에서 확인 하시거나 0800 22 22 00 번으로 연락 

하십시오.   

 

워크앤인컴 (Work and Income) 은 민방위 수당 및 다양한 복지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0800 

400 100 번으로 전화 하시거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workandincome.govt.nz 

오클랜드 시청 긴급 구호 기금 (Auckland Council Emergency Relief Fund) 은 홍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회성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9 301 0101 

번으로 문의 하십시오. 이러한 지원을 받음으로 수익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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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조언 

 

•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십시오. 그들은 손상된 부분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진을 요청할 것입니다.  

• 수도, 전기, 가스 및 하수도와 같은 필수 시설은 바로 수리 하시고 청구서 사본을 꼭 보관 

하십시오. 

• 꼭 필요하지 않은 수리는 보험회사의 승인 없이 시작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건물/ 자택 을 수리 하십시오.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를 보류해 주십시오. 

•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절대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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