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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봉쇄 기간 중 우리 모두는 식품과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없이 지내보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 안내 자료에는 식품과 기타 
필수품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안내 자료에는 모든 뉴질랜드 사람을 위한 다음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식품 배달
• 식품을 배달 받지 못할 경우
• 안전하게 식품 배달 받기
• 식품 구입을 위한 재정적 도움
• 푸드뱅크

 
식품 배달
몸이 아프거나 식품 또는 필수품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대신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지원 네트워크와 이야기해 필수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슈퍼마켓 택배, 봉사기관 식품 소포, 냉동 즉석 음식, 식품 박스 정기 배달 또는 자연 식품 배달과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 식품 박스 정기 배달 서비스: My Food Bag 또는 Hello Fresh
• 슈퍼마켓 배달 서비스: Countdown 또는 New World

슈퍼마켓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근 친구 또는 가족, 이웃에게 식료품을 대신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슈퍼마켓이나 데어리에 문의해 식료품 배달 여부와 주문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십시오. 슈퍼마켓에서는 
사정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해야 하는 고객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식품 배달 받기
• 배달은 지역 단위의 비접촉 방식이어야 합니다.
• 배달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수령인은 배달자와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배달 물품을 치운 후 손을 씻고 소독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s://covid19.govt.nz/about-this-site/contact-and-support/

https://www.myfoodbag.co.nz/?pr=
https://www.hellofresh.co.nz/pages/simplydelicious?c=H9-HEI1R&msclkid=2305b5547ef91b2e8551d47505391598
https://d.docs.live.net/c8daaefa2d2b8993/Desktop/shop.countdown.co.nz/shop/content/priority-assistance
https://www.newworld.co.nz/shop
https://covid19.govt.nz/about-this-site/contact-an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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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입을 위한 재정적 도움
식품 구입을 위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면 근로소득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긴급한 사정이나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근로소득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사회복지 수당을 신청하고 식비 지원금의 수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Unite Against COVID-19 웹사이트에서 COVID-19 재정 지원 도구를 사용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 http://www.workandincome.govt.nz (자세한 정보)
• https://my.msd.govt.nz/ (근로소득청에 온라인 신청)
• 0800 559 009 (사회개발부 일반 안내 전화) 
• 0800 552 002 (65세 이상 연로자를 위한 사회개발부 안내 전화) 
• 0800 88 99 00 (StudyLink 학생) 
• http://www.Covid19.govt.nz/business-and-money/financial-support/covid-19-financial-support-tool/

(COVID-19 재정 지원 도구)

푸드뱅크
가까운 프드뱅크는 가족 서비스 디렉터리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Family Services Directory website

식품을 배달 받지 못할 경우
위의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 보려고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관할 민방위 비상관리 본부(CDEM)로 
연락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www.civildefence.govt.nz/find-your-civil-defence-group/  

http://www.workandincome.govt.nz
https://my.msd.govt.nz/
http://www.Covid19.govt.nz/business-and-money/financial-support/covid-19-financial-support-tool/
https://www.familyservices.govt.nz/directory/
http://www.civildefence.govt.nz/find-your-civil-defence-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