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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건 간호사 (Refugee Health Nurses)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Community Members)  

NSW 난민 보건 서비스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국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건강할 때 더욱 쉬울 것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첫번째로 연락할 보건 시스템은 난민 보건 간호사를 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 훈련을 

받은 간호사들로서 여러분이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호주에 오시기 이전에 혹은 도착 이후에 의료 검사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소 (immigration)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난민 보건 간호사는 무료 보건 체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건 체크는 호주 도착 이후에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여러분이 몰랐던 건강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 체크는 한 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며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체 건강 및 정서적 건강에 대한 질문 

 혈압 및 기타 체크 

 혈액 검사 주선 

 필요할 경우 예방주사 주선 

간호사를 만날 때 아래를 지참하십시오 

 복용하는 약품 

 예방주사 기록 

 본인의 건강 혹은 가족의 건강에 관한 기타 문서 

 메디케어 카드 혹은 번호 (있을 경우) 

 헬스 케어 카드 (있을 경우) 

난민 보건 간호사는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의료 제공을 돕기 위해 전문 통역사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비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간호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귀하의 

호주 체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난민 보건 간호사를 두 번 이상 만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담당관들이 

예약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건강 체크 후에 난민 보건 간호사가 여러분의 지역에 가까운 가정의 (일반의 혹은 

GP)를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간호사는 여러분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타 의료 

서비스 즉 치과, 여성 보건 센터 혹은 아동 보건 서비스 등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 보건 간호사와 예약을 원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저희와 대화하기 위해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통번역서비스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ervice)에 13 

14 50으로 연락하십시오. 

난민 보건 간호사 업무의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 

NSW 난민 보건 서비스 
(NSW Refugee  
Health Service) 

전화: 

(02) 8778 0770 

이메일: 

refugeehealth@sswahs.nsw.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