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앞 길가의 잔디를 깎을 책임이 주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카운슬은 새롭게 마련한 
자연 녹지대 및 도로변 잔디깎기 지침을 통해 집 
앞의 잔디밭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인 부지나 집 앞에 있는 자연 녹지대의 잔디를 
깎음으로써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벌랜드 시 카운슬은 컴벌랜드 관할 
지역에 걸쳐 동네 공원과 공용 공간 및 간선 
도로의 외관과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운슬의 도로변 잔디깎기 지원 프로그램(Verge 
Mowing Assistance Program)의 기준에 맞는 
연금 수급자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잔디깎기 
서비스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잔디 깎기로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www.cumberland.nsw.gov.au/mowing
이러한 변화와 관련 사항에 관한 문의 연락처: 
전화 8757 9000번 또는 이메일  
council@cumberland.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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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잔디란 무엇입니까?
자연 녹지대로도 알려진 도로변 잔디(verge)는 아래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개인의 주택/부지 앞 차로와 
보도 사이에 있는 잔디밭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집 앞 도로변/자연 녹지대의 잔디를 
깎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 앞 길가에 있는 잔디는 해당 부지의 소유주나 
주민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잔디를 자주 깎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거리가 보기 좋게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잔디깎기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카운슬은 각 지역구 내의 신속 대응팀을 포함해 
카운슬 지역의 미관 개선에 역점을 두고 해당 예산을 
투입하여, 동네 공원과 공용 공간 및 간선 도로의 
외관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센터링크 수당을 받고 있는데, 생활고 
지원 수혜 자격이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운슬은 생활고 지원 기준에 
맞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연 녹지대의 잔디 
관리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수혜 대상이 되려면 도로변 
잔디깎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집 앞 도로변/자연 녹지대의 잔디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고 깔끔한 환경을 위해 집 밖의 자연 녹지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 앞의 
도로변 잔디가 관리되지 않은 채 있으면, 카운슬에서 
우편으로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집에 뒤뜰이 별로 없어서, 길가에 잔디 대신에 
다른 초목을 길러도 됩니까?
예, 됩니다. 카운슬은 자연 녹지대의 일반 잔디를 키가 
작고 잎이 부드러운 식물로 바꾸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교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서면으로 카운슬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마당

도로변 잔디/자연 녹지대

보도

도로변 잔디/자연 녹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