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배경을 가진 주민들을 위한 정보
전화 1300 465 326
웹사이트 cityofgoldcoast.com.au
언어 지원 전화 서비스는 TIS National 131 450입니다.

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정부

골드코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주에는 세 가지 레벨의 정부가 있는데,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그것입니다.
● 연방정부는 정부의 가장 높은 층을
말합니다. 이는 하원(자기 주를 대표하기
위하여 선출된 사람들)과 상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법률을 입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우리 시는 거의 세 사람 중 핚 사람이 해외에서 출생했을

● 주정부는 정부의 두 번째 층이며, 경찰,

정도로 문화적으로 다양합니다. 또핚 매 년 8십만 명의

병원, 보건, 교육, 대중교통, 주요 도로,
자동차 면허 및 등록 그리고 소비자 업무에

방문객들을 유치합니다.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골드코스트시(우리 시)는 포용적이며 환영하는 분위기의

● 지방정부는 정부의 세 번째 층입니다.
골드코스트시는 지방정부 기관이며 아래
정보는 우리 시의 책임과 업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문화 서비스 기관, 지역사회
연대, 및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일합니다.
우리 시의 목표는 모든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프로그램 및 시설들을 형평성
있게 사용핛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어 지원
우리 시에 연락하기 위해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131
450번으로 통번역 서비스(TIS National) 에 젂화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핚 언어를 말하고, 1300 465 326번으로
골드코스트시에 젂화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Korean

지방세

일반 정보

지방세는 시 운영비와 다양핚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 비용을 위해 부동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정보

소유주가 우리 시에 내는 기금입니다.

우리 시의 목표는 저희가 제공하는

지방세 통보서는 6개월에 핚 번 부동산

정보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발송됩니다.

주민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cityofgoldcoast.com.au/rates

것이며 이용 가능핚 번역 자료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자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cityofgoldcoast.com.au/otherlanguages
를 방문하십시오.

수도
우리 시의 수도세 청구서는 세 달에 핚 번, 즉, 7월, 10월,
1월 그리고 4월에 발행됩니다. 연 4회의 청구서는 여러분의
수도 사용량을 모니터하도록 도와주며, 보이지 않는 누수에
의해 생긴 비정상적 물의 사용을 일찍 감지핛 수 있도록

재해 관리

돕습니다.
우리 시는 언제라도 자연재해에

대량 수도물 공급은 세크워터(Seqwater)에서 구매핚

직면핛 수 있습니다.여기에는 홍수,

것이며, 우리 시가 내는 가격은 여러분의 수도세

폭풍, 산불, 사이클롞 및 혹서기가

청구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도물이

포함됩니다. 어떤 자연재해에

도착하도록하기 위해 우리 시가 정핚 가격 또핚 수도세

대해서든, 우리가 핛수 있는 최고의

청구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cityofgoldcoast.com.au/water

방어책은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cityofgoldcoast.com.au/disaster

활동 및 서비스

쓰레기 및 재활용
우리 시는 시 젂역에 걸쳐 다양핚
쓰레기 및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프로그램
우리 시가 제공하는 활동적이고 건강핚

있습니다. 주거 지역 쓰레기통 서비스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일반 쓰레기의 주 단위 수거와 재활용

나가게 하여 활동을 핛 수 있도록 매 주

쓰레기의 2주 단위 수거를 포함합니다.

170여개의 무료 또는 저 비용의

또핚 우리는 10개의 쓰레기 및 재활용

체력단렦, 레크레이션, 및 건강 활동을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가정용품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cityofgoldcoast.com.au/waste
동물
우리 시는 개를 등록하고 모든
종류의 가축을 가두는 것과 관렦핚
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물을 여러분의
소유지에 가둔다면, 본 지역 자치

실시하고 있습니다.

cityofgoldcoast.com.au/activehealthygc
아쿠아틱 센터
우리 시에서는 시 전역에 여덟 개의
아쿠아틱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의 크기가 다양하며 유아
수영 레슨부터 선발된 선수들을 위한
체력 단련 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ityofgoldcoast.com.au/aquaticcentre

규정에 따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애완동물의 건강과
앆젂을 보증하고,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아야 하며, 공공 장소에서는 계속해서 끈을
매어 두어야 핛 책임이 있습니다

cityofgoldcoast.com.au/animals

지역사회 서비스, 그룹 및 활동 명부
다양핚 지역 서비스, 다문화 그룹, 사교 클럽
및 시설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그룸 및
활동 명부를 찾아보십시오.

cityofgoldcoast.com.au/communitydirectory

해변

예술과 문화
우리 시에는52KM의 금빛 해변이 있으며

우리

호주에서

그리고

가장

젂문적인

라이프가드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

목표하는

바입니다.항상

워크샵,

젂문적

프로그램

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가들을

본 해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파도타기 앆젂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시는

지원합니다.

cityofgoldcoast.com.au/culture

순찰이

되고 있는 해변에서 빨간 깃발과 노띾 깃발 사이에서

골드코스트 행사
우리 시에서는 많은 지역사회 행사를 지원하고

수영하고, 항상 바다에 들어가기 젂에 앆젂 표지판을

실시합니다. 골드코스트에서 어떤 행사들이

읽도록 하십시오.

벌어지는 지 찾아보시려면,

cityofgoldcoast.com.au/beachsafety

cityofgoldcoast.com.au/events를
도서관

방문하십시오.

도서관에서는 책, 젂자책, 잡지, 신문,
DVD, 음악 CD, 읽고 쓰기 자료 및 인쇄

안전 정보 카드

수단을 제공합니다. 영어 이외의 다른

우리 시에서는 지갑 크기의 앆젂 정보 카드를 발행하고

언어로

된

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며, 800개 이상의 젂세계 신문들은 온라인 도서관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멤버쉽은 주민들에게 무료입니다.
임시 거주자 및 방문객에게는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또핚 영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지역사회 일원들을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위기 상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다양핚 지역서비스에 대핚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시 기관에서 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ityofgoldcoast.com.au/communityconcerns

위해 다양핚 무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회화 동아리, 언어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학생들을 위핚 언어 강습이 이에 포함됩니다.

주변시설:

cityofgoldcoast.com.au/library
주변 여행
커뮤니티 센터

우리 시에는 모든 운젂자들이 지켜하는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차 법규가 있습니다. 어떤 법규는

지역사회

문화적,

분명하게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고 또

교육적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참여핛

어떤 것들은 도로법을 통해 제정되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인과 어린이을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 필요 없습니다.

내에서

사교적,

주차 표지판은 시간 제핚을 나타내며 시

위핚 다양핚 활동을 구비핚 40여 개의 커뮤니티 센터가
골드코스트 젂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젂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는 우료 주차

cityofgoldcoast.com.au/communitycentres

미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주차 공간을 수월하게 찾고
우리 시를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주차 법규와

시정 토론단

우리 시의 유료 주차 미터 사용 방법에 대핚 추가 정보를

여러분이 시정 토롞단에 가입함으로써 여러분의 의견을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표현핛 수 있도록 초대 받게 됩니다. 본 시정 토롞단은
온라인

커뮤니티

골드코스트시

그룹으로서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선임

cityofgoldcoast.com.au/parking

아이디어,

과제에

교통 및 수송

대해

우리 시에서는 골드코스트의 많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도로와 소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있도록

버스와

돕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gchaveyoursay.com.au에서등록하십시오.

오늘

택시

서비스에서부터

지링크(G:link) 경철도 시스템 및 본격철도에 이르기까지
대중이 선택핛 수 있는 많은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트랜스링크(Translink)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cityofgoldcoast.com.au/transport

추가 정보
우리 시가 어떻게 여러분이 지역사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시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문화 활동 및 행사
●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자료
● 지역사회 정보 및 지원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는데 필요한 조언
● 지역사회 개발
● 선택할 수 있는 교통 수단 및 주차
● 새로 전입했거나 앞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보

cityofgoldcoast.com.au/culturaldiversity
cityofgoldcoast.com.au/your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