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 한국어 

특별 이벤트 주차에 대한 설문조사 

Newington Special Event Parking Scheme 

 

1 가구당 1 개의 설문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모든 응답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1. 주거 형태:   (한칸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일반 주택 

  아파트 

2. 위의 주소지 (주거지내에)내에 몇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예, 차고, 드라이브웨이 혹은 기타 주차공간)  0    1    2    3 
 
 

3. 위의 주소지에 일반적으로 몇대의 차량이 주로 주차되어 

있습니까?:  

 a) 주거지내에    0    1    2    3 

 b) 도로에  0    1    2    3 

 

4.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거지 앞 혹은 근처에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항상 - 5 번 질문으로 가세요 

  가끔 - **번 질문으로 가세요 

  그런 적 없음 - 6 번 질문으로 가세요 
 

5. 언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칸에 표시하십시오)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월요일 - 금요일  낮 / 밤 

  토요일  낮 / 밤 

  일요일 혹은 공휴일 낮 / 밤 
 

6. 시드니 올림픽 공원에 이벤트가 있으면 여러분 주거지 앞 

혹은 근처에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항상 

  가끔  

  그런 적 없음 - 7 번으로 가세요 

 

7. 특별 이벤트 주차 시행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그것의 의미, 주차 

허가서를 받는 것, 주민과 비주민들에 끼치는 영향 등) 

  충분히 

  부분적으로 

  전혀 모름 

 

8. 뉴윙튼에 특별 이벤트 주차안이 시행되기를 바라십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9. 여러분의 거리에 적용될 시간제 주차 제한으로부터 

면제받으려면 주차 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연간 

수수료를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의: 수거된 수수료는 이러한 새 

제도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예   아니오 

 

 

10.  Your Street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ewington 

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된 설문지는 접어서 동봉된 수신자 부담 봉투 (Reply Paid)에 넣어 카운슬에 보내주십시오.  

 

카운슬은 뉴윙튼 지역에 특별 이벤트 주차를 시행하는데 따른 지역주민의 필요와 호응도를 알아보고자 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문지 응답 내용은 기밀에 부쳐집니다. 

이러한 정보의 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카운슬 9735 1222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안내서:  뉴윙튼 지역 특별 이벤트 주차 시행안 

특별 이벤트 주차 시행안 (SEPS)이란 무엇입니까? 

특별 이벤트 주차 시행안이란 시드니 올림픽 파크와 같은 주요 행사장 근처에 특별 이벤트가 있을 동안 무질서한 주차로부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행안 (RTA 주차 지침에 따르면)은 다음과 같이 실시될 것입니다: 

 이 시행안에 따라 지역 출입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일부 도로에는 2 시간 주차 제한이 실시됩니다.  

 이 표지판에는 특별 이벤트 주차가 실시되는 특정 날짜와 시간이 명시됩니다. 

 주민들에게 발급되는 특별 이벤트 주차 허가서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발급될 것입니다. 

 

특별 이벤트 주차 시행안이 거주민 주차 시행안과 어떻게 다릅니까? 

거주민 주차 시행안은 거주지 내에 주차공간이 거의 없거나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거주지 근처 도로에 주차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거주민 주차 시행안은 연중내내 주차 표지판에 표시된 특정 시간대에 주차 제한이 실시됩니다. 특별 이벤트 주차 시행안은 

구체적인 특별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별 이벤트 주차 시행안의 잠재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이벤트 기간 중 일반 주택가 도로의 번잡한 주차 상태를 해소시켜 줍니다. 

 허가서를 가진 모든 주민들은 도로상에 제한없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인해 뉴윙튼의 현재 교통 상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벤트로 인해 뉴윙튼 지역에서의 구급차 통행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벤트 참석자들은 이벤트 참석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 이벤트 주차 시행안의 잠재적인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윙튼 지역의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 2 시간 주차 제한을 초과했을 경우$250 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 혹은 주민의 방문자들의 경우, 발급된 허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위반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도로의 경우, 주차는 도로 한쪽으로만 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되는 허가서의 수는 현재 이용가능한 주차 공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소유한 모든 등록 차량에 대해 허가서가 발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허가서는 트럭, 카라반,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 등에는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가서 소지자에게는 허가서에 대한 연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카운슬이 공식화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시간이 명시된 주차 표지판이 매 25-30m 마다 모든 도로에 설치될 것입니다. 

 일부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으로 인해 주택지 드라이브웨이 진입이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선을 접어서 아래의 봉투 부분을 봉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