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W의 모든 스트라타 체제 주택은 이제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NSW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스트라타 체제 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보고의 몇 가지 이점은? 
연례 보고서는 스트라타 공동체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유용하고, 다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긴급 상황에서 NSW 응급 서비스가 해당 건물에 더 

빠르게 진입.
• 해당 스트라타 체제의 소유주나 거주자를 위한 최신 

정보 열람
• 해당 스트라타 체제 주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주요 정보 열람  

이 보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스트라타 체제 주택을 구매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NSW의 모든 스트라타 체제 주택에 대한 
최신 정보 출처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는 NSW 정부가 
스트라타 공동체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해당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스트라타 위원회의 총무 또는 위원장은 스트라타 
체제 주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트라타 체제 주택에 스트라타 관리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그들이 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 방법은? 
nsw.gov.au/strata를 방문하여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
• 스트라타 포털에 등록하는 방법
• 스트라타 체제 주택의 부지 당 $3의 관리 수수료 

지불 방법.

나의 스트라타 체제 주택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 연례 보고서는 2022년 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30일부터 스트라타 체제 주택이 
보고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NSW Fair Trading (NSW 공정 거래)는 스트라타 
체제 주택들이 자신들의 보고서를 이해하고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트라타 체제 주택이란? 
스트라타 체제 주택에는 아파트, 타운 하우스 또는 
빌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트라타 체제 주택을 
사면 ‘부지 (lot)’를 소유하게 되고 진입로, 지붕 및 
정원 등 ‘공동 재산’의 소유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스트라타 위원회란?
스트라타 위원회는 스트라타 체제 주택의 소유주들이 
모인 그룹으로서 스트라타 체제 주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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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nsw.gov.au/strata
를 방문하거나 NSW Fair Trading (13 32 20)
으로 전화하세요. 
언어 지원을 원하시면 13 14 50번으로 
전화하세요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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