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FACT SHEET

November 2016

Renovations to your strata property

공동주택 건물 리노베이션
여러분이 타운하우스 혹은 유닛 등 NSW 공동주택
체제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 안팎에 변경을
가할 때 그 변경이 공동 재산에 영향을 미치면
변경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 법인을 통한) 소유주는 법률에 의거하여
소규모 리노베이션 혹은 중대한 리노베이션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기타 작업도 ‘치장적 작업’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재산이 여러분의 정문, 발코니 일부, 바닥, 원래
설치된 타일, 천장 및 특정 벽 등의 품목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시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2. 소규모 리노베이션

세입자들은 세를 든 건물에 변경을 가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서신 허락이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그
변경사항에 동의를 할 경우, 건물주는 필요한 기타
승인도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규모 리노베이션은 건물의 구조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규모 리노베이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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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산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공동주택 플랜을 확인하십시오. 이를 통해
리노베이션을 원하는 건물이:

소유주 법인은 이러한 리노베이션 범주의 일부가
되는 추가적 작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yy 여러분의 개인 재산 (부지)인지, 혹은
yy 공동 재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리노베이션 유형
공동 재산에 가하는 리노베이션에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치장적 리노베이션
2. 소규모 리노베이션
3. 중대한 혹은 구조적 리노베이션.

1. 치장적 (피상적) 리노베이션
공동주택 건물 소유주일 경우, 여러분 건물 내부의
치장적 작업 이전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법률은 치장적인 작업의 예를 명시하는데
아래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yy 그림 혹은 기타 물건을 벽에 걸기 위해 후크, 못
혹은 나사를 설치하거나 교체
yy 욕실 내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교체
yy 페인팅
yy 내부 벽의 작은 구멍 및 틈을 메움.

Tel: 13 32 20

부엌 리노베이션
오목한 조명으로 변경
바닥 경재, 바닥 보드 혹은 카펫 설치 혹은 교체
내벽 변경
빨래 걸이 및 에너지 효율적인 에어 컨디션 등
지속 가능한 방책

소유주 법인은 공동주택 위원회에 소규모
리노베이션을 위한 승인을 위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허용하기 위해 조례 (
공동주택 규정)를 통과해야 합니다.
yy 작업 명시 및 설계도
yy 작업 기간 및 시기
yy 자격증을 포함한 작업 수행자.
소유주 법인의 최소한 절반이 그 계획된
리노베이션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유주 법인은 공동주택 위원회에 소규모 보수를
위한 승인을 위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허용하기 위해 조례
(공동주택 규정)를 통과해야 합니다. Fair Trading
웹사이트: Understand your strata by-laws (rules)
(공동주택 by-laws (규정) 이해하기)에 있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www.fairtrading.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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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적 혹은 중대한 리노베이션
중대한 혹은 구조적 리노베이션은 소유주
법인으로부터 특별 수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작업은 공동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리노베이션 예:
yy 벽을 제거하는 등 구조적 변경
yy 방수
yy 진입 경사로 등 여러분 부지의 외관을 변경하는
작업
yy 기타 법률에서 승인이 요구되는 작업.
소유주 법인의 최소한 75%가 소유주 법인 회의에서
이러한 유형의 리노베이션에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러한 작업이 시작되기 최소한 14
일 전에 소유주 법인에 제안된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용어 정의:

사례 연구:
리노베이션을 위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을 때의
문제
Lee씨는 욕실을 리노베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에 타일이 깨지고 이웃
유닛으로 물이 누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주 법인은 그 리노베이션 공사를 승인하지
않았었으며 그 사안을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SW 민사 행정 재판소)로 가져갔습니다.
재판소에서는 Lee씨에게 그 욕실을 원상태로
회복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Lee씨는 손상된
것을 고치기 위해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욕실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Lee씨는 리노베이션 이전에 소유주 법인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결과로 수 천 달러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Owners corporation (소유주 법인) – 이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모든 소유주들을 포함합니다.
소유주 법인은 공동주택 체제가 관리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주요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일년에
최소한 한 번은 모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공동주택 관리 요원, 총무 혹은 소유주와 논의하면서
리노베이션 작업을 하기 이전에 좀더 많이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NSW Fair Trading에
13 32 2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www.fairtrading.nsw.gov.au
Fair Trading enquiries 13 32 20
TTY 1300 723 404
전화 통역 13 14 50

Tel: 13 32 20

이 자료는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토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적절한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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