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u-ring-gai의 수목 관리 정책은 제거할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나무 유지 및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아래 사항들은 나무 제거 혹은 전정 이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나무가 건강하고 구조적인 큰 문제가 없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음. 
•	꽃, 잎, 수액 혹은 열매가 떨어짐. 
•	자연광 늘리기.
•	전망 개선.
•	개발 계획 나무 제거는 개발 평가 절차 하에서 

고려되는 것이며, 나무 제거 신청서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새 혹은 동물 배설물을 줄일 목적.
•	나무를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는 곳에서, 

진입로, 인도 및 포장된 표면을 들어 올림.
•	벌레 및 동물 예: 나무에서 지붕으로 건너뛰는 

주머니쥐 혹은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코카투 앵무새 
혹은 거무스름한 곰팡이를 만드는 개각충 혹은 
나무에 있는 거미들.

•	펜스, 지붕, 별채, 정원 구조물, 벽, 차 진입로 등에 
경미한 손상

•	나무를 지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는 
곳에서, 하수도와 상수도 관 등 지하 서비스에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

•	울타리 공사.
•	나무가 기존의 조경 혹은 조경 계획과 잘 

어울리지 않음.
•	나무가 쓰러진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
•	NSW 지방 소방대 (NSW RFS)가 산불 화재 

위협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나무를 제거하려는 경우.

•	나무가 너무 크거나 높다는 이유.
•	높이를 줄이려고 전정 (생 울타리 제외).
•	나무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곳의 

흰개미 군집.

아래 사항들은 나무 제거 혹은 전정 이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이 있고 교정 조치가 

실현 가능성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음 수목재배가의 
보고서와 검사가 증빙 서류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목재배가의 보고서는 카운슬의 나무 웹페이지에 
있는 카운슬의 보고서 지침을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나무가 주택 혹은 실질적 구조물 (인도, 옹벽, 
진입로, 울타리 제외)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구조적 
손상을 초래하며 교정 조치가 실현 가능성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구조적인 공학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나무의 상태 혹은 구조가 불량하거나 기대 
수명이 5 년 미만으로 나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나무 관리를 위한 다른 옵션이 없는 경우. 
수목재배가의 보고서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나무가 부적합한 위치에 있어서 차후 생육이 
주택 혹은 실질적 구조물에 큰 손상을 초래하며 
손상을 방지할 현실적 옵션이 없음.

•	나무의 건강과 구조를 향상시키는 전정.
•	나무가 실질적인 건강 문제를 직접 초래하는 

것으로 입증됨. 예: 심한 알레르기. 이것은 나무와 
건강 상태를 연결지을 수 있는 전문의의 의학적 
의견이 증거로 제시되어야 하며, 기타 타당한 관리 
옵션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유지 및 카운슬(시의회) 관리  
토지의 나무에 대한 전정 혹은  
제거를 위한 나무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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