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for Clients 

Hornsby, Hunters Hill, Ku-ring-gai and Ryde 

 Gardening assistance includes weeding, light pruning, and 
tidy to ensure the garden is easier to maintain.  

 Your garden may also require mulch.  
 Ladders or power tools are not used.  
 There is no lawn mowing, gutter cleaning or drain clearing.  
 Garden visits are generally limited to 1 or 2 per year.  
 Garden visits are a maximum of 3 hours.  
 Gardening is done by a minimum team of 2, including 

volunteers. 
 ECG volunteers are not gardening professionals. The 

volunteers are given guidelines and training in regard to 
ECG methods and policies.  

 Volunteers are insured and all tools required for the job are 
supplied by ECG.  

 Garden visits are also subject to weather conditions.  
 Green waste is placed in client green waste bins.  
 ECG does not garden in the Common Property areas of 

apartment blocks or retirement villages.  
 To register phone My Aged Care (MAC) on 1800 200 422.  

Easy Care Gardening (ECG) Service 

9983 1644 

고객용 정보  

혼스비, 헌터스 힐, 쿠링가이, 라이드 

 정원 손질 서비스에는 정원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초 작업과 간단한 

가지치기 및 정원 정리가 포함됩니다. 

 정원에 뿌리 덮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다리나 전기 공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잔디깎기, 물받이 청소나 배수구 청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 서비스는 보통 한 해 1회 내지 2회로 제한됩니다. 

 방문시 최대 3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 최소 2인의 팀이 정원을 손질합니다. 

 ECG 자원봉사자는 원예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지 케어 가

드닝(ECG) 방법과 방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작업에 필요한 모든 도구는 ECG에

서 제공합니다. 

 방문 일정은 기상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원 폐기물은 고객의 녹색 쓰레기 수거함에 넣습니다.  

 ECG는 아파트 단지나 실버타운과  같은 공용 부지의 정원은 손질하지 않

습니다. 

 등록하려면 My Aged Care(MAC) 전화 1800 200 422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이지 케어 가드닝(ECG) 서비스 

998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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