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INNETT COUNTY

Connection
귀넷 카운티 정부 커넥션 뉴스레터

특집 기사

2019년 12월
SPLOST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목적판매세 관련 정보

SR 316 교차로 설계 예산을 위한 귀넷 카운티와
조지아 교통국(Georgia DOT) 협력안

귀넷 카운티 2020년 총 예산안 18억 3000만불
귀넷카운티 샬럿 내쉬 의장은 11월 19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18억 3000만불에 달하는 2020 회계 연도 총 예산액을 주민
들과 귀넷 의회의원들에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은 2020년 1월
7일 귀넷 카운티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예산안에는
14억 3천만 달러의 운영 예산과 자본 개선 예산액 4억 1백만
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12월 12일에 있을 주민 공
청회와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12월 31까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채택된 예산보다 1% 미만 증가한 예산안에는 상황 인식
및 범죄 대응 센터와, E911센터, 2곳의 신규 응급 유닛, 3대의
대체 대응 차량, 할빈스 로드 (harbins road) 와 316번 도로
개발 봉사, 스네빌 노크로스 둘루스 도서관 신축 및 귀넷 창업
센터 등과 관련된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예산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귀넷 사법행정
청사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75 Langley Drive,
Lawrenceville)내에 있는 재정부 (Financial Service)에서
또는 GwinnettCounty.com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텍스커미셔너
내년 1월 1일자로 65세가 되시나요?
2020년 1월 1일자로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되고 과세 대상
소득액 $94,000 미만일 경우 시니어 교육세 면제 혜택
(Senior School Tax Exemp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에서 온라인으로
내년 4월 1일까지 신청하십시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tax@gwinnettcounty.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70.822.88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귀넷카운티 의회는 주 도로 316 노선 상의 US 29/주 도로 8에
대한 교차로 예비 설계 자금 조달을 위해 조지아 교통부와
최근 관련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조지아 교통국 GDOT와 귀넷 카운티가 각각 약 2백만불의
예산을 충당하여 허리케인 트레일 (Hurricane Trail)과 US 29/
SR 8/윈더 고속도로 (Winder Highway)의 교차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사전 기술작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카운티가 지원하는
예산은 2017 SPLOST 특별목적 판매세 프로그램의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공사 시작은 2022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관련
프로젝트에는 하이홉 로드(Hi-Hope Road)와 하빈스 로드
(Harbins Road) 교차로 등도 포함됩니다. 하빈스 로드 교차로
공사는 2022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홉 로드 교차
로는는 이미 예비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SPLOST
특별목적 판매세를 사용한 프로젝트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winnettCount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수자원부
2020년 1월 물 워크샵 : 정화조 유지보수
2020년 1월 9일 오후 6시 - 오후 7:30
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Conference Room A
75 Langley Drive, Lawrenceville 30046
무료 워크샵에서 정화조 시스템의 작동원리, 문제 예방법에
대해 배우고, 언제 관리 및 수리가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3 가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www.GwinnettH2O.com)를 방문하세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DWRWorkshops@
GwinnettCounty.com 으로 보내주세요.
678.376.7193 으로 전화주세요.

자원 보호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깨끗한 도로들을 만드는 Adopt-a-Road 프로그램
Adopt-a-Road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지정된 도로를 깨끗이 청
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둡고 더러운 지역에서는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감소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기가 쉽습니다. 쓰레기 방
지, 시민 참여 확대 및 지역 미화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Gwinnett Clean & Beautiful 및 귀넷 카운티 교통부가 함께하는
Adopt-a-Road 프로그램은 전국 카운티 협회로부터 상을 받은
우수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카운티 내 도로를 따라 버려진 쓰레기 및
불법 표지판을 안전하게 수거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도로를 청소하면서 자원 봉사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교류하고,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다음의 5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 원하는 도로를 선택하거나 GC&B가 추천하는 도로를
지정받습니다.
• 공식적인 Adopt-a-Road 계약서를 검토힌 후 서명합니다
• GC&B에 연락해서 참가 허가를 받고 지정 도로 지점을
확인합니다
• 연간 청소할 4개의 도로 중 첫 번째 도로를 청소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청소 용품들을 제공 받습니다
• 청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커뮤니티와 결과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관리한 도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GC&B이 인정하는 공공 도로의 공식
관리인으로서 함께 활동하는 그룹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받게 됩니다. Adopt-a-Road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 신분은
GwinnettCB.org를 방문하여 “Programs” 에서 “Adopt-aRoad” 찾아 클릭하세요.

행사
귀넷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의 필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강의, 워크숍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gwinnettcountyevents.com을 참조하세요.
Walk the Talk
1월 11일 오전 8시
Alexander Park
800 Old Snellville Highway, Lawrenceville
Foam Blaster Turf War
1월 11일 오후 5시
Shorty Howell Park Activity Building
2750 Pleasant Hill Road, Duluth
The History of Moonshine in the South
1월 15일 오후 6시
OneStop Centerville
3025 Bethany Church Road, Snellville
Harriet Tubman One Woman Show
1월 17일 오전 10시
Bethesda Park Senior Center
225 Bethesda Church Road, Lawrenceville

알아두세요

귀넷 카운티 공공도서관(GCPL) 로렌스빌,
스와니 지점, 정기 시간외 운영 서비스
귀넷 카운티 공공 도서관은 북미 최초, 정기 운영시간 외에도
셀프 서비스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서비스
프로그램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로렌스빌과 스와니 지점에서 시행 중이며
18세 이상의 정규 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노크로스 지역에
위치한 Bibliotheca사에서 개발한 오픈 액세스 서비스는 주민
들의 도서관 출입 , 셀프 서비스 자동화 기기 (Kiosks), 공공
컴퓨터, 조명, 경보 및 고객 안전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보안 카메라가 시설을 모니터링를 하게되며, 고객은 입구에서
도서관 회원증을 판독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도서관
건물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픈 액세스는 도서관 개장 전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도서관 폐장 후 오후 8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가능합니다.
오픈 액세스 서비스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전화 상담 서비스(770.978.5154)로 문의하시거나
로렌스빌, 스와니 도서관을 방문하세요.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공공안전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시행 준비

올 연휴 쇼핑기간에도 안전에 유의하세요

미국 인구조사국은 1월부터 알래스카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센서스 인구 조사의 날인 2020년 4월 1일까지 모든 가정은
2020 인구 조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응답은 온라인, 전화 그리고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국 직원이 캠퍼스, 시니어센터 및 기타 공공 기관 및 장
소들을 방문하기 시작하며, 5월에는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집을 인구조사국 직원이 방문하고, 2020년 12월에는 인구
조사국이 의회와 대통령에게 인구조사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

귀넷 카운티 경찰국의 연휴 특별 기동대 (Holiday Task
Force)는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기
간까지 카운티의 주요 상점과 쇼핑 센터 주변에 경찰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

연휴 기간에 쇼핑을 할 때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

귀중품이나 선물은 트렁크와 같이 닫힌 공간에 보관하고
차량에 보이는 채로 두지 마세요

•

밝은 곳에서 주차하고 차에서 타고 내릴때, 걸을때는 주변을
살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재활용 수거

•

지갑에 쇼핑에 필요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사회보장카드
및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

지갑 또는 가방을 가지고 다닐 때는 가방의 끈을 어깨 위로
교차시켜 안전하게 매세요

•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럿이서 쇼핑하세요

•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 발급
회사에 연락하세요. 발급사 전화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

영수증을 신용카드 명세서와 비교하세요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이 보이는 경우 911에 전화하세요

12월 26일에서 1월 20일 사이 연말에 사용한 상록 침엽수를
지정된 장소에 버려 재활용해 주세요. 매년 실시되는 Bring
One for the Chipper event 행사를 통해 수거된 나무들은
1월 25일에 기기를 통해 분쇄되어 나무와 식물들의 뿌리를
덮는 mulch로 변신 카운티 내 공원들을 관리하는데 사용 되
어 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귀넷 카운티 소방서에서 매일
24시간 수거하며 다른 지정 장소들도 각각의 운영시간 동안
나무를 수거합니다. 나무를 버릴 수 있는 장소 정보나, 1월 25일
베데스다 공원 (Bethestha Park)에서 열리는 분쇄 행사 자원
봉사자 등록 정보는GwinnettCB.org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넷카운티, 조지아 교통국(GDOT) 측에
I-85 도로 개선 방안 요청
귀넷카운티와 조지아 교통국 (DOT)는 I-285와 I-985 사이
I-85 간선 도로 관련 연구를 통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운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입
니다.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광범위한 잠재적 방안들이
결정, 채택될 것입니다. 12월 지역 행사들과 2020년 1월과
2월에 열리는 주민 공청회에서도 논의가 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85study.com을 참고하세요.

귀넷 시니어 교육센터 컴퓨터 교실
2020년 1월 7일과 9일 양일간 시니어 컴퓨터 교육 클래스
등록을 받습니다. 귀넷 시니어 교육센터(Senior Learning
Center)의 숙련된 강사와 코치들은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실습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12월 초
부터 시작되는 수업과 관련한 온라인 등록은 gsrlc.org를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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