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놀이터, 기타 편의 시설을 갖춘 알렉산더 공원 
2부지역 개장

State Road 124의 Lawrenceville 남쪽에 위치한 알렉산더 
공원의 새 구역이 개장하였으며 신설된 놀이터, 애견 공원, 
산책로, 추가 주차장, 화장실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2에이커 규모의 조경 프로젝트에는 2층 구조의 그물 등반 
놀이기구, 튜브 슬라이드, 다양한 종류의 그네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들을 위한 
놀이기구 준비된 작은 놀이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놀이터 
모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차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처진 2.2에이커의 애견 공원에는 민첩성 훈련 장비, 
식수대, 수돗가, 소화전 및 작은 개들을 위한 개별 공간이 있습
니다. 또한 새로운 347대의 주차 공간, 2개의 파빌리온, 공원의 
다른 구역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및 State Route 124의 새로운 
진입로가 있습니다. 

460만달러가 소요된 이 프로젝트는 2014년과 2017년 SPLOST 
특별목적 판매세 프로그램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2019년 11월호

교통심의위원회가 귀넷의 향후 교통 시스템을 
검토합니다
2040년까지 귀넷 카운티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는 향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귀넷 카운티의 교통 확충 방안에 
자문을 제공하는 시민단체인 귀넷 카운티 교통심의위원회
(Gwinnett County Transport Review Committee)를 
창설하는 결의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13인의 교통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귀넷 카운티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심의, 건의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카운티 위원회에 권고안이 담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입니다.

교통심의위원회는 Connect Gwinnet또한 심의하게 됩니다. 
Connect Gwinnet은 2018년 승인된 교통 계획에 관한 종합 
청사진으로 커뮤니티가 제안한 방안들을 포함, 다양한 운송 
유형시스템의 실현 가능성 외에도 증가하는 인구와 고용 창출
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운송 시스템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회의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과 회의록을 보려면 
www.gctransit.com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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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귀넷 카운티 정부 커넥션 뉴스레터 (11월호)

특집 기사 SPLOST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목적
판매세 관련 정보

텍스커미셔너

추수감사절이 생일이신가요?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온라인에서 재갱신하세요!

미리 온라인으로 또는 당일 Kiosk에서 태그를 재갱신 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Emissions) 테스트가 필요한지도 확인
하세요. 
태그 갱신 방법 및 태그 오피스 위치들을 알아보려면 
www.GwinnettTaxCommissioner.com을 참조하십시오. 

연휴에 태그 오피스를 방문하시려면 Lawrenceville 태그 
오피스가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영업합니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지방, 오일 및 그리스로 인해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통적인 가족 명절 요리의 상당부분이 지방, 기름, 그리스
(FOG)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FOG로 인해 하수구가 
막히거나 역류될 수도 있습니다.

하수 역류는 가정이나 공공 하수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공공 시스템의 역류
는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종종 이러한 역류는 그
리스를 싱크 배수구에 버릴 경우 생깁니다. FOG에는 고기 찌
꺼기, 샐러드 드레싱, 육수, 프라이용 기름, 버터밀크, 아이스
크림, 땅콩버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파이프에서 식어서  
굳으면 하수구가 막힐 수 있고 오염된 하수가 집, 마당, 거리 및 
지역 수로로 흘러 넘쳐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FOG로 인한 막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와 관련된 몇 가지 기본 규칙을 따르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막대한 수리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접시를 닦아주세요. 설거지를 하기 전에 종이 타월이나 음식물 
스크레이퍼로 접시, 그릇, 냄비, 프라이팬, 조리 공간에 남은 과
도한 드레싱, 양념, 음식물 음식 찌꺼기 및 부스러기를 닦아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찌꺼기 처리: 싱크 여과기나 바스켓을 사용하여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서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세요.
 
그리스 제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과 그리스를 식힌 후 
캔이나 유리병에 따로 붓어놓고 굳으면 버립니다. 

FOG로 인해 즐거운 휴가를 망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www.unclogthefog.com을 방문하세요.

귀넷 카운티 도서관에서는 직업 및 대학 시험  
준비를 위한 게일 코스 시험 준비 프로그램을를  
제공합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 도서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게일 코스, 테스팅 및 교육 자료센터 프로그램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에 준비, 대비하세요. 

게일 코스에는 GED, SAT, ACT, PSAT, GRE, LSAT, MCAT, 
TOEFL, 미국 시민권 등에 다양한 테스트들의 모의고사 연습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 
학비 및 장학금 지원 정보는 물론 이력서 작성, 인터뷰 및  
네트워킹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합니다.

자원 보호 행사

알아두세요

귀넷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을 필요를 위한 수많은 
이벤트, 강의, 워크숍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gwinnettcountyevents.com을 참조하세요.

홀리데이 기차 전시
12월 2일 ~ 1월 4일

George Pierce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55 Buford Highway, Suwanee

패밀리 스노우 데이
12월 6일 저녁 6시

Pinckneyville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4758 South Old Peachtree Road, Norcross

산타와 사진찍기
12월 14일 오전10시

Lucky Shoals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4651 Britt Road, Norcross

홀리데이 쿠키만들기
12월 18일 오전 9시

OneStop Buford
2755 Sawnee Avenue, Buford

산타와 수영하기
12월 21일 오전 11시

Bethesda Park Aquatic Center
225 Bethesda Church Road, Lawrence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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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관련 질문이 있으십니까? 

전화 678.376.6700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공공안전

센서스 인구총조사국이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
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년 마다 집계하는 센서스 
인구 총조사는 귀넷의 사업, 구획조정,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화, 우편 참여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
되는 온라인 작성을 통해 인구조사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습
니다. 3월 중순경, 센서스국(Census Bureau)에서는 2020년 4
월 1일 인구조사일까지 설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우편 초청
장을 전국적으로 발송합니다. 센서스 인구총조사 양식 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으시려면 301.763.INFO(4636)
나 800.923.8282 미 연방 센서스국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www.2020Census.gov를 
방문하세요.

이번 연말 연휴, 자원봉사에 동참해 주세요.

다가오는 연휴,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경험을 나눠주세요. Volunteer Gwinnett은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
는 적절한 자원봉사 기회를 만들고 찾아드립니다. Volunteer 
Gwinnett은 우리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함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운티 프로그램입니다.
 
자원 봉사 기회를 알아보시려면 www.volunteergwinnett.net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선거사무소에서는 다가오는 선거일에 투표를  
도와줄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카운티 유권자 등록 및 선거담당 부서에서는 2020년에 
치러질 공직 선거 투표를 도와줄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투표 담당 직원은 선거 절차의 
최전방에서 일하면서 소중한 업무 경험도 쌓고 보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주민들은 
www.gwinnetcountyjobs.com에서 투표 담당 직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주방 안전에 유의하세요

추수감사절은 요리 기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가정 화재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몇 가지 안전 정보를 따르면  
이러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요리하는 동안 자리를 뜨지 말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 스토브나 오븐에서 음식을 만들 경우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 아이들이 스토브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스토브가 
가열되어 있을시에는 아이들은 3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
야 합니다.

• 버너와 오븐은 사용이 끝나면 항상 바로 꺼주세요.
• 요리할때 사용한 전기 나이프, 커피 메이커 또는 믹서

의 전기 코드가 키친 카운터에 어지럽게 노출되어 있지  
않도록하세요

• 성냥과 라이터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 냄세를 제거하기위해 또는 조명을 위해 켜둔 촛불이 있는 
공간에는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 화염 경보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테스트 버튼을 눌
러 작동상태를 확인하세요.

•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두세요.

• 얼린 칠면조를 딥프라이어에 넣지 마세요.

• 집안에 딥프라이어를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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