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그 오피스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태그를 갱신하거나 취소하셔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
하거나 보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이제 매번 오피스에 
가서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조지아 세무국 (Department 
of Revenue) 의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센터 (eservices.drives.
ga.gov) 에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세요.

West Park Place 교차로 개량 공사

귀넷 카운티 교통국은 Stone Mountain 근처 Lilburn 남쪽에 위
치한 West Park Place 와 Rockbridge Road 의 T자형 교차로에 
운영 및 안전 관련 개량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는 동쪽 방면 West Park Place Boulevard 에서 북쪽 방
면 Rockbridge Road 로 좌회전 차선이 1개에서 2개로 확장됩
니다. Rockbridge Road 에서 북쪽 방면으로 가는 차량을 위해 
교차로를 통해 2개의 우회전 차선이 건설됩니다. Rockbridge 
Road 서쪽 West Park Place Boulevard 에 약 500 피트 길이의 
중앙 분리대가 추가되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분리시킬 
것입니다. 올해 말에 공사가 시작되어 2020 년 가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2.17 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2017 
SPLOST 프로그램의 자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Great Days of Service 행사에 등록하시고 여러분
의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해 주세요.

10 월 25 일과 26 일에 실시되는, 전국 최대의 자원봉사 행사
인 귀넷 보건 복지 연합회 (Gwinnett Coalition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20번째 Great Days of Service 날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참가자는 무료 급식 저장소의 선반을 정리하고, 정원을 가꾸
고, 쓰레기를 줍거나, 집을 보수하고, 오래 보관이 가능한 음
식들을 모으거나, 도서 배달 서비스를 하거나, 기타 여러 방
법으로 귀넷 커뮤니티내의 여러 기관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약 
100,000 명으로 추정되는 귀넷 카운티 사람들이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의 약 61%가 가정에 책이 
없으며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본인의 재능, 관심분야 또는 원
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봉사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작년 행사에서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451개의 프로젝
트에 참가하여 86 개 기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개인, 그룹, 
가족 또는 회사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려면 770.995.3339 으로 전화하거나 www.gwin-
nettgreatdaysofservice.org 를 방문하세요.

GWINNETT COUNTY

Connection
귀넷 카운티 정부 커넥션 뉴스레터 (10월호)

특집 기사 SPLOST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목적
판매세 관련 정보

텍스커미셔너



귀넷 관광청 Explore Gwinnett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의  

귀넷 카운티를 홍보합니다. www.exploregwinnett.com 에서 
모든 행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Intimate Apparel
11월 1일 - 11월 17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30 일요일 

오후 2:00
Lionheart Theatre Company 10 College Street, Norcross

Sinatra Forever 
11월 15일 - 11월 17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00

일요일 오후 3:00 
Buford Community Center

2200 Buford Highway, Buford

The Nutcracker 
11월 29일 - 12월 1일 금요일 오후 2:00 및 저녁 7:30

토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저녁 7:30
일요일 오후 2:00, 저녁 6:00 

Infinite Energy Center
6400 Sugarloaf Parkway, Duluth

Christmas Canteen 
11 월 14 일 - 12 월 23 일 화요일 - 토요일 저녁 8:00

토요일, 일요일 오후 2:30 
Aurora Theatre

128 East Pike Street, Lawrenceville

보호 운동 실천으로 물 절약, 돈 절약하기

귀넷 카운티의 지속적으로 번영과 성장에 따라 수자원의 중요
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레니어 호수가 
900,000 여 명의 주민들을 위한 주요 상수원이 되고 있는 가운
데 다양한 수자원 보호책을 통해 이 소중한 자원을 보존해야 하
며 주민들의 수도세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통해 물을 절약할 수 있습
니다. 우선, 집에 설치된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수도 장치를 교
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집에 오래된 수도꼭
지들과 같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1993 년 이
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은 플러시당 3.5 갤런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는 최신 모델보다 두 배 이상 물 소비량이 높습니다. 포말
기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분당 2-3 갤런의 물 소비를 분당 1.5 
갤런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 낭비 습관을 바꾸고 물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 양치할 때는 수도꼭지를 끄세요
• 식기세척기를 그릇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만 사용하세요.
• 세탁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세탁을하거나 세탁량에 맞춰 

물 수위를 조절하세요.
• 저수량 샤워 헤드를 욕실에 설치하여 수압을 낮추지 않고도 

물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샤워 시간을 줄이세요.
• 모든 싱크 및 크롤 공간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귀넷 카운티 수자원부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는 
화장실 누수 감지 염료 정제 및 수도꼭지와 샤워 헤드의 분
당 갤런을 결정하는 유량계 백이 포함된 무료 누수 감지 키트
를 제공합니다. 우편으로 키트를 받으시려면 dwrconserve@
gwinnettcounty.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678.376.6722 
로 전화하세요.

귀넷 도서관을 통해 디지털 도서관 eReads Kids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공 도서관은 유아(Pre-K)에서 4 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로 새로운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하
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감을 얻고,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
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Reads Kids 
라고 불리는 이 컬렉션에는 컴퓨터, 태블릿 및 스마트폰에 다
운로드할 수 있는 15,000 개의 소설 및 비소설 장르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카드와 PIN 으로 gwinnettpl.org 
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조기 독서는 성공적인 교육에 필수
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 학년 말까지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는 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퇴할 확률이 
4-6 배 더 높습니다.

자원 보호 행사

알아두세요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수자원부

2019 년 11 월 물  워크샵

수질 보호를 위한 요리방법

11월 14일 오후 1:00 - 오후 2:30 Rhodes Jordan Park

100 East Crogan Street, Lawrenceville

무료 워크샵에서 부엌에서 사용된 지방, 기름, 지방분, 넝마 
조각들이 어떻게 인근 수로를 오염시키고 수도관을 막는지 

알아보세요!

 3 가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www.GwinnettH2O.com)를 방문하세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이메일 DWRWorkshops@
GwinnettCounty.com 으로 보내주세요.

678.376.7193 으로 전화주세요.

귀넷 카운티 커넥션 (뉴스레터)

문의  Shaunieka.Taylor@gwinnettcounty.com

Gwinnett County Communications Division 
75 Langley Drive • Lawrenceville, GA 30046  
770.822.7180 • www.gwinnettcounty.com

수도세 관련 질문이 있으십니까? 

전화 678.376.6700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

10 월은 화재 예방의 달이며 귀넷 소방관들은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각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2가지 이상을 방법을 평소 숙
지하세요.

• 1년에 두 번 각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미리 연습
하세요

• 다목적 ABC 휴대용 소화기를 가까이에 두세요
• 화재 경보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 화재시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한곳에 모일 수 있는 장

소를 확보하세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아이들을 도울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아이들에게 스스로 화

재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일산화탄소를 견뎌내려면 몸을 최대한 낮추고 문이나 창문

으로 이동한 후에 탈출하세요.
• 위층에 갇힌 경우, 문 아래를 시트나 담요로 막으세요. 

HVAC 통풍구를 덮으세요. 젖은 타월로 얼굴을 덮고, 몸을 
낮춘 채 열린 창문 옆에서 밝은 색의 옷이나 기타 물체로 소
방관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911 에 전화해서 집 안 어디에 
있는지 본인의 위치를 알리세요.

무료 안전 정보를 원하시면 fireprograms@gwinnettcounty.
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678.518.4845 로 전화하세요.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공공안전

참전용사를 위한 카운티 연례 행사에 참석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하고 희생한 군일들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로렌스빌의 Gwinnett Fallen Heroes Memorial 에서 개최
되는 재향 군인의 날 (Veterans Day) 기념식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행사는 11월 11일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특별 연사
로는 조지아 군사 대학의 퇴역 육군 준장 커트 라우후트(Curt 
Rauhut)가 참석합니다.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는 정부, 기업, 학계 모든 곳
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미국 인구조사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 그리고 민간 
기업의 사업지 결정 등 수많은 곳에 광범위하게 적용, 사용됩
니다.

인구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 국가, 주 및 지방 내 지역 재구획
• 연방 및 주 차원의 수십억 달러 예산 배정
• 지역 경제 및 인구통계 동향 분석

귀넷 카운티의 모든 주민이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www.2020Census.gov 를  
방문하세요.

커리어 엑스포에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세요

귀넷 카운티 인사부는 11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까지 로렌스빌의 귀넷 사법 행정 청사 (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75 Langley Drive)에서 5차 연례 커리어 
엑스포 (Career Expo) 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무료 엑스포
를 통해 카운티 내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에게서 구직 정보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응시 가능한 구직 리스팅을 알아보려면 
www.GwinnettCountyJobs.com을 방문하세요.

미국 자원순환의 날 연례 행사를 통해 중고 물품들
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로렌스빌에 위치한 
Coolray Field 에서 미국 자원순환의 날
(America Recycles Day) 행사에서 전자제품, 타이어, 페인트, 
잉크 카트리지 등을 수거합니다.

오래된 운동화와 깨끗하게 사용한 옷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에
게 기증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모아주세
요. 오셔서 어린이를 위한 터치 트럭 등의 무료 키즈 액티비티
들을 즐기시고  재활용 수거업체들과 만나 정보도 공유하세요. 
선착순으로 다과 및 경품이 제공됩니다.

용지 분쇄는 복사기 용지 5상자까지 가능합니다. 페인트는 10 
갤런으로 제한되며, 타이어는 차량당 8개까지 재활용이 가능하
며, 딜러 타이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TV, 모니터 및 프린터를 
제외한 전자제품 재활용은 무료입니다.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
는 개당 현금 $15, 프린터는 개당 $5 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형 폐기물 콜센터(전화: 770.822.7141) 
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