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 차타후치강 보도교 비용 지원귀넷, 차타후치강 보도교 비용 지원

귀넷카운티 행정위원회(Gwinnett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는 최근 차타후치강의 기존 경간을 
새로운 다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했
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들은 로저스 브리지 로드 
근처에 위치한 이 다리를 통해 둘루스와 존스 크릭의 
공원과 산책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귀넷 카운티, 풀턴 카운티, 둘루스와 존스 크릭시는 
조지아 교통부와 애틀랜타 지역위원회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 약 $350,000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루스가 관리하는 이번 건설 공사는 
2020년 말에 시작 2022년 중반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귀넷 카운티의 자금 할당액은 2014 SPLOST
에서 지원됩니다. 귀넷 카운티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GwinnettSPLOST.com을  
방문하세요. 

2020년 2월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선거 시즌입니다. 유권자 등록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다가오는 선거 일정들을 
달력에 미리 표시하세요.

대통령 선호 후보자 예비 선거: 3월 24일 
총 선거 경선 및 비정당 선거: 5월 19일 
총 선거 경선 및 비정당 선거 결선 투표: 7월 21일 
총선거: 11월 3일 
주 총선거 결선 투표: 12월 1일 
연방 총선거 결선 투표: 1월 5일

2월 24일은 3월에 있을 대통령 선호 후보자 
예비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mvp.sos.ga.gov에서 귀하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고, 투표소 위치와 투표 
용지를 확인하세요. 조기 투표 및 부재자 투표 
정보는 GwinnettElections.com에서 확인하세요.

GWINNETT COUNTY

Connection
귀넷 카운티 정부 커넥션 뉴스레터

특집 기사 SPLOST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목적판매세 관련 정보

텍스커미셔너 

홈스테드 면제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공제)를 홈스테드 면제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줄이세요!신청해서 세금을 줄이세요!

재산세 금액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s)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신청한 해의 1월 1일부터 집을 소유하고 
실 거주를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려
면 GwinnettTaxCommissioner.com/Exemptions를  
방문하세요. 4월 1일은 모든 세금 면제 신청 마감일
입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고 수자원을 보호하세요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고 수자원을 보호하세요
!!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는 것은 귀넷 카운티 수로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귀넷 카운티의 수질 오염의 주범입니다.

애완동물 소유자가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흐르는 빗물에 배설물 입자가 휩쓸려 빗물 
배수구나 하천, 연못, 강, 호수로 바로 흘러들어갈 수 있
습니다. 작은 입자 몇 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비가 오는 동안  주변의 애완 동물들의 모든 배설물도 함께 
씻겨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귀넷 동물 복지 및 집행 기관(Animal Welfare and En-
forcement)에 따르면 귀넷에서 약 10만 가구가 최소 1마
리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빗물 배수구에
는 필터가 없어서 바로 자연 수로로 흘러가게 되며, 이는 
애완동물의 배설물들이 우리가 수영하고, 낚시하고, 보트를 
타며 즐기는 곳까지 흘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애완동물 배설물에는 분변계 대장균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유해 박테리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변계 대장균의 영향을 받은 수로와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은 애완동물 배설물에 의해 존재하는 질병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 배설물이 물에서 분해
될 경우,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거나 암모니아 수준을 
높여 물고기와 기타 수생 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줍니다.

공원에서, 뒤뜰에서 그리고 주변 산책 시에 애완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워주세요! 이것은 귀넷 카운티가 건강한 수로
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길입니다. 
귀넷의 빗물 및 오염 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Gwinnetth2o.com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원 보호 행사

귀넷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의 필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귀넷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의 필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강의 및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시고  강의 및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GwinnettCountyEvents.com 에서  에서  
확인하세요.확인하세요.

Retro Game Night
3월 10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Norcross Senior Center
5030 Georgia Belle Court, Norcross

Shamrocks and Shenanigans
3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OneStop Buford
2755 Sawnee Avenue, Buford

Seek and find
3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Rhodes Jordan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100 East Crogan Street, Lawrenceville

Family Game Night
3월 27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Gwinnett Historic Courthouse
185 Crogan Street, Lawrenceville

Weekend in the Wild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DeShong Park2859 North DeShong Road,  
Stone Mountain

Breakfast and Baskets
3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Prime Timers Pointe at George Pierce Park
55 Buford Highway, Suwanee

2020년 3월 물 워크숍 2020년 3월 물 워크숍 
누수 수리

3월 12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Conference 
Room C 75 Langley Drive, Lawrenceville

3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Collins Hill Library 

455 Camp Perrin Road, Lawrenceville
가정에서 누수를 검사하고 찾고, 

직접 수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Gwinnetth2o.com 참여하기(Get Involved) 페이지에
서 신청하시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DWRWork-

shops@gwinnettcounty.com으로 보내주세요 
678.376.7193번으로 전화주세요



귀넷 카운티 커넥션 (카운티 정부 공식 뉴스레터)귀넷 카운티 커넥션 (카운티 정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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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신가요? 

전화 678.376.6700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공공안전

센서스국 인구 총조사 설문지 발송 예정 센서스국 인구 총조사 설문지 발송 예정 

3월 중순경 센서스국은 인구총조사 설문지를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인구총조사에 참여하는 것
은 쉽고, 중요하며 안전합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는 처
음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인구 
총조사 설문에 응답할 수 있게되습니다. 귀넷의 공공  
도서관에서 무료 Wi-Fi 및 컴퓨터를 이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도 9가지 질문의 설문
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 계수는 입법 및 의회  
지구를 구성하고, 연방 및 주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분배
할 것 인지 결정하고(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자원과 서
비스가 제공됨), 주요 정책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
칩니다. 인구조사에 기록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귀하의 정보는 통계 수치로만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Census.gov를 참고 하십시요.

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 신청 접수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 신청 접수

12주 프로그램인 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Gwinnett 101 
Citizens Academy)에서 귀넷 카운티 정부가 부서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정책이 다뤄지는지를 알아보세요. 
참가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카운티 리더
들과와 함께 카운티 시설을 방문합니다. Gwinnett101.
com에서 3월 1일까지 봄학기 프로그램에 지원하세요.  
수업은 4월 9일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대상 8주 여름  
리더십 프로그램인 귀넷 청소년위원회(Gwinnett Youth 
Commission)에서도 4월 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9일 가정용 유해 폐기물 수거 행사 2월 29일 가정용 유해 폐기물 수거 행사 

봄을 맞이하여 2월 2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귀넷 카운티 페어그라운드에서 가정용 유해 폐기물  
수거 행사가 열립니다. 살충제, 세제 및 기타 독성 제품
을 올바르게 버려주세요. 허용되는 품목과 수량에 관한  
정보는 GwinnettCB.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량 하역을 돕는 자원봉사 신청은 VolunteerGwinnett.net
에서 등록하세요.

수도요금 청구서 변경 내용수도요금 청구서 변경 내용

3월 중순부터 수도요금 청구서가 새로워집니다! 다채로
운 색상과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청구서 상단에 중요한  
공지 사항들을 나열하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사용량을 
그래픽으로 표시하여 수도 사용 내역을 한눈에 알아보
실 수 있습니다. 청구액과 잔액 내역도 쉽게 찾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보완됩니다.. 귀넷 카운티 Connection 뉴스
레터도 곧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가정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가정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한 가스로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심한 경우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은 두통, 메스꺼움, 혼동, 현기증, 
피로 등을 동반하여 독감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집 밖으로  
나와,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911로 전화하여 일산화
탄소 누출과 중독 증상을 신고하세요.

다음은 가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요령입니다.
• 모든 가정 난방기기는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매년 인증받은 전문 기술자에게 점검받
으세요.

• 침실 근처의 복도와 집 안의 층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세요.

• 연료 연소 캠핑 장비 또는 발전기와 같은 휘발유를 
사용해야하는 도구나 엔진을 건물이나 텐트 내부
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 차고에서 차량을 예열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수도요금을 내세요.스마트폰으로 수도요금을 내세요.

스마트폰으로 Gwinnetth2o.com에서 간편하게 수도
요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또는 어카운
트 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