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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정부 커넥션 뉴스레터

2020년 3월호

특집 기사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샬럿 내시 위원장, 카운티 의정 연설에서 낙관적 입장 표명 및 
도전 과제 강조
귀넷 행정위원회 샬롯 내시 위원장은 그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카운티 의정 연설에서 카운티의 향후 지도자들이 귀넷의 도전 
과제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시 위원장은 주요한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유년기의 문해력”
에 대해 언급하였고, 낮은 문해력은 지역사회 내의 많은 문제들의 
발생을 야기한다고 덧붙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 지원 및 참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귀넷 카운티 공립 도서관이 문해력의 향상에 더욱 집중하고, 
카운티 공원과 여름 캠프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시 연설의 중점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귀넷의 급증하는 인구 수에 따른 적절한 물 공급을 위해 

귀넷의 워터 타워(수자원 연구 및 교육 센터)를 부분적으로 
활용

• 귀넷의 장기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등의 이동성 보장

• 귀넷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 및 확보하여 
뛰어난 공공안전을 유지

• 수백 마일의 보도 설치를 위한 카운티 트레일 마스터 플랜 
구현

• 카운티의 채권 등급을 엄격한 Triple-AAA등급으로 유지 하는 
등의 카운티 예산의 책임있는 관리

센서스 인구 총조사에 참여하시고, 센서스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3월 중순경 센서스국은 인구총조사 설문지를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인구총조사에 참여, 센서스국에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쉽고, 중요하며 안전합니다만 센서스 기간동안 
개인정보를 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센서스 국에서는 참여를 독촉하는 개인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은행 구좌번호, 신용카드, 또는 기부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센서스국 인구총조사 담당관이 추후 집계를 위해 집을 방문하면, 
상무부의 인증마크와 센서스 업무 만료일, 담당관의 사진이 포함된 
센서스국 신분증 배지를 확인 요청하십시오. 담당관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담당관 사칭, 의심 행위를 신고하려면 800.932.8282
번으로 전화하세요. 
귀넷은 로렌스빌의 커뮤니티 가든을 위해 $10000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와 로렌스빌 시는 푸드웰(Food Well Alliance)로부터 
로드 조던 공원 (Rhodes Jordan Park)의 새로운 커뮤니티 
가든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신선한 야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도록 $10000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 내 도시 텃밭을 만들고 도시 농업 개발 플랜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지원금으로 이 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해당 
지역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강의 및 
행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4월 18일 귀넷카운티 다문화 축제 
귀넷 경찰, 카운티 각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모여든 
커뮤니티들의 문화와 다양성을 알리고 즐기는 연례 귀넷 카운티 
다문화 축제 및 카운지 정부오픈 하우스가 4월 18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버클리 호수의 핀크니빌 공원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전시품과 문화 공연도 구경하고, 
카운티 부서 담당 직원들도 만나 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울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정보는 770.513.5119
번으로 문의하세요.
세무서로부터  2020년 주택가치 평가 통지서 발송  
주거 및 상업용 2020년 주택가치 평가 통지서가 4월 3일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연례 평가 통지서는 
세금 청구서가 아닙니다. 통지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한 
해당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 감정 가격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감정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Gwinnett-Assessor.com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PT311A 
주 이의제기 양식을 작성하여 세무서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원 보호

텍스커미셔너

2020년 3월 물 워크숍

공공안전

귀넷의 연구 및 교육 센터인 워터 타워는 2020년에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물 연구 및 교육 센터인 워터 타워(Water Tower)는 공공 
소유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물 전문가 
교육을 2020년에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워터 타워는 연구 단체, 대학 및 국제 협회와 협력하여,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물의 발견, 정화, 재사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물 전문가들에게 
신기술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워터 타워 현장 교육 
센터는 올해 4분기에 개장합니다.
워터 타워의 창립 파트너인 조지아 물전문가협회(Georgia 
Association of Water Professionals)는 귀넷 카운티 수자원부 
및 민간 부문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예비 운전자가 
실무 경험을 쌓고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전문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탄탄하게 짜여진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할 것입니다.
워터 타워는 추적 관찰되는 환경의 속의 실제 사례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교실을 현장 학습과 
연결합니다. 유틸리티 운전사 자격 시험은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워터 타워의 교육 과정은 어려운 특정 영역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시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터 타워는 인증된 운전자의 신기술 및 기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지보수 기술자, 하수 처리 및 하수 실험실 

이번 세금 시즌에 사기를 조심하세요
세금 시즌에는 환급 받은 돈을 속여서 가로채고, 있지도 않은 
미납된 세금을 내라고 겁주는 사기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공무원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속여서 돈을 
가로채거나, 그들의 은행 계좌에 접근합니다. 심지어 발신자가 
IRS(국세청)인 것처럼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만들어 속이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은 전화를 걸어,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톤으로 밀린 
세금이 있으니 갚아야 한다면서 즉시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금처럼 거래되는 직불카드 또는 은행 송금을 
선호합니다.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선불 직불카드, 선물카드 또는 은행 송금을 사용하여 즉시 

지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 지불하지 않으면 즉시 체포한다는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 질문이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은 채 지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화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번호를 불러달라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발신자에게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를 주지 마세요.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877.FTC.HELP로 전화하거나 
ftc.gov/complaint를 방문하세요.

홈스테드 면제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줄이세요!
재산세 금액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s)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한 해의 1월 1일부터 
집을 소유하고 실 거주를해야 합니다. 홈스테드 면제 외에도 
다양한 특별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GwinnettTaxCommissioner.com/Exemptions를 
방문하세요. 4월 1일은 모든 세금 면제 신청 마감일입니다.

4월 물 워크숍
봄 맞이 대청소

가정 유해 폐기물 관리
4월 14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Suwanee Library, 361 Main Street, Suwanee 
가정내 유해 물질을 식별하고, 관리와 폐기처리하는 방법을 가정내 유해 물질을 식별하고, 관리와 폐기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세요.배우세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Gwinnetth2o.com에서 참여하기(Get Involved) 페이지를 
방문하세요방문하세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이메일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으로 보내주세요로 보내주세요



GWINNETT COUNTY CONNECTION

귀넷 카운티 커넥션 (카운티 정부 공식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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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OST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목적판매세 관련 정보

쇼티 하웰 공원의 다목적 필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예정
쇼티 하웰 공원 내에 다목적 필드를 더 많이 활용하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선 프로젝트가 실시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4월에 시범적으로 시작되어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65만 달러의 규모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버뮤다 
잔디를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고 내구성이 뛰어난 합성 잔디로 
교체합니다. 천연 잔디는 유지 보수를 매일 해 주어야 하는 반면, 
인조 잔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드 조명을 기존 조명에 비해 밝기, 
수명, 및 전기 효율성이 더 뛰어난 LED 설비로 교체합니다.
특히, 이 개선 프로젝트로 어두웠던 연습장에 더 많은 LED 
조명기구가 설치되고, 새로운 콘크리트 관람석 패드와 산책로, 
피크닉 테이블, 팀 벤치, 축구 및 미식축구 골대가 설치됩니다. 
이 개선 프로젝트는 2017 SPLOST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텍스커미셔너
국가 도서관 주간 
국가 도서관 주간(National Library Week)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하는 도서관, 
사서 및 도서관 직원들의 가치있는 역할을 알리고 기념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올해의 주제인 “도서관에서 내 자리 찾기 Find Your 
Place at the Library”는 오늘날 도서관이 단지 책만을 읽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 임을 말해줍니다. 
도서관에서는 여권을 신청하거나, 주립 공원 입장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GED 및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거나, Learning Labs를 
사용하여 창업 아이디어와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 도서관 주간인 4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귀넷 카운티 공공 
도서관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행사
귀넷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의 필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강의 및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GwinnettCountyEvents.com 에서

확인하세요.

A COLORFUL EFFS-PERIENCE (부활절 계란 데코) 
4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Rhodes Jordan Park 
100 East Crogan Street, Lawrenceville

HAIKU AND BREW (차 내리기) 
4월 17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Norcross Senior Center 
5030 Georgia Belle Court, Norcross

SPLISH SPLASH NIGHT (야간 수영) 
4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Mountain Park Aquatic Center 
1063 Rockbridge Road, Stone Mountain

MASTER GARDENERS ASSOCIATION PLANT SALE (모종 판매) 
4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Lilburn Branch 
Gwinnett County Public Library 

4817 Church Street Northwest, Lilburn

COOKING ON THE PLAZA: CANNING 101 (피클 만들기) 
4월 30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Gwinnett Environmental and Heritage Center 
2020 Clean Water Drive, Buford

스마트폰으로 수도요금을 내세요
스마트폰으로 Gwinnetth2o.com에서 간단하게 
수도요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또는 
어카운트 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일회 
납부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