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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행정위원회, 경찰 시민자문위원회 설립 
귀넷 카운티 경찰국(GCPD)은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투명성, 무력 사용, 교육 및 불만 처리와 같은 문제에 지역 
내 의견을 제시해줄 시민자문위원회(Citizens Advisory Board)를 
설립합니다.

시민자문위원회는 커뮤니티 내 다양한 단체의 대표 11명으로 
구성되며 경찰국, 카운티 행정부, 행정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와 경찰국이 염원하는 공공 안전 함양을 위해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민자문위원회는 국가 표준, 모범사례, 현재 진행 중이고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연구 및 타 지역 사례를 고려하면서도 귀넷 
카운티 내 커뮤니티 중심의 치안 관행, 투명성, 전문성, 책임, 
커뮤니티 포용, 공정성, 효율성 및 공공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정보를 얻고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민자문위원회는 활기차게 연계되는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비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Harvest Gwinnett, 6곳의 새로운 장소에 커뮤니티 가든 조성
텃밭을 일구고 싶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Harvest 
Gwinnett 커뮤니티 가든 프로그램은 기존의 3곳 가든과 추가로 
형성된 카운티 주변 6곳의 가든에 대한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4피트X 8피트 규모의 텃밭이 제공되며, 신청이 
다 찬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에 추가됩니다. 구획 당 비용은 연간 
$35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텃밭을 신청하거나 강좌 및 자원봉사 
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 보려면 LiveHealthyGwinnett.com
을 참조하세요.

귀넷 101 및 귀넷 청소년위원회, 신청서 접수 중
카운티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12주간의 프로그램인 
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Gwinnett 101 Citizens Academy)
에서 귀넷 카운티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정책이 다뤄지는지 
알아보세요. 참가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카운티 리더와 
대화하고 카운티 시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월 2일까지 
Gwinnett101.com 양식을 작성해서 봄 세션을 신청하세요. 
강좌는 4월 1일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대상 8주 여름 리더십 
프로그램인 귀넷 청소년위원회(Gwinnett Youth Commission)
에서 4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두 프로그램 강좌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당 15명이 정원입니다.

귀넷 대중교통, 모바일 티켓 서비스 제공
귀넷 카운티 대중교통 이용자는 이제 휴대폰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현재 계속되는 
팬데믹 기간 동안 탑승자, 운전자 및 표면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App Store 및 Google Play에서 Token Transit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모바일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월까지 앱에서 첫 구매 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 
확인을 위해, Token Transit 앱에 고객 스마트폰의 Bluetooth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다음, 모바일 티켓을 감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대시보드의 유효성 검사기 근처에 대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메트로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Xpres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리즈 카드(Breeze Cards)와 현금은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CTransit.com을 방문하거나 
770.822.5010번으로 전화하세요.



2020년 3월 물 워크숍
WEBEX를 통한 DIY FIX-A-LEAK 온라인 워크숍

집에서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 간단한 DIY 수리, 누수를 수리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Virtual Fix-a-Leak 
워크숍은 3월 16일 오후 1시와 3월 18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Gwinnetth2o.com에서 등록하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

으로 보내거나, 678.376.7193번으로 전화해서 등록하세요.

자원 보호
배수구를 검사하고 물을 보전하세요
빗물 배수 시스템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수와 달리 
빗물은 환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청소되거나 처리되지 
않습니다. 빗물 배수구로 유입된 물은 자연 수로로 흘러 갑니다.

빗물 배수구로 가는 동안 빗물에 잔해물과 오염물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잔해물로 빗물 배수관이 막혀 실제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빗물에 유입된 오염물질이 수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로운 오염으로부터 수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빗물 배수 
시스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거리, 특히 배수구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웁니다.
• 어떤 것도 배수구에 버리지 않습니다.

빗물 외에 배수구에 버리거나 유입된 것들은 불법 방류로 간주되어 
카운티의 불법 방류 및 불법 연결 조례(Illicit Discharge and 
Illegal Connection Ordinance)에 의해 금지됩니다. 모든 불법 
방류에 대해서는 678.376.7000번으로 수자원부에 신고하세요.

공공안전
추운 날씨에 대비해 파이프를 단열 처리하세요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적절히 
단열 처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월동준비가 되지 않은 파이프는 
겨울철에 얼거나 파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프가 파열될 경우, 
수천 달러의 재산 피해가 생기며 물이 낭비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치를 통해 파이프 파열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세요.

실내 난방기기를 사용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다락방, 배관용 좁은 공간 및 지하 천장의 파이프를 단열 

처리합니다
• 따뜻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주방과 욕실 캐비닛을 열어 

둡니다
• 온도 조절기를 하루 종일 같은 온도로 유지합니다
• 실외 수도꼭지 위에 수도꼭지 덮개를 씌웁니다
• 집을 비우는 경우, 난방을 적어도 13도(화씨 55도)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위와 같은 월동준비 조치를 취하면, 적지 않은 수리비용이 
따르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고, 수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절약 및 누수 방지 관련 자세한 정보는 
DWRConserve.com를 참조하세요.

텍스커미셔너
홈스테드 면제를 신청하세요!
재산세 금액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s)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1월 1일 현재 귀넷에 주택을 
주 거주지로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1일까지 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
에서 신청하면 직원이 신청자의 자격과 상황에 따른 최적의 면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올해 4월 1일까지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면제된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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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유서 깊은 Hooper-Renwick School을 보존하기 위한 카운티, 
로렌스빌시 협력 사업
귀넷 카운티와 로렌스빌시는 수십 년 동안 흑인 학생들을 
위한 귀넷 유일의 공립학교였던 Hooper-Renwick School 
부지에 새 테마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 도서관 시스템 내의 테마 도서관으로서 
자원, 정보 및 문화 유물을 통합하고 1950년대와 1960
년사이 인종차별인 만연했던 시대에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이야기와 관련 물품등을 통해 귀넷 카운티의 인종차별 
철퇴와 관련된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넷 카운티는 SPLOST라고 불리는 특별목적판매세
(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를 사용하여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로렌스빌시는 3.8에이커의 부지를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도서관은 기존 시설의 11,400 
평방피트를 개조하고 약 13,600 평방 피트를 신규로 증축할 
것이며, 2층 입구는 Neal Boulevard 쪽을 향합니다.

귀넷 서비스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나눠 보세요
귀넷 엄마들과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 19로부터 감염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턱수염처럼 걸치거나 
코가 나오게 쓰면 안 됩니다. 마스크의 요점은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입자를 포착하여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막거나 다른 사람의 입자가 내게 흡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러스 입자는 COVID-19 바이러스에 
이상적인 수용체로 가득 찬 코를 통해 흡입됩니다. 따라서 올 
겨울 외출할 때는 스웨터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고, 거리를 유지하세요. 

자세한 정보와 COVID-19 자원에 대해서는 
ListenToGwinnettMoms.com을 방문하세요.

카운티 사무소는 연휴에 휴무합니다 
모든 귀넷 카운티 정부 사무소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운영 외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인 1월18
일에 문을 닫습니다. 사무실은 1월19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또한 사무실은 대통령의 날인 2월 15일에 문을 닫고 2월 16
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치안법원 판사는 양 휴일에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2021년 예산 승인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2021년 예산을 2020년보다 
3.7% 증가한 총 19억 1천만 달러로 승인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14억 7천만 달러이고 자본 개선 비용은 4억 4100만 
달러입니다. 

극한 추위에 대비한 난방 스테이션, 책임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책 서비스 성과 감사 등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위한 자금이 
추가로 마련되었습니다. 예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 인식 및 범죄 대응 센터, 신규 경찰 33명, 교통 관리 
네트워크 강화, 2곳의 새로운 공원, 새로운 Rowen 연구 단지, 
새로운 귀넷 기업가 센터(Gwinnett Entrepreneur Center) 
및 워터 타워 물 혁신 센터에 대한 자금이 포함됩니다.

2021년 예산 및 지원 문서는 GwinnettCounty.com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 컨시어지 프로그램을 통해 읽을 만한 책을 찾아보세요
새해 새롭게 읽을 만한 도서들을 찾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신다구요? 
귀넷 카운티 공립 도서관의 전문 직원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선호하는 책의 분야와 원하는 픽업 장소 등의 정보를 기본 
온라인 양식에서 작성만 하면 됩니다. 신청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문 직원이 최대 10권의 책을 선택, 추천합니다. 
책이 준비되면 책을 픽업하라는 알림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연령대나 특정 학년 수준의 책을 찾거나 
특정 장르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