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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새롭게 선출된 행정위원회 의장 및 커미셔너 소개 
새롭게 선출된 행정위원회 의장 니콜 러브 헨드릭슨, 1지구 
커미셔너 커클랜드 카든, 3지구 커미셔너 재스퍼 왓킨스 3세가 
지난 12 월 말 취임식을 통해 선서를 하고 취임했습니다.

헨드릭슨은 2015년에 커뮤니티 아웃리치 부 (Community 
Outreach Division) 국장으로 카운티 정부에 임명되기 전 귀넷 
보건복지연합회 (Gwinnett Coalition for Health & Human 
Service)의 부국장을 역임했었고 커뮤니티 아웃리치 부의 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Gwinnett 101 Citizens Academy), 의장과 
함께하는 Dinner & Dialogue, 귀넷 청소년위원회(Gwinnett 
Youth Commission)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카든은 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 졸업생입니다. 카든은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주 및 지방 정부가 교통 계획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행하는 데 많은 역활을 해왔습니다. 카든은 2017년 둘루스 
시의회 시의원에 선출되었으며 둘루스 도시개발청(Duluth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 
기술자로도 일했습니다. 

왓킨스는 핵약학 전문 약사로서 Watty Consultant, LLC의 
수장이자 컨설턴트입니다. 육군에서 중령으로 은퇴했고 수훈장
(Legion of Merit)을 받았으며, 9/11,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앤드류에 대한 대응책을 편성하고 대처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1월, 국가 라돈 대처의 달 
환경보호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1월을 전국 
라돈 대처의 달(National Rradon Action Month)로 지정했습니다. 
라돈은 무취, 무미, 방사성 가스로서 미국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GCGA.us/Radon을 방문하여 라돈 검사 키트를 15불에 구매한 
후 집을 검사하고 건강을 지키세요. 1월 동안 온라인 쿠폰 코드 
NRAM2021을 사용하면 5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네스 벨트란(Ines Beltran)에게 678.377.4014
번으로 전화하거나, Ines.Beltran@GwinnettCounty.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귀넷카운티 존 루이스 기념행사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귀넷카운티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의 
아이콘 존 루이스 전 연방하원의원을 기리는 특별 온라인 행사를 
오는 2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 합니다. 
니콜 헨드릭슨 카운티 의장, 지역 4구 커미셔너 말린 포스크 및 여러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 모든 미국인들의 자유와 존엄성, 평등과 
인권을 위해 평생을 이바지 해온 그의 삶과 희생, 업적에대해 나눌 
예정 것입니다. 존 루이스는 1963년 3월 워싱턴 행진을 주관했던 
인권운동의 거목, 6명의 지도자들 중 하나로82세의 나이로 타계할 
때까지 33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으로 헌신했습니다. The Impact of 
John Lewis 행사는 귀넷 카운티 페이스 북 페이지Facebook.com/
GwinnettGov  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카운티, 촉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 승인  
행정위원회는 최근 디캡 카운티와의 경계선을 따라 US 78번 
도로에서 분리된 카운티의 남부 간선 도로변의 이전 올림픽 
테니스 센터 부지에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Fuqua 
Acquisitions II, LLC와의 협상을 승인했습니다.
  
Fuqua Acquisitions는 다세대 주택, 대형 식료품점, 일부 외부필지 
구조물 및 일부 메인 스트리트 유형의 상점과 매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카운티는 이 프로젝트가 2022년 말까지 완공될 걸로 
기대합니다.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은 협상을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Fuqua는 
피치트리 코너스 타운센터(Peachtree Corners Town Center)
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본거지인 트루이스트 공원의 배터리
(Battery) 소매 부분 등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를 개발했으며, 현재 
조지아몰 근처에 The Exchange @ Gwinnett을 개발 중입니다.



2020년 3월 물 워크숍
물 관련 유용한 정보

수질에 관해 알아보기
수자원 웹사이트에서 귀넷의 수질을 보호하고, 가정에서 물을 
절약하고, 배관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Gwinnetth2o.com에서 ‘교육받기(Get Educated)’

를 클릭하면, 누출 탐지, 정화 시스템, 지방, 기름 및 그리스 막힘 
등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 보호
추운 날씨에 대비해 파이프를 절연 처리하세요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적절히 절연 
처리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절연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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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칫거리를 방지하세요.
• 다락방, 배관용 좁은 공간 및 지하 천장의 파이프를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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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집 안팎의 파이프를 절연하게 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수리 비용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절약 및 누수 방지 관련 자세한 정보는 DWRConserve.com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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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세금 혜택 – 교육 세금 면제 및 배기가스 테스트 면제
귀넷 카운티내 고령의 시민분들은 일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65세 이상이고 과세 대상 소득이 $100,552 
미만인 대상자는 노인대상 교육 세금 홈스테드 면제(Senior 
School Tax Homestead Exemption)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 면제는 65세 이상의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차량 연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되고 연간 5,000마일 
미만을 운전하는 경우 제공됩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려면 
GwinnettTaxCommissioner.com/Seniors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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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OST 특별목적판매세
피치트리 리지 공원 업그레이드
 귀넷 카운티 공원과 레크리에이션(Gwinnett Parks and 
Recreation)은 피치트리 리지 공원의 노후된 놀이터와 
구장을 더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에는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야구장의 고무 트랙 
타입 바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전히 
휠체어로 접근도 가능하면서 다른 어린이들이 필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선수 대기석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휠체어 공간이 지정됩니다. 필드가 150 피트로 축소됩니다.

피치트리 리지 공원 야구장도 대폭 업그레이드됩니다. 
놀이터에는 새 클라이머, 그네 및 미끄럼틀은 물론 더 많은 
그늘막과 인조 잔디 바닥이 조성됩니다. 대형 다인용 로커와 
지면 높이의 스피너는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 게임에는 직경 10 피트 원 안에 지상 8개의 스테이션이 
포함됩니다. 60 인치 단면의 슬라이드는 슬라이딩을 마친 
아이가 다시 휠체어로 돌아갈 수 있게 공간이 넓습니다. 다른 
놀이 기구로는 소방차 클라이머, 다중 높이 트리플 슬라이드, 
다인용 바구니형 그네 등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공사는 2021년 봄에 완료될 예정이며 비용은 
2017 SPLOST에서 제공됩니다.

귀넷 서비스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나눠 보세요
#ListenToGwinnettMoms 캠페인을 통해 귀넷 엄마들은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함께 극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페인 첫날부터 엄마가 셋을 세기 전에 아이가 손을 씻고 
세균 감염을 예방하게 한다는 조언부터 다양한 지혜를 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최고의 “
마미즘(모성주의)”이나 격려의 말을 공유해 주세요. 제공하신 
조언은 향후 #ListenToGwinnettMoms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지혜를 GCGA.
us/Momisms에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자세한 정보와 
COVID-19 자원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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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넷 경찰, 인증 획득
귀넷 카운티 경찰국(GCPD)은 공공 안전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최적 표준인 법 집행기관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Inc., 
CALEA)로부터 9번째 인증을 받았습니다. 

GCPD는 1993년에 처음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국 18,000여 
개의 법 집행기관 중 약 4%가 CALEA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CALEA 인증을 받으려면 정책, 절차,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 집행을 촉진하는 400개 이상의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CALEA는 1979년에 국제경찰청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전국유색인경찰간부기구
(National Organization of Black Law Enforcement 
Executives), 전국보안관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경찰간부연구포럼(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에서 설립한 독립적인 국가 인증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