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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행정위원회의 비전, 사명 및 핵심 가치 업데이트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최근 카운티의 향후 활동에 대한 비전, 
사명 및 핵심 가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칼빈슨 
정부 연구소(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와의 연례 
전략 계획 세션에서 새로운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비전: 귀넷은 모두가 번창하고 선호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사명: 귀넷은 탁월한 서비스를 통해 활기차게 연계된 커뮤니티를 
자랑스럽게 지원합니다.

핵심 가치: 
청렴성 – 우리는 정직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강력한 도덕적 원칙을 
준수합니다. 
책임성 – 우리는 책임 원칙, 투명성 및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둡니다. 
형평성 – 우리는 모두에 대한 공정성과 존중을 지닙니다. 
포용성 – 우리는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고 포용하고 통합합니다. 
혁신성 – 우리는 기술, 프로세스 및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귀넷, 임대 및 유틸리티 지원 제공
현재 카운티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RESET 2.0
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RESET 2.0에서는 향후 
임대료 또는 유틸리티 지원을 포함하여 임대료 또는 유틸리티 
연체(최대 12개월)에 대해 최대 15개월을 지원합니다. 연체 
대금은 집주인 및 유틸리티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됩니다. 지원금 
신청자는 귀넷 카운티의 세입자여야 하고,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며, COVID-19로 인해 실업 혜택의 수혜 
자격이 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어야 하며, 집에서 퇴거될 
위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자격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CGA.us/RentalAssistance를 방문하세요. 
세입자와 집주인은 GCGA.us/ProjectRESET2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넷 법원 서기 사무실, 유권자에게 신분증 종이 사본 무료 제공 
귀넷 카운티 법원 서기 사무실(Gwinnett County Clerk of Court)
은 향후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요청에 필요한 신분증의 종이 
사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는 유권자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합니다.

귀넷 주민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 서기 사무실로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상급 법원, 주 법원 및 치안 법원 서기(Clerk of Superior 

and the State and Magistrate Court): 75 Langley Drive, 
Lawrenceville

• 구치소 및 치안 서기 사무실(Detention Center and the 
Magistrate Clerk’s Office): 2900 University Parkway, 
Court Annex, Lawrenceville (2층)

• 소년 법원 서기 사무실(Juvenile Court Clerk’s Office): 115 
Stone Mountain Street, Lawrenceville 

유치원 등록 시기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5세가 되는 자녀를 2021-2022학년도 
유치원(Kindergarten)에 등록시키려면 다음의 간단한 2단계 
과정을 따르세요. 1단계: GCPS 웹사이트(bit.ly/GCPS21Kregis)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2단계: 5월 28일 이전에 학교와 만남 
일정을 잡아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 프로필을 작성하고, 자료를 
수령하고, 여름 활동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자녀의 새 
학교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찾아보시려면 
bit.ly/GCPSSchoolLocator에서 “내 학교 찾기(Find My 
School)”를 방문하세요.



자원 보호
빗물 유틸리티 요금으로 유지보수 비용 지불
2006년 이래, 빗물 유틸리티(Stormwater Utility)는 수자원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하는 수많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작년 11월에 완료된 릴번의 Bruce Way/White 
Oak Circle과 Hickory Ridge Drive 프로젝트입니다. Hickory Ridge 
Road 아래에 50년 이상 설치되어 있던 66인치 금속 파이프가 인근 
하천으로 빗물을 배수해 왔습니다. 100피트 길이의 이 파이프가 
부식되고 빈 채로 인근 하천 바닥에 부적절한 각도로 놓여 있어 하천 
바닥을 크게 침식시키고 인근 주택에 구조적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8월 말 공사를 통해 기존 파이프를 72인치 철근 콘크리트로 
교체하여 침식 문제를 시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빗물 유틸리티 
요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인근 주택에 초래되는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였고, 파이프 수명을 100년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가상 Water Wise 조경 워크숍에서 물 절약 방법 배우기
물을 아껴 쓰고 돈도 절약하면서 마당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 절약 조경 방법과 습관을 배워 보세요. 무료 
가상 Water Wise 조경 워크숍이 6월 17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Gwinnetth2o.com에서 등록하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담은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으로 보내거나, 
678.376.7193으로 전화해서 등록하세요

공공안전
현명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세요
학교가 끝나가고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자연스레 시원한 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참조하세요.
• 절대 혼자 수영하지 마세요. 인명구조대원이나 물 밖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항상 물 속에서 아이들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지켜보세요
• 어린 아이들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물속에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 수심의 깊이를 잘 모를 경우, 항상 발을 먼저 넣어 보세요. 얕은 

물이나 탁한 물에서는 머리부터 다이빙하지 마세요
• 수영장 배수구는 피하세요. 머리카락, 수영복 또는 팔다리가 

배수구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얕은 물에서라도 술을 먹고 수영하지 마세요
• 물에서도 전기가 통하므로 물 근처에 노출된 배선이 있는지 

항상 전기코드를 확인하세요

텍스커미셔너
온라인 또는 키오스크에서 세금 및 태그 관련 업무 처리하기
세금 및 태그관련 업무를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는 방법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이나 지역 내 키오스크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드롭박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웹페이지 GwinnettTaxCommissioner.com/Wait에서 
태그 사무실 대기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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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카운티, 올여름 2개의 원형 교차로 건설
올여름 귀넷 카운티 중부와 동부에 두 원형 교차로가 
추가됩니다. 위치: 로렌스빌의 귀넷 사법행정센터(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근처 Langley Drive
와 Constitution Boulevard 교차로 및 릴번 근처 Old 
Tucker Road와 Lilburn Stone Mountain Road 교차로. 
두 프로젝트에는 보도, 연석 및 배수로, 배수 개선작업이 
포함됩니다. 로렌스빌의 120만 달러 규모의 원형 교차로 
및 릴번의 100만 달러 규모의 원형 교차로 모두 SPLOST (
특별목적판매세)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원형 교차로는 지속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차량 간의 
잠재적 충돌 가능 영역을 줄여 줍니다. 모든 건널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는 차량 간 충분한 간격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해서 건너야 합니다. 원형 교차로에 진입 
시, 운전자의 왼쪽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교통 흐름에 안전하게 들어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을 때 원형 교차로에 진입하세요.

귀넷 서비스
귀넷, 조기 학습 프로그램 시작
귀넷 카운티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및 Building Baby’s 
Brains 이니셔티브와 제휴했습니다. Building Brains 
Anywhere라고 하는 초기 학습 및 읽기 쓰기 프로그램에서, 
B2 Anywhere는 공원, 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아파트 단지, 
예배장소 등에서 이동식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읽고 쓰는 능력,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및 자연 놀이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B2 Anywhere 
이벤트는 무료이지만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COVID-19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2Anywhere.com
을 방문하세요.

9월 30일까지 소각금지령 시행 중
주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은 
대기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메트로 전역에 
소각금지령(Burn Ban)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무, 나뭇가지, 
마당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물론 에어 커튼 소각로의 사용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실외 또는 야외에서의 소각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winnettFireMarshal.com을 방문하거나 
678.518.4980으로 전화하세요.

Listen to Gwinnett Moms에서 백신 안전 정보 확인
Gwinnett Moms는 사랑하는 카운티와 이곳에 사는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 세 이상 모든 조지아 주민은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istenToGwinnettMoms.com
에서 COVID-19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정보, 예약 
관련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고 Gwinnett Moms의 조언도 
읽어 보세요. 

ListenToGwinnettMoms.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 보세요. Gwinnett 
Moms는 여러분의 COVID-19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ListenToGwinnettMoms를 사용하고 
@GwinnettGov를 태그하여 대화에 참여하세요.

둘루스의 새 도서관 건물 5월 개장 
귀넷 카운티 공립 도서관의 둘루스 지점이 시청 건너편, 
둘루스 다운타운 내의 3180 Main Street로 이전했습니다. 
새 건물은 약 22,000평방피트 규모로 기존 도서관의 두 
배입니다. 이번 달에 개장하는 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 디지털 미디어 제작, 메이커 스페이스, 최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및 여러 개의 공부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시에서는 1.9에이커의 
부지와 함께 외부 빗물 방지 및 거리 조경 공사를 제공했고, 
카운티는 해당 부지에 약 0.5에이커를 추가하고 건물을 
세우고 필요 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카운티의 지원분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SPLOST(특별목적판매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충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