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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헨드릭슨 의장의 첫 연두교서 발표
귀넷 카운티 의장 니콜 헨드릭슨은 첫 연두교서에서The Gwinnett
Standard라 불리우는 귀넷 카운티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차별화된 우수성에 대한 기대, 기준치를 조명하고 모두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헨드릭슨 의장은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AAA/Aaa
채권 신용등급, 최첨단 F. 웨인힐 수자원센터,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공원 및 도서관 시스템 외에도 Gwinnett Standard
가 정부, 학교, 기업 및 조직을 위한 귀넷의 팬데믹 온라인 및
맞춤식 대응 방안들에도 잘 들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과제들에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 귀넷 카운티의
주민들이 높은 기준을 추구하며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연두교서 영상은 카운티의 정부 티비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Charter, Comcast와 AT&T등의 케이블 채널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연두교서 행사 사진들은 플리커 사이트 (Flickr),
TVGwinnett.com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귀넷 카운티 관할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귀넷 카운티는 카운티 건물 및 시설 내 모든 방문객 및 직원에게
마스크나 얼굴을 가릴수 있는 도구(페이스 커버링)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헨드릭슨 의장이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마스크 권장사항을
인용, 지역사회에 팬데믹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언급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선의의 의료 또는 종교적 이유와 마스크 착용 및 제거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모두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입장이 허가 되지
않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평가 사무소 (Tax Assessors Office), 연례 과세 기준 부동산
감정가 통지서 발송 2021년도 거주용 및 상업용 부동산 연례
과세 기준 부동산 감정가 통지서가 4월 23일부터 발송됩니다. 연례
과세 기준 부동산 감정가 통지서(Annual Notice of Assessment)
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거주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2021년 1월 1일 자 평가 가치를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통지서 일자로부터 45일 이내에 PT311A 이의 제기
양식을 작성해 세금을 감정하는 과세평가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Gwinnett-Assessor.com 을 방문해 감정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워크숍에서 가정 유해 폐기물에 대해 알아보세요
일반적인 가정 유해 폐기물 식별 및 적정한 보관 방법, 재활용 및
폐기 옵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4월 15일 오후 6시, 수자원부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에서 온라인 상으로 봄 대청소
및 HHW 관리(Spring Cleaning and HHW Management)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Gwinnetth2o.com에서 참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담긴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에
보내거나 678.376.7193번으로 전화해 등록하십시오.
지역사회 서비스부에서 발행물 통합 발간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는
우리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행사 및 경험에 대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winnett L.I.F.E., Gwinnett Extend와
OneSTOP 프로그램 가이드를 InGwinnett이라는 하나의 발행물로
통합합니다. 연 2회 발간되는 InGwinnett에는 수상스포츠 등
스포츠, 행사, 클럽 및 단체를 포함해 교육, 레크리에이션, 웰니스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담깁니다.

텍스커미셔너

번호판 갱신에 필요한 스캔, 지불, 인쇄 모두를 키오스크에서 1
분만에 해결
메트로 지역 키오스크에서 번호판을 갱신하고 데칼을 받아가세요.
주소가 바뀐 경우, EServices.Drives.ga.gov에서 먼저 업데이트한
후 갱신하십시오. 조지아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 및 통과
배출량 테스트를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키오스크 운영 시간 및
위치는
GwinnettTaxCommissioner.com/Locations에서
확인하십시오.

공공안전

자원 보호

누수를 확인해 물세를 절약하세요
매달 지불하는 수도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됬을때는 누구나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수도관 누수입니다. 변기, 개수대, 샤워헤드 등의 누수로 평균
가정의 10,000갤런가량의 상수가 허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단계에
따라 집에서 간단히 누수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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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모든 수도꼭지와 상수 사용 기기를 잠급니다
수도 계량기 위치를 확인하고(주로 도로 근처), 덮개를 엽니다
누수 감지 휠을 찾습니다. 보통 빨간색 별 또는 삼각형입니다.
이것이 돌면 누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수 감지 휠이 돌지 않는 경우, 표시된 숫자를 적거나 사진을
찍어둡니다
최소 2시간 후 계량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수도 계량기 숫자가 높아졌다면, 누수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Gwinnetth2o.com에서 누수 탐지 및 수리에 관한 자세한 팁을
알아보십시오. 기억하세요. 물을 아끼면 돈도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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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공무원 사칭 범죄에 속지 마세요
세금 시즌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을 속여 개인 정보를 누설하게
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IRS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전화해 세금 미납이나 기타 문제로 소셜 시큐리티
계좌를 동결한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일부 경우, 전화
프로그래밍을 통해 피해자의 송신자 ID에 IRS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사기꾼들은 비트코인으로 즉시 지불하거나 FedEx로 현금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또는 Green Dot과 같은 선불 직불카드나
기프트 카드 또는 계좌 이체 등으로 지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금은 추적과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사기꾼들은 때로 사법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사법 및 정부 기관은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 사기는 귀넷 경찰서(Gwinnett Police)에 770.513.5700
번에 신고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웹사이트 FTC.gov에서 확인하십시오.

귀넷 서비스

귀넷 카운티, 옛 Sears 건물을 종합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

귀넷 카운티 정부와 귀넷, 뉴튼(Newton) 및 록데일
(Rockdale) 카운티 보건부가 함께 귀넷 플레이스 몰
(Gwinnett Place Mall)에 위치한 옛 Sears 건물 하층을 공급
되어지는 백신을 최대 3,000명까지 수용, 접종할 수 있는
종합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하였습니다.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스와니에 새 소방서 건설 예정

새 소방서 13(Fire Station 13)을 메인 파크 프로젝트의
스와니 타운 센터(Suwanee Town Center) 예정지 옆에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스와니 시는 새 메인 스트리트/
라이브러리 드라이브웨이 및 스와니 댐 로드 교차로의
부지 2에이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운티에서 건설을
감독합니다. 7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의 프로젝트
부담분은 2017 SPLOST 프로그램에서 충당합니다.

11,000 평방피트에 달하는 이 소방서는 105 Main Street에
위치하며 소방차 1대와 구급차 1대를 배치하고 매일 최소 5
명의 소방관과 구급대원(paramedics)이 상주하게 됩니다.
다음 겨울에 개소 예정인 이 소방서는 베이 3개와 소방장비실,
산업 등급 주방, 행정 사무실 구역과 개인 벙크룸 큐비클과
별도의 남녀 탈의실 및 샤워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친절한 도서관 사서로부터의 1대 1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Booka-Librarian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Book-a-Librarian 및 Book-a-Children’s Librarian
서비스를 통해 각 도서관 지점 직원들로부터 최대 1시간
동안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식 도서 추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대 1 도움 세션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소 48시간 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지식을
갖춘 친절한 사서가 기술 관련 질문 등 다양한 이슈를 탐색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동의 경우, 아동 전문 사서가 조기
독해력 및 독서 팁, 독서 습관, 영어 학습 도서 검색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도움을 드립니다. 세션을 예약하시려면,
GwinnettPL.org를 방문해 드롭다운 메뉴에서 Find It
을 클릭한 후 Book-a-Librarian 예약 양식(Appointment
Form)을 작성하거나 770.978.515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80,000 평방피트의 이 부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신 접종을 제공하지만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은
GNRHealth.com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종을 받으시려면
예약 시간에 보험 카드, 사진 신분증을 비롯해 병원 배지 등
재직 증빙을 지참하셔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기동성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예약 시간에 도움을 줄 사람을 동반하셔야
합니다. 1차 접종 시 2차 접종 예약을 진행합니다.
약 2주 만에 이 부지는 공지에서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1월 말 계약이 승인된 후, 많은 카운티
직원과 계약업자들이 난방과 에어컨을 완비하고 컴퓨터용
콘센트를 설치하고, 천장 타일을 교체하고, 배관을 수리하고,
인원 통제를 위해 계류 장치를 배치하고, 공간을 대청소하고,
내외부 표지판을 만들고, 주차장을 수리하고, 장애인
안내판과 노면 표시를 추가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소식과 행사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Facebook, Twitter 및 Instagram @GwinnettGov를
팔로우하거나 GwinnettCounty.com을 방문해 귀넷 카운티

정부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십시오. 카운티 소식, 자원봉사
활동, 교통 서비스,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주제를 다루는 이메일 소식지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시는 청취 플랫폼에서 저희 뉴스 팟캐스트인 Better
Together with Commissioner Fosque를 통해서도 최신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GWINNETT COUNTY CONNECTION
귀넷 카운티 커넥션 (카운티 정부 공식 뉴스레터)
문의 info@gwinnettcounty.com | 770.822.7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