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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프로젝트 RESET 2.0, 미 재무부 “최우수 실행기관”에 선정
귀넷 팬데믹 관련 퇴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던 귀넷 카운티 
프로젝트 RESET 2.0 프로그램이 미 재무부의 “최우수 실행기관
(Top Performer)”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긴급 임대 지원 기금을 이용해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연체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비영리 
HomeFirst Gwinnett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의 
퇴거를 방지하여 세입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및 공과금 
지불을 보장함으로써 집주인과 공공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10월 중순 현재 귀넷은 2,200만 달러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여 약 
2,400가구의 5,300여 주민들이 퇴거되거나 공공요금 미납으로 
서비스가 차단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최우수 실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귀넷 카운티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확보하고 
다른 지방 정부의 모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RESET 
2.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GCGA.us/
RentalAssistance를 방문하세요.

위원회, 직원 차별 금지 정책 확대
위원회는 최근 카운티의 비차별 정책을 확대하여 혈통, 가족 상태, 
이민 신분 및 노숙자 상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는 또한 인종 
기반 헤어스타일, 의상 및 보호 스타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 정체성(신원 및 
표현), 성적 취향, 연령,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결혼 상태, 임신, 
장애, 현역 또는 퇴역 군인 여부에 따라 카운티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전 정책에 추가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귀넷과 조지아 교통부, 스마트 코리더 프로그램 계속 진행 중
귀넷 카운티는 긴급 차량, 버스 및 그 외의 차량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특정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카운티에 속하는 차량이 이 기술을 통해 더 빨리 녹색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장착된 교통 신호에 경보를 보내는 스마트 코리더 
배포 프로그램(Smart Corridor Deployment Program)에 대해 
조지아 교통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 버튼을 누르는 
보행자의 존재를 교통 신호에 알리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카운티는 주 전역 커넥티드 차량 프로그램(Regional Connected 
Vehicle Program)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87개 교차로에 
대로변 코리더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넷, Hefty® EnergyBag® 프로그램에 참여
귀넷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Hefty® EnergyBag®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roger 식료품점이나 온라인에서 특별 제작된 주황색 Hefty® 
EnergyBags®을 구입하여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베개팩 및 
버블랩, 식료품 및 스낵 봉지, 식품 용기폼,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등을 넣으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WestRock(
주소: 384 Maltbie Street, Lawrenceville)에서 수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CSolidWaste.com을 방문하세요.



자원 보호
추수감사절에 파이프를 보호하세요
버터, 치즈, 우유, 아이스크림 및 기름은 요리에 첨가되는 훌륭한 
재료지만 카운티의 하수도나 가정의 정화조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모두 지방, 기름 및 그리스(FOG) 같은 
것들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파이프가 막힐 수 있습니다.

FOG가 싱크대에서 씻은 다음 굳어져서 하수관을 막을 경우, 
오수가 역류하여 집이 엉망이 되고 수리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배수구로 씻겨 내려가면 적은 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할 경우 쌓이면서 파이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해 공공 하수관이 
역류되어 넘칠 경우, 우리 커뮤니티의 개울과 하천이 오염되어 
천연 자원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FOG를 사용한 후에는 식힌 후 뚜껑이 있는 용기에 붓고 재활용 
수거를 하거나 쓰레기통에 넣어 폐기하면 파이프가 막히지 않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기구와 접시는 종이 타월로 닦고 
남은 굳은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지방, 기름 및 그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winnetth2o.com
에서 “Get Educated”를 클릭하세요.

공공안전
칠면조를 튀길 때 조심하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칠면조를 튀길 계획이라면 화재나 화상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따르세요. 
• 프라이어로 튀길 때, 신선하거나 해동된 칠면조를 사용하세요. 

냉동된 칠면조를 넣을 경우 기름이 급격하게 튈 수 있습니다
• 칠면조를 프라이어에 천천히 넣으세요. 처음에 뜨거운 

기름이 거품을 일으키며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름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칠면조 나머지 부분을 넣으세요

• 항상 칠면조 프라이어는 밖에서 사용하고 집이나 기타 불 
붙기 쉬운 물질로부터 안전 거리를 유지하세요.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중에는 방치하고 다른 볼 일을 보지 마세요

• 칠면조 프라이어는 단단하고 평평하며 고른 표면에 놓고 
사용하세요. 뒷마당 데크나 차고/카포트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 프라이어의 뜨거운 기름이 넘치지 않게 기름을 너무 많이 
넣고 사용하지 마세요

• 프라이어는 어린이와 애완동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세요. 프라이어는 조리 중과 조리 직후에 매우 
뜨거우므로 냄비를 만지거나 뚜껑 덮개를 열 때에는 절연 
조리용 장갑이나 냄비 홀더를 꼭 사용하세요

• 조리할 때 프라이어의 기름 온도는 권장 수준(350ºF 이하)을 
유지하세요.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기름이 점화되어 
탈 수 있습니다

• 냄비의 기름은 완전히 식힌 후 제거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텍스커미셔너
1월 1일자로 65세가 되십니까? 
1월 1일자로 65세 이상이고 과세 대상 소득이 $101,000 미만인 
분은 노인 학교 세금 면제(Senior School Tax Exemption)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GwinnettTaxCommissioner.
com/Apply에서 지금부터 4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Tax@GwinnettCounty.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70.822.8800으로 전화하세요. 

변기 리베이트 프로그램으로 물과 돈을 절약하세요 
오래된 변기를 교체하면 물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부는 
WaterSense 1.1gpf 라벨이 부착된 새 변기에 대해 최대 $150를 
보상해주는 변기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격 
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변기 두 개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winnetth2o.com에서 
“Customer Care”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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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OST 특별목적판매세
귀넷, Duluth Highway 및 Grayson Highway에서 보행 환경 
개선 공사 예정
위원회는 최근 귀넷의 주요 도로 두 곳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카운티는 Colony Bend 
Drive에서 Riverside Parkway까지의 주 노선 120/Duluth 
Highway와 Crane Drive에서 Park Place Drive까지의 주 
노선 20/Grayson Highway에 보도와 관련 신호 및 표지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312,700가 소요되며, 주 노선 20/Grayson 
Highway 동쪽과 주 노선 120/Duluth Highway 북쪽을 
따라 새로운 보도가 설치됩니다. 새로운 연석과 배수로 및 
관련 배수 개선 작업과 주 노선 120/Duluth Highway의 
기존 좌회전 차선 확장이 이 프로젝트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 SPLOS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습니다.

귀넷 서비스
노인분들을 도와 주세요
커뮤니티를 도울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귀넷 노인분들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세요. 귀넷 사회복지 서비스
(Gwinnett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노인 
고객분들의 식사 트레이와 가정 배달용 도시락 준비에 
도움을 줄 자원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능한 봉사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
분까지입니다. 봉사 시간 등록은 GCGA.us/VolunteerEvent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Snellville의 
Piedmont Eastside 병원 캠퍼스에 있는 백신 클리닉이나 
Duluth의 Gwinnett Place Mall의 이전 Sears 매장이 있던 
곳에서 무료 COVID-19 백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백신 접종소 검색이나 예약은 Vaccines.gov에서 하세요. 
Piedmont Eastside 및 Gwinnett Place Mall 접종소를 
비롯한 많은 접종소에서 예약 없이도 받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 청구서 지연에 사과드립니다
수자원부 검침 및 청구 계약업체의 최근 인력난으로 인해 
청구서 발송과 2개월별 추정 청구서 작성이 지연되었습니다. 
제때 청구서 수령 및 높은 품질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확히 
계산된 청구서를 제때 발송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약업체와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도울 직원이 재배치되었으며 두 계약에 대해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향후 청구 요금을 추정할 
필요가 줄어들거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객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추정된 요금 청구서만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winnetth2o.com에서 확인하세요. 

카운티 사무소는 크리스마스에 휴무합니다
주민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귀넷 
카운티 정부 사무소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12월 23일과 
12월 24일에 문을 닫습니다. 모든 사무실은 12월 27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치안 법원 판사는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로 인해 쓰레기 수거는 하루 
지연됩니다.

도서관 카드로 수천 편의 영화를 무료로 시청하세요
최근 귀넷 카운티 공공도서관은 방대한 디지털 리소스 
컬렉션에 Kanopy를 추가했습니다. Kanopy는 광고 
없이 스트리밍 비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영화, 시리즈, 다큐멘터리, 수상 받은 외국 
영화, 고전 영화, 독립 영화 및 풍부한 영감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교육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Kanopy
는 TV, 휴대폰, 태블릿 또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서관 카드와 
비밀번호를 준비하여 GCGA.us/Kanopy를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