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INNETT
COUNTY

2021년 6월

Connection
귀넷 카운티 정부 커넥션 뉴스레터

특집 기사

귀넷 창업가 센터, 올 여름 지원 신청서 접수
귀넷은 올 여름 성장 지향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인 귀넷 창업가 센터(Gwinnett Entrepreneur Center)
의 회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보 사업자를 위한 시설과 코칭을 제공하며 귀넷에
거주하는 30 ~ 40명의 회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센터는 소수 민족
사업자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신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로렌스빌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 센터는 6,000 평방피트의
규모로 공동 작업 공간, 첨단 장비를 갖춘 교육실, 회의실, 휴게실/
식사 공간, 야외 작업 공간 및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워크숍,
코칭, 동료 학습, 고객 및 자본과의 연계, 시장 조사 등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등록하셔서 최신
정보를 받으시려면 GwinnettEntrepreneurCenter.com을
방문하세요.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귀넷 카운티, 지속 발전 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신설
귀넷 행정위원회는 최근 카운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환경
지속 가능 요건을 평가하기 위해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위원회는 기존의 지속 가능성 관행
및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인프라 요건, 제안된 접근
방식의 타당성, 삶의 질,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및 영향 등의 권장
사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 영향 감소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공 교육 및 홍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Facebook Live에서 행정위원회 회의 시청
Facebook Live(@GwinnettGov)에서 행정위원회의 회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카운티 정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Facebook Live에서
회의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계정이 없으시면 TV
Gwinnett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시거나 TVGwinnettLive.com
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행정위원회의 전체 회의
목록을 보시려면 GwinnettCounty.com을 방문하세요.
귀넷, 올 여름 25 곳에서 청소년 대상 무료 식사 제공
귀넷 카운티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 완화
차원에서 올 여름에도 귀넷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급식 서비스가 종료된 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급식 프로그램은 카운티 공원, 도서관 및 그 외의
장소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무료 테이크 아웃 아침과 점심을
제공합니다. 학교 기반 프로그램에 등록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GwinnettSummerMeals.com을 방문하세요.
귀넷카운티 청사, 독립기념일에 휴무
카운티 청사는 주민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7월 5일 월요일 독립기념일에 문을 닫습니다. 모든
오피스는 7월 6일 화요일 정상 업무 시간에 재개됩니다. 치안
법원은 구치소에서 정상 운영됩니다. 귀넷 카운티 관할이 아닌
지역은 쓰레기 수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텍스커미셔너

식료품을 사면서 태그도 갱신하세요
크로거(Kroger)에서 식료품을 사면서, 태그를 갱신하고 데칼
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의 크로거
매장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밖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도 태그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거 키오스크
위치, 시간 및 요건을 알아보시려면 GwinnettTaxCommissioner.
com/Locations를 방문하세요. 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안전

자원 보호

올 여름 현명하게 물을 사용하고 돈을 절약하세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마당의 식물 관리를 위해 자주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물을 줄 경우 오히려 여름 수도 요금만
많이 나옵니다.
여름철 물 사용을 줄이고 수도 요금이 적게 나오게 하려면 아래
정보를 따르세요.
•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대부분의 식물은 일주일에 약 1
인치 정도의 물만 필요합니다.
• 온도가 가장 낮은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물을 주세요.
• 자생식물을 심으면 조경에 필요한 물 요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뿌리덮개로 덮어서 토양 내 수분 보유력을 높이세요.
• 비가 내리는 동안이나 비가 온 직후에는 관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똑똑한 물 주기로 잔디밭은 멋지게 유지하고, 물은 적게 쓰고,
비용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및 실내 물 절약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DWRConserve.com을 참조하세요.
잔디 관리 및 해충 관리 가상 워크숍에 참석하세요
일반적인 잔디 및 정원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고 환경친화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잔디 관리
및 해충 관리 가상 워크숍은 7월 15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Gwinnetth2o.com에서 등록하시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담은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으로
보내시거나, 678.376.7193으로 전화해서 등록하세요.

이번 7월 4일 불꽃 놀이 조심 당부
전국소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매년 독립기념일에 수천 명의 사람들(주로 어린이들)이 불꽃
놀이와 연관된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소방협회는 화상, 부상,
그리고 사망 등의 불꽃 놀이로 인한 위험을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 불꽃이 어디로 향하는지 눈여겨보세요.
• 물을 담은 통, 정원 호스 및 소화기를 가까이에 두세요.
•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치를 다시 켜려고 하지 말고 물에
담가 두세요.
• 건물, 차량, 초목 또는 가연성 물질에서 멀리 떨어진 개방된
공간의 평평한 표면에서 불꽃을 점화하세요.
• 점화 스틱 또는 벽난로 라이터를 사용해서 한 번에 하나의
장치만 켜세요.
• 절대 어린이에게 불꽃 놀이 장치를 주지 마세요. 또한 어린이를
불꽃 놀이 구역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꽃 놀이를 했던 곳을 점검하세요.
•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한 번 더 정원 호스로 불꽃 놀이
장소에 물을 뿌리세요.
• 불꽃 놀이 장치를 버릴 때는 물에 적신 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 마약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불꽃 놀이를 하지 마세요.

귀넷 서비스

귀넷카운티, 지역개발지구 (CIDS) 및 주 교통부 (DOT), 커넥티드
차량 프로그램에 참여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피치트리 리지 공원 개량공사 완료

피치트리 리지 공원(Peachtree Ridge Park) 놀이터와
운동장의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이용이 가능합니다.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야구장의 고무 트랙 바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하여, 여전히 휠체어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모든
어린이들이 필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폐아동이 놀다가 쉴 수 있는 아늑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치트리 리지 공원 야구장
놀이터에는 새로운 클라이머, 그네, 미끄럼틀, 더 많은
그늘막이 추가되었고 바닥에는 인조 잔디를 깔았습니다.

놀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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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틀은 내려온 아이가 다시 휠체어로 돌아갈 수 있게
공간이 넓습니다. 다른 놀이 기구로는 소방차 클라이머, 다중
높이 3단 미끄럼틀, 다인용 바구니형 그네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 아래 2017 SPLOST 특별목적판매세에서
개량공사에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귀넷 카운티의 몇몇 주요 도로에 주의 지역
커넥티드 차량 프로그램(Regional Connected Vehicle
Program)을 시행하기 위해 조지아 교통부 및 5개의
지역개발지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커넥티드 차량
기술 프로그램은 메시지 수신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교통
및 도로 상황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 장치는 교통 관제 센터와 통신할 수 있어서 교통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Pleasant Hill Road, Buford Highway, Jimmy
Carter Boulevard, Stone Mountain Highway, Sugarloaf
Parkway 및 Lawrenceville Highway 등의 여러 도로에
특수 장치가 설치될 것입니다.
스쿨존에 카메라 설치

카운티 위원회는 병합되지 않은 귀넷 카운티 학교 주변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스쿨존에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카메라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 공고문이
게시되며, 운전자가 새로운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처음에는
경고 티켓이 발부됩니다. 주의 승인을 받은 사법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12세 이상 누구나 COVID-19 백신 접종 가능

이제 12세 이상 모든 조지아 주민들은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법, 규칙, 규정 또는 정책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경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거나
신체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CDC가 발표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예약 및 권장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ListenToGwinnettMoms.com을 방문하세요.
@GwinnettGov를 태그하고 #ListenToGwinnettMoms
를 사용하여 귀넷 카운티의 소셜 미디어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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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