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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BOC, 카운티 운영 관련 독자적 검토 승인
행정위원회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카운티 운영 상태를 점검, 심사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했습니다. 

위원회는 귀넷 카운티를 다른 지역 정부의 모범 사례와 비교하고, 
카운티가 주민과 사업체, 방문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해 $292,000에 Mauldin & 
Jenkins, LLC와 계약했습니다. 

심사에서는 카운티 부서 및 해당 조직, 전략적 이니셔티브, 주요 
비즈니스 관행 및 기술 활용도를 조사하여 향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점, 문제점, 수정안, 개선안 및 투자안을 파악하게 
됩니다.

귀넷과 함께 히스패닉 및 라틴계 유산의 달을 기념하세요
귀넷 카운티는 히스패닉 및 라틴계 문화 유산의 달을 맞이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히스패닉 및 라틴계 커뮤니티의 공헌을 
기념합니다. 기념행사는 귀넷 사법행정센터(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에서 진행되며 초청 연사의 강연, 
특별 공연 및 고유 음식이 선보이며 지역 사회를 위한 공로를 
치하하고 함께 축하합니다. 히스패닉 및 라틴계 문화 전시회는 
GJAC에서 진행됩니다(주소: 75 Langley Drive, Lawrenceville). 

귀넷, 이제 퍼플 하트 카운티가 되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몸을 다치셨거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존경심을 표현하고자 행정위원회는 
귀넷을 퍼플 하트(Purple Heart) 카운티로 선포했습니다. 

퍼플 하트 훈장 수혜자는 공원 시설 임대에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수영장, 야외 체육관, 테니스 센터, 각종 프로그램  및 
강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UGA Extension Gwinnett
에서 애완동물을 무료로 입양하고, 라돈 또는 토양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부상당하거나 전사한 용사들에게는 퍼플 하트 메달이 
수여됩니다. 퍼플 하트 훈장 수혜자는 DD214 서류 또는 Purple 
Heart의 Military Order 회원 카드를 제시해야 할인 및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넷 경찰, ‘The First 48’ 및 ‘After the First 48’ 출현
곧 전국 TV에서 ‘귀넷 경찰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위원회는 
“The First 48”과 새로운 스핀오프 시리즈 “After First 48”
을 촬영 및 제작하는 Kirkstall Road Enterprises와 재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촬영팀은 2017년부터 형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The First 48”에서는 살인 사건 발생 이틀 안에 진행된 수사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힙니다. “After the First 48”에서는 
초동 수사 외에 희생자 가족, 형사, 검사, 변호사 등을 인터뷰하면서 
사건을 재조명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자원 보호
천둥번개와 함께 내리는 비를 과소 평가하지 마세요
천둥번개와 함께 내리는 모든 비, 뇌우는 강한 바람, 번개, 토네이도, 
우박 및 돌발 홍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뇌우는 직경은 15마일이고 약 30분간 지속됩니다. 바람은 시속 
125마일을 초과할 수 있으며 토네이도와 유사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0/30 번개 안전 수칙을 기억하세요 번개를 본 후 
천둥 소리를 듣기 전에 30까지 셀 수 없다면 얼른 실내로 가세요. 
마지막 천둥 소리를 들은 후 30분 동안은 실내에 머무르세요.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보통 매년 45일에서 55일 동안 
뇌우가 발생하며 그 중 약 10%가 심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거주 지역에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야외 활동을 미루세요
• 탁 트인 지역, 언덕 꼭대기, 탁 트인 들판, 해변에 있는 크고 

고립된 나무와 같은 자연 피뢰침 근처와 물 위에 떠 있는 
보트에 있지 마세요

• 건물 안으로 들어 가세요
• 컴퓨터 및 기타 가전 제품의 전원을 뽑으세요

공공안전
낙엽이 배수관이나 개울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알록달록하고 바사삭 소리가 나는 낙엽을 쌓아서 그 위로 뛰어 
오르면 신나는 놀이가 되지만, 낙엽이 빗물 배수관에 들어가거나 
휩쓸려 갈 경우 지역 수로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패된 나뭇잎은 영양분이 지나치게 많아 물속의 조류군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수중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뭇잎과 기타 정원 잔해로 인해 빗물 
배수관이 심각하게 막힐 수 있으며 폭우가 쏟아질 경우 국지적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가을 제대로 낙엽을 처리하여 비료 비용을 줄이고 실외 물 
사용을 줄여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낙엽을 긁어 모아서 거리나 빗물 배수구 쪽으로 가게 하지 

마세요
• 빗물 배수관과 도로 경계석 및 배수로에 있는 낙엽을 긁어 

내세요
• 낙엽을 모아 퇴비로 만들면 정원용 무료 비료가 됩니다
• 낙엽을 모아 정원에 뿌리덮개로 사용하세요

텍스커미셔너
재산세 납부기한 10월 15일
2021 귀넷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가 8월 중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0월 15일입니다. 에스크로 계정을 보유한 경우, 
모기지 회사에서 그동안 지불한 내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온라인 결제는 빠르고 안전합니다. 
온라인 결제에 대해 알아보려면GwinnettTaxCommissioner.
com/Pay를 방문하세요.

수도 요금을 온라인으로 내세요!
수자원부는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결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GwinnettCounty.com을 방문하셔서 페이지 상단에 있는 “수도 
요금 내기(Pay Water Bill)”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청구서에 나와있는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현재 청구서를 보고 바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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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스네빌 지역에 새로운 최첨단 도서관 설립
귀넷 카운티와 스네빌시는 Wisteria Drive에 있는 The 
Grove at Town Center 단지에 새로운 최첨단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층 건물이 들어서며, 1층에는 도서관이, 
2층은 공동작업 공간, 대학 수업 및 기타 공공 또는 교육용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 지점은 Lenora Church Road에 있는 엘리자베스 윌리암 
도서관을 대체합니다. 22,000 평방피트의 공간에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며, 20대의 컴퓨터 
사용 공간 및 다용도 목적 공간이 들어섭니다. 카운티와 시는 
2017 SPLOST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아 1,02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귀넷 서비스
귀넷카운티, 감각적인 트리하우스 건설
행정위원회는 최근 귀넷 환경유산센터(Gwinnett 
Environmental and Heritage Center)에 410만 달러 
규모의 감각적 트리하우스를 조성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곳은 장애가 있는 방문객들에게 울창한 숲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할 것입니다. 모든 연령대와 장애인도 
수용하도록 설계된 감각적인 트리하우스는 조지아의 
유서 깊은 숲에 있는 거대한 미국 밤나무를 연상시킵니다. 
방문객들은 촉각, 미각 또는 시각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는 
자기 주도 학습 스테이션 또는 노드를 가지고 ADA 접근 가능 
산책로를 거쳐서 감각적인 트리하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트리하우스 안에서는 영상과 오디오, 향기를 활용한 감각적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은 피드먼 숲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사진 조경은 방문객들에게 나무들 사이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환상적인 기분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 SPLOS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습니다. 
공사는 올가을 시작되며 완공까지 약 1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Gwinnett Moms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백신을 접종해 주세요
COVID-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Gwinnett Moms는 이에 올바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백신은 중증 질병 및 사망  예방에 매우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비교적 가볍게 아프고 회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접종 예약을 
하시려면 ListenToGwinnettMoms.com을 방문하세요. @
GwinnettGov를 태그하고 #ListenToGwinnettMoms를 
사용해 소셜 미디어 대화에 참여 함께 백신을 독려해 주세요.

귀넷 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행사 개최
귀넷 카운티 공공도서관은 10월 23일 Gas South 
District에서 연례 행사인 ‘Putting On The Litz’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아 대학의 전설 빈스 
둘리가 기조연설자로 참석 합니다. 저녁 식사, 와인, 음악, 
춤 등이 함께 준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물품과 체험이 
제공되는 입찰식 경매가 진행됩니다. 수익금은 읽고 쓰는 
능력, STEAM 교육, 다양성, 형평성, 포용과 같은 도서관의 
일부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후원 및 티켓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Jason DiFranco(이메일: JDiFranco@
GwinnettPL.org)에게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