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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C 행정위원회, 2022년 예산 20억 7천만 달러 승인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2022년 예산을 2021년보다 8.1% 증가한
총 20억 7천만 달러로 승인했습니다. 새로 승인된 예산에는 재산세율
(Millage Rate) 인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지출 계획은 일상적인 카운티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16
억 달러의 운영 예산과 카운티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특별목적판매세
SPLOST 프로그램의 기금을 포함하는 4억 5천 5백만 달러의 자본이
개선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예산의 3분의 2는 공공안전
및 공공사업 분야에 투입됩니다. 자본 예산은 새로운 시설, 도로,
공원 및 기존 자산과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채택된 2022년 예산 결의안 및 관련 문서는 GwinnettCounty.com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에서 신청 접수
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Gwinnett 101 Citizens Academy)
에 등록하여 귀넷 카운티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12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카운티 각 분야 서비스 부서를 방문해서 참관하고, 카운티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카운티 시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봄 학기에 참여하려면 3월 1일 화요일까지
Gwinnett101.com에서 신청하세요. 첫 수업은 4월 7일 목요일에
시작되며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8주 여름 리더십 프로그램인 귀넷 청소년위원회
(Gwinnett Youth Commission)에서도 4월 15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카운티, 유리 재활용 프로그램 확대
주민들은 이제 피치트리코너스의에 위치한 Pinckneyville 공원(
주소: 4758 South Old Peachtree Road)에서 깨끗하게 빈 유리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Pinckneyville 사이트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귀넷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유리 재활용 수거
장소입니다. OneStop Norcross에 위치한 첫 번째 사이트는 지난
10월 문을 열었으며 이미 매립지로부터 수 톤의 혼합 유리 분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두 곳에서 수거된 유리는 애틀랜타 지역의
대형 유리 재활용 업체인 Strategic Materials, Inc.로 옮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GwinnettCB.org/Glass-Recycling에서
살펴보세요.

귀넷, 간선 급행 버스 노선(Bus Rapid Transit Route) 연구
비용 분담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최근 지미카터블루바드와 슈거로프
밀스 간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연구 비용을 3곳의 커뮤니티 개선
지구와 함께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카운티는 Gateway85,
Gwinnett Place 및 Sugarloaf CID와 협력하여 노선의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선 급행 버스(BRT)는 전용 차선, 교통 신호 우선 순위, 고가
승강장 및 개선된 정거장을 포함하는 고무 타이어의 철도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각 CID는 1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를 위해 2만 5
천 달러씩을 지원할 것입니다. 귀넷 카운티의 분담 비용은 2017년
특별목적지역옵션판매세(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에서 지원받습니다.

텍스커미셔너

4월 1일까지 홈스테드 면제를 신청하세요
재산세 금액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s)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1월 1일 현재 귀넷에 주
거주지인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
에서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적격 여부와 최적의 면제
방안을 심사합니다. 올해 4월 1일까지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면제된 경우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안전

자원 보호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하수도가 역류하여 집과
때로는 마당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 악취로 인한 불편함과 건강상
위험뿐만 아니라 지하수, 강, 하천을 오염시키고,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적절한 유지관리로 기능을 개선하고 정화조 수명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화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3~5년마다 정화조를
퍼낼 것을 권고합니다.
보통, 가정의 고형물은 정화조 바닥에 가라앉고 그리스는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남은 액체는 땅 속에 묻혀 있는 다공관 또는
챔버로 구성된 배수지로 흘러갑니다. 정화조를 퍼내지 않으면
고형물이 안에 쌓여서 배수지로 흘러가는 동안 막히고, 정화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Gwinnetth2o.com/GetEducated에서 주택소유자를
정화조 유지관리 무료 안내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위한

Fix-a-Leak 워크숍에서 DIY 수리법을 배우세요
누수를 확인하고 간단한 DIY 작업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Fix-a-Leak 워크숍은 3월 15일 오후 6
시와 3월 19일 정오에 열릴 예정입니다. Gwinnetth2o.com
에서 등록하거나, 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담은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으로
보내거나,
678.376.7193으로 전화해서 등록하세요.

보석금 사기꾼을 조심하세요
귀넷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Sheriff’s Office)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는 법 집행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주민들에게 사기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구속되어 있으며 풀려나게 하려면 신용카드,
PayPal, Venmo, Cash App 등을 통해 보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사기극을 벌입니다. 사기꾼들은 D.U.I 수업, 분노 조절 또는 그
외 수업에 등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다시 걸 것입니다.

보석금을 내고 구속된 사람을 풀려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치소(주소: 2900 University Parkway, Lawrenceville)에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로 신원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이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전화 770.619.6500으로 귀넷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귀넷 서비스

백신을 접종 받고 COVID-19 변종을 퇴치하세요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Gwinnett Place Mall 지역에 새로운 녹지 공원 조성 중

귀넷 카운티는 Satellite Boulevard 및 Beaver Ruin Road
근처에 68.5에이커의 Beaver Ruin Wetlands Park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산책로, 판자길, 작은 쉼터, 놀이터, 주차장 및 화장실
건물이 갖춰지게 됩니다. 수자원부가 하천 및 습지 복원
작업과 관련 산책로 작업을 담당하며, 커뮤니티 서비스는
공원 편의시설과 고지대 산책로를 건설할 것입니다.
습지 복원 작업은 2022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원
편의시설은 2023년 초에 공사가 시작되고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델타 및 오미크론 변종이 동시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부스터 접종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백신은 중증,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한 공공 실내
장소에서는 코와 입을 가리는 딱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가까운 백신 접종 장소를 찾으려면 Vaccines.
gov를 방문하세요.
2022년 선거 유권자 등록

2022년 선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 예비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4월 25일입니다. 예비 선거일은 5월
24일, 결선 투표는 6월 21일입니다. 총선 등록 마감일은 10
월 11일입니다. 총선은 11월 8일, 결선 투표는 12월 6일에
치러집니다. 조지아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에 최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하려는 카운티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샘플 투표용지를 보고, 투표 장소를
확인하려면 MVP.SOS.GA.gov를 방문하세요.

공원 프로젝트는 2017 SPLOST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과
수자원부 자본 개선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일부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Open Access는 정상 운영 시간 외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귀넷 카운티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스와니, 덜루스, 노크로스, 로렌스빌 지점에서
제공됩니다. 18세 이상이고 도서관 카드를 소지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n Access를 통해 컴퓨터
사용, 인쇄, 대출 품목 선택, 체크아웃 및 기본 계정 관련
서비스를 셀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Access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이나 도서관 휴관일 제외).
자세한 내용은 GwinnettPL.org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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