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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카운티, 동부 귀넷에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 착수
귀넷은 동부에 위치한 8,500에이커 부지에 수도, 하수 및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동부의 기반시설 프로젝트에는 약 5마일에 걸친 새로운 
공공산책로, 2곳의 산책로 기점 공사, 수도 서비스 개선 및 확장 
공사, 하수도 확장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프로젝트의 산책로 
조성 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2017 SPLOST 프로그램의 수익을 
포함해, 수자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 부서가 1억 2,5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산책로가 완성되면 배로우 카운티로 가는 기점 및 동쪽으로 향하는 
산책로로 가는 기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서부로 이어지는 
향후 Piedmont Pathway로의 기획된 연결을 통해 주민들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산책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앨라배마까지 확장됩니다.

ERI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winnettERI.com을 
참조하세요.

동물 보호소 운영 시간 조정 
로렌스빌에 위치한 빌 앳킨슨 동물복지센터의 운영 시간이 2월 28
일까지 조정되어 운영됩니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입양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보호소는 
일요일에 휴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GwinnettAnimalWelfare.
com을 방문하세요.

귀넷 카운티에서 일자리 찾기 
둘루스에서 2월 2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개최되는 Career 
From Here 채용 이벤트에서 귀넷 카운티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잡으세요. 카운티 담당자와 면접하고, 인적자원부에서 귀하의 
이력서를 검토할 기회를 갖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과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GCGA.us/HiringEvents에서 2월 11일 전까지 지원하세요. 이 
이벤트는 둘루스 6400 Sugarloaf Parkway에 위치한 Gas South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귀넷 카운티는 경쟁력 있는 혜택, 유급 
교육, 특정 직책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승진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귀넷 기업가 센터(Gwinnett Entrepreneur Center), 창업 
회원 가입 환영
소상공인을 육성을 위하여 카운티가 후원하고 있는, 새롭게 문을 
연 귀넷 기업가 센터에 신생 사업주들이 속속 입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넷 기업가 센터는 조지아 귀넷 칼리지와 협력하고 
있으며 가입한 회원 기업가들에 교육, 네트워킹 연결, 협업 공간 
및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기업가들에게 수업, 워크숍, 
코칭 및 동료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에 대한 자세히 
정보는GwinnettEntrepreneurCenter.com을 참조하세요.

빗물통으로 수요 요금과 물 절약
빗물통에 빗물을 받아 저장해서 정원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새 빗물통을 집에 가져가려면 $30를 선불로 내셔야 합니다. 빗물통 
워크숍(Rain Barrel Workshop)은 2월 19일 정오에 Grayson 
Senior Center에서 열립니다. 

Gwinnetth2o.com에서 등록하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
으로 보내거나, 678.376.6914로 전화해서 등록하세요.



자원 보호
겨울 날씨 때문에 차에 갇힐 경우에 대비하세요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눈과 얼음 때문에 차 
안에 갇히기 쉽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상 사태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몇 단계를 통해 차량에 겨울 응급 키트를 준비하세요.
• 출발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로의 일기 예보를 확인하세요
• 외부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외투 안에 헐렁한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세요(차량 안의 온도에 맞춰 옷을 입지 말 것)
• 되도록 혼자 여행하지 말고, 꼭 가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정과 경로를 알리세요
• 차량에 방한 준비를 하고, 연료 계통이 얼지 않도록 연료를 

항상 반 이상 채워두세요
• 식품, 생수, 휴대용 휴대전화 충전기, 성에제거기, 손전등과 

배터리, 구급 상자, 담요, 점퍼케이블, 견인력을 위한 모래 
또는 점토와 함께 응급 키트를 구비하세요

• 도로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머무는 것이 
구조대에 구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폐기물을 빗물 배수관으로 방류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678.376.700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부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단속하고, 그 행위를 중지시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Gwinnetth2o.com을 방문하세요.

공공안전
연휴 쇼핑 팁으로 안전에 유의하세요
연휴 쇼핑을 하기 전에 확실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강도를 
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강도는 위험한 범죄이며 누구나 어떤 
비즈니스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협박, 위협, 강압적인 
행동으로 또는 급작스러운 심각한 신체 위협으로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치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쇼핑을 할 때는 다음 정보를 따르세요.
• 귀중품이나 선물은 트렁크와 같이 닫힌 공간에 보관하고 

차량에 보이는 채로 두지 마세요 
• 밝은 곳에 주차하고 주변을 살피세요 
• 지갑에 필요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 지갑을 가지고 다닐 때는 끈을 반대쪽 어깨 위로 둘러 

안전하게 매세요
• 사람이 많은 곳이 더 안전합니다. 되도록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니세요
•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 

발급사에 연락하세요
• 가해자의 신상착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아는 사람과 비교해 

보거나,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 의심이 가는 행동이나 사람을 보면 즉시 911에 전화하세요

텍스커미셔너
태그 사무실 운영 시간 변경
귀넷 태그 사무실은 1월 4일부터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수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또한, 귀넷 주민들은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직접 사무실 방문이 필요한 경우 미리 
약속을 하면 기다리지 않고 도착해서 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를 보시려면 GwinnettTaxCommissioner.
com을 참조하세요. 운영시간 내 언제든지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GwinnettTaxCommissioner.com/Wait
에서 미리 대기 시간을 확인하세요.

주택 소유자를 위한 물 관련 정보: 변기 관련 기술 워크숍
변기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물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변기 관련 기술 워크숍이 2월 17일 오후 
6시에 가상으로 열립니다. Gwinnetth2o.com에서 등록하거나, 
678.376.6914로 전화하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으로 
보내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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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OST 특별목적판매세
현재 120번 주 노선과 20번 주 노선에서 보행자 프로젝트 진행 중
최근 귀넷의 주요 노선 중 2곳인 120번 주 노선과 20번 주 
노선에서 보행자 개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312,700가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는 Colony Bend 
Drive에서 Riverside Parkway까지 주 노선 120/Duluth 
Highway의 북쪽을 따라 그리고 Crane Drive에서 Park 
Place Drive까지 주 노선 20/Grayson Highway의 동쪽에 
새로운 인도가 설치됩니다. 

새로운 연석과 배수로 및 관련 배수 개선 작업과 주 노선 
120/Duluth Highway의 기존 동쪽 방향으로 난 좌회전 
차선 확장이 이 프로젝트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 SPLOS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습니다.

귀넷 서비스
카운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귀넷 카운티는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자선 단체로부터 자원, 
서비스 및 도움을 찾고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커뮤니티 네비게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터는 OneStop 4 HELP라는 
프로그램에 하나이며 OneStopHelp@GwinnettCounty.
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70.822.8850으로 전화 문의, 
Norcross, Buford 및 Centerville의 OneStop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넷 주민은 GwinnettOneStop.com을 방문하여 여러 
중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지원 요청 양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 음식, 주택 및 쉼터, 소득 지원, 
법률 상담, 정신 및 행동 건강, 약물 사용, 교통 및 유틸리티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VID-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새로운 변종 및 우리 커뮤니티와 전 세계에 만연하는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행동수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자격이 되지만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COVID-19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아프면 집에 머물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커뮤니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카운티 사무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과 대통령의 날에 휴무 
예정
모든 귀넷 카운티 정부 사무소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운영 외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휴일인 1월 17일 
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사무실은 1월 18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또한 사무실은 대통령의 날인 2월 21일 월요일에 
문을 닫고 2월 22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치안법원 판사는 
양 공휴일에도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우편으로 도서관 책을 받아보세요
우편함 도서(Mailbox books)는 연령, 장애, 만성 질환 또는 
일시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귀넷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카운티 공립 도서관에서 우편으로 
책을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구체적인 제목과 
형식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개인적 취향을 고려해 사서에게 
책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42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연장할 경우 대출수수료가 없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770.978.5154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GwinnettPL.org에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