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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정부 커넥션 뉴스레터

특집 기사

행정위원회, 금연 공기 조례 승인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5월 24일 공청회에서 귀넷 주민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금연 공기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는 청정 실내 공기(Clean Indoor Air)라는 제목의
귀넷 카운티 조례 제38장 5조를 대체하며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2005년 행정위원회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와 직장의 사적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중 보건과 복지를 보호하는 청정 실내 공기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고, 전자담배와 베이핑의 개발과 사용 증가에 따라 흡연
산업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매년 11,700명 이상의 성인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5월 24일 공청회에서 통합 개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현재 후카 라운지와 같은 방식으로 시가
바를 다루며 각각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GwinnettCounty.com을 방문하세요.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7월 16일 귀넷 교통 변혁 행사 개최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원에서 열리는 무료 귀넷 교통 변혁(Transforming
Transportation) 행사에 참여하세요. 대중교통 노선
재포장, 새로운 주택가 과속방지턱 및 신호등 서비스
대해 알아보세요.

알렉산더
Gwinnett
개량공사,
설치 등에

또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이동성 요구에
부합하는 개선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 교통 계획, 대중교통 개발
계획 및 공항 마스터 계획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공원은 로렌스빌의 955 Scenic Highway에
있습니다.

카운티의 지속 가능성 노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되는 설문조사
실시
귀넷 카운티는 우리 커뮤니티의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주민
여러분의 생각과 우선순위를 듣고 싶습니다. GwinnettCounty.
com/SustainabilitySurvey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설문조사는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귀넷 카운티 지속 가능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설문조사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비자 신뢰 보고서 확인 가능
이제 식수 품질에 관한 중요 정보가 포함된 연례 소비자 신뢰 보고서
(Consumer Confidence Report)가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오염 물질에 대한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필수 검사 결과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EPA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식수 관련 자세한
내용과 관련 보고서를 확인하시려면 GwinnettWaterWords.com
을 방문하세요.
귀넷 사무소, 독립기념일에 휴무
카운티 관공서는 주민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7월 4일 월요일 독립기념일에 문을 닫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7월 5일 화요일 정상 업무 시간에 재개됩니다. 치안 법원
판사는 귀넷 교도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병합되지 않은 귀넷
카운티 지역은 쓰레기 수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텍스커미셔너

자원 보호

현명하게 야외 물 사용하기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매년 약 100,000갤런의 물을 사용합니다.
거의 6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여름철 야외 물
사용으로 전체 물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쉬운 방법을 실천하면 물도 절약하고
늘 싱싱한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외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입니다.
• 가뭄에 강한 토종 조경 식물 심기
• 빗물통을 사용하여 정원에 물주기
•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누수 점검하기
우량계를 사용해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식물과 잔디에는 일주일에 1인치의 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효율적인 물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DWRconserve.com을 방문하세요.
빗물통으로 물 절약하기
빗물통에 빗물을 받아 저장해서 정원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새 빗물통을 집에 가져가려면 $30를 선불로 내셔야 합니다. 7월
9일 오전 10시 릴번의 76 Main Street에 위치한 릴번 시티 공원
정자에서 열리는 빗물통 워크숍에 참석하세요. Gwinnetth2o.
com에서 등록하시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담은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으로
보내시거나,
678.376.6914번으로 전화하셔서 등록하세요.

집 주변의 물 안전
1세에서 4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선천적 결함으로 인한 사망 다음으로
익사로 인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물 주변 장소로는 수영장, 호수,
바다 외에도 많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한지 욕조, 뒤뜰
수영장, 연못, 양동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정보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물 주변에서 안전할 수 있게 보호하세요.
• 아이가 물 안이나 물 주위에 있을 때는 주시하고 어른의 팔이
닿는 범위에 있게 하세요
• 양동이, 통, 욕조 및 어린이 풀을 사용한 후에는 바로 물을
비우세요
•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변기 뚜껑과 욕실 문을 닫아 두세요
• 자동 폐쇄 및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 있는 최소 4피트 높이의
울타리로 수영장의 모든 면을 둘러싸세요
• 위험 없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워
두세요
가정에서의 물 안전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SafeKids.
org/WaterSafety를 방문하세요.

공공안전

귀넷 택스커미셔너 포터의 별세 애도
귀넷 카운티는 5월 5일 별세한 택스커미셔너 티파니 포터를
애도합니다. 포터는 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택스커미셔너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덜루스 지방법원에서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인 판사였습니다. 데니스 미첼 부국장은 “
포터는 자신이 세운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미첼은 5월 13일 귀넷 카운티
택스커미셔너로 취임했고, 2024년까지 포터의 임기를 마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GwinnettTaxCommissioner.com을
방문하세요.

귀넷 서비스

트리블 밀 공원으로 가는 Chandler Road 입구 개설

트리블 밀 공원으로 가는 새 입구가 2400 Chandler Road
에 개설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입구는 89개의 주차 공간이
있는 주차장으로 연결되며, 피크닉 쉼터, 화장실 및 다큘라의
하빈스 공원과 연결되는 로이드 N. 해리스 그린웨이 산책로의
새 기점에 키오스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
SPLOS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습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의 달 기념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콜린스 힐 공원 놀이터, 보수 공사 진행 중

콜린스 힐 공원 시설의 업데이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개조 공사에는 야구장과 소프트볼 광장의 크고 작은
운동장과 정자의 작은 놀이 공간 등이 포함됩니다.
로렌스빌의 2225 Collins Hill Road에 위치한 이 공원에는
부지가 95에이커에 달하며, 7개의 구장, 조명이 갖춰진
농구장, 낚시 호수, 정자, 1.5마일에 달하는 비포장 산책로,
그리고 길 건너편의 수중 센터가 있습니다.

$644,380.54가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는 2017년
특별목적지역옵션판매세(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SPLOST)에서 자금이 조달됩니다.
GCPL의 2022 여름 독서 챌린지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 도서관의 여름 독서 챌린지가 공식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지만,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8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월
내내, 재미있는 이야기 시간, 공예품 및 바다를 주제로 한
활동이 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각 도서관 지점에서 마술사 켄 스콧의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Bit.ly/GCPLSummerReading22를
방문하세요.

7월은 국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의 달이며 귀넷은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들을 축하할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개방된 공간과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웰빙 활동을 촉진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모든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활기찬 우리 커뮤니티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새겨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커뮤니티 전역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전체 행사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GwinnettParks.com을
방문하세요.
귀넷 경찰, 더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귀넷 경찰은 행정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귀넷 카운티 스쿨존에
4대의 속도 감지 카메라와 번호판 판독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새 장비는 로렌스빌의 아처 고등학교와 콜리
초등학교, 스와니의 콜린스 힐 고등학교, 슈가 힐의 래니어
중학교에 설치되어, 2022 - 2023 학년도에 모니터링되는
스쿨존의 수가 7개가 됩니다. 이 카메라는 차량 속도를
낮추고 스쿨존의 안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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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