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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11월 선거 준비
11월 8일 중간선거까지 연관된 중요한 날짜들을 기억해 주세요.
• 유권자 등록 마감일: 10월 11일
• 사전 투표: 10월 17일 – 11월 4일
• 부재자 우편 투표용지 신청 마감일: 10월 28일

부재자 우편 투표를 하시려면 SecureMyAbsenteeBallot.SOS.
GA.gov에서 신청하시거나, GwinnettElections.com에 나와있는 
양식을 사용해 우편 투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편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선거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사전 투표함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려면 
MVP.SOS.GA.gov를 방문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GwinnettCounty.com/ElectionSchedule을 
방문하세요.

SPLOST 갱신이 11월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1센트의 특별목적지역옵션판매세
(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SPLOST) 
재갱신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될 경우, 재갱신된 
프로그램은 향후 6년 동안 교통 프로젝트, 공원, 공공 안전 시설 및 
장비, 도서관 및 기타 프로젝트에 쓰일 13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GwinnettCounty.com/SPLOSTReferendum을 방문하세요.

미국 재활용의 날에 사용한 물품을 재활용하세요
재활용하기 어려운 품목이 있으신가요? 날씨에 상관없이, 11월 5일 
미국 재활용의 날(America Recycles Day)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로렌스빌에 있는 쿨레이 필드 야구장 주차장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재활용 물품들을 일회용 컨테이너에 넣어 
자동차 트렁크나 뒷자석에 넣어 가져오시면, 자원봉사자가 
재활용품을 수거할 것입니다. 프로젝션/콘솔 TV($35), 평면 TV/
컴퓨터 모니터($15), 프린터($5)를 제외한 전자제품 수거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GCSolidWaste.com을 방문하거나, 
770.822.7141번으로 전화하세요.

세무서, 부동산 현장 방문 실시
카운티의 연례 검토 차원에서, 귀넷 사정관 위원회(Board of 
Assessor)의 평가 담당자가 정확한 평가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평가 담당자는 기존 또는 
새 건축물을 확인하고, 외부를 측정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귀넷 
카운티, LMC 및 Tyler Technologies의 조사관은 현장 방문 시 
신분증을 소지하며,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방문을 알릴 것입니다. 
모든 건물 검토는 외부에서 진행되며 방문했음을 알리는 정보를 
남길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770.822.7200번으로 
전화하거나, Taxpayer.Services@GwinnettCounty.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카운티가 주최하는 재향군인의 날 추모식
귀넷 카운티는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연례 재향군인의 
날 추모식을 열고 군 영웅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로렌스빌의 75 
Langley Drive에 위치한 귀넷 사법행정센터(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의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식에 
참석하시거나, 카운티의 페이스북 페이지 @GwinnettGov에서 
추모식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 보호
가정에서 빗물 오염 줄이기
가정 유해 폐기물은 모든 가정에서 배출하는 부식성, 반응성, 
발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정제, 
페인트, 살충제, 자동차 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일상용품을 
부적절하게 폐기하면 지표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빗물 배수구로 불법 방류하는 것은 수로에 직접적인 오염을 
유발합니다. 귀넷 카운티의 빗물 배수 시스템은 홍수를 통제할 뿐 
오염 물질을 걸러내지 않습니다. 빗물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몇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 가정 유해 폐기물은 절대 빗물 배수구에 버리지 마십시오
• 자동차 용액은 지역 자동차 부품 매장에서 재활용하십시오
• 필요한 만큼만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 페인트는 고양이 배설 상자에 까는 모래로 굳힌 후에 버리십시오

귀넷 카운티는 Gwinnett Clean & Beautiful과 함께 연간 2회 
가정용 유해 폐기물 무료 수거 행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행사를 
확인하시려면 GwinnettCB.org/Events 를 방문하세요. 

유용한 요리 습관으로 환경 개선에 일조하세요
11월 15일 오후 6시 귀넷 카운티 공공도서관 그레이슨 지점에서 
열리는 요리 및 청소 시연에 참석하셔서 주방의 지방, 오일 및 
그리스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수자원 보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등록하시려면 GwinnettH2O.com을 
방문하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DWRworkshops@
GwinnettCounty.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678.376.6914
번으로 전화하세요.

공공안전
간편한 태그 갱신 방법 세 가지 
온라인, 우편 또는 키오스크를 통해 태그를 갱신하세요.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대기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winnettTaxCommissioner.com/Appointments
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
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텍스커미셔너
휴일에도 안전을 지켜가며 요리하세요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가정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인 주방에서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몇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 요리하는 동안에는 주방에 머무세요
• 불에 잘 타는 오븐 장갑, 냄비 집게, 식품 포장지 및 행주 등은 

스토브 위에 두지 마세요
• 대부분 음식을 튀길 때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튀기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세요
• 열이 너무 높을 때 화재가 시작됩니다. 연기가 보이거나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버너를 끄세요
• 아이와 애완동물이 스토브 근처에 못 오게 하세요
• 집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세요

휴일 관련 안전 요령을 확인하시려면 GwinnettSafety411.com
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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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위원회, 향후 산책로 설계를 위한 연구 승인
귀넷 위원회는 피드먼트 보도 산책로 선형을 위한 범위 
연구를 승인했습니다. 12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에서 보도 
장벽을 확인하면, 우회로를 갖춘 회랑 보도를 세울 것입니다.

이 연구는 귀넷 산책로를 디캘브와 배로우 카운티의 다른 
산책로와 연결하는 전반적인 목표하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325,000가 소요되며, 이 중 74%는 
애틀랜타 지역 위원회에서, 18%는 2017 SPLOST 기금으로, 
8%는 카운티에서 지원합니다. 이 산책로는 귀넷 산책로 
마스터 플랜에서 제안한 여러 중요한 산책로 중 하나입니다.

귀넷 서비스
귀넷 재향군인 가족 서비스에서 도움 받기
재향군인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재향군인의 가족이 되십니까? 
현재 로렌스빌의 567 Swanson Drive에 위치한 귀넷 시니어 
서비스 센터(Gwinnett Senior Services Center)에서 
Disabled American Veterans Gwinnett County Chapter 
90 서비스와 협력하에 재향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 관리(Veterans Administration) 혜택 및 청구서 
제출, 진료 방문을 위한 교통편 확보, 군 복무에 대한 주 및 
연방 정부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세요. 
또한 OneStop 4 Help Community Navigator가 자원이 
필요한 재향군인과 가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winnettOneStop.com에서 확인하세요.

카운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 신설
최근 귀넷 카운티는 매트 앨더를 책임자로 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Division)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서는 귀넷의 복잡한 
주택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카운티가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로부터 매년 받는 
보조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11월의 관공서 휴무일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운영을 제외하고, 모든 
귀넷 카운티 정부 사무소는 재향군인의 날인 11월 11일 
금요일과 추수감사절 연휴인 11월 24일 목요일부터 11월 25
일 금요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쓰레기는 수거가 늦춰지는 추수감사절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정상적으로 수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CSolidWaste.com
에서 확인하세요. 치안법원 판사는 각 공휴일 기간 동안에도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할인 서비스 이용
연방 통신 위원회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을 통해 가정 또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매달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자격이 되는 
주민들이 이 새로운 혜택으로 인터넷 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CC.gov/ACP를 방문하거나, 877.384.2575
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런 다음, 참여하는 광대역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매달 할인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