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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행정위원회, 2022년 밀리지 세율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일반 기금 밀리지 세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6.95밀로 채택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행정위원회는 세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부분의 귀넷 주택 소유주는 감정가 상쇄 면제(Value Offset
Exemption) 혜택을 받습니다. 즉, 세금 고지서에서 카운티 정부 세금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 학교 및 시에서 정한
밀리지 세율에 근거합니다. 1밀(Mill)은 평가된 부동산 가치 1,000
달러당 1달러의 세금을 말합니다.

2022년 밀리지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GwinnettCounty.com/PropertyTaxes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9월에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11
월입니다.

귀넷 카운티 지역 동향

히스패닉 및 라틴계 문화 유산의 달 기념
귀넷 카운티는 히스패닉 및 라틴계 문화 유산의 달을 맞이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히스패닉 및 라틴계 커뮤니티의 공헌을
기념합니다. 로렌스빌에 위치한 귀넷 사법행정센터 (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아트리움에서 이야기,
역사, 예술을 통해 글로벌 라틴 아메리카 커뮤니티의 문화를 함께
나누는 전시가 열립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후 6시에는 특별
행사가 같은 곳에서 열립니다.

공공 안전 가을 축제에 참여하세요!
10월 1일 토요일 쿨레이 필드에서 열리는, 볼거리가 가득한 공공
안전 가을 축제에서 귀넷의 경찰, 소방 및 응급 서비스 부서와
함께 신나는 하루를 보내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응급구조원들과 만남도 가지고, 음식, 경품, 시연 및 전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SWAT 인력 수송차, 소방차 및 기타 특수
차량으로 구성된 트럭 만져보기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쿨레이
필드는 로렌스빌의 2500 Buford Drive에 있습니다.
귀넷 교통 쇄신 행사에 참여하세요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레노라 공원에서
열리는 무료 귀넷 교통 쇄신 (Transforming Gwinnett
Transportation) 행사에 참여하세요. 귀넷 교통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음식, 음악, 경품, 간식 및 전시를
즐기세요. 어린이들은 트랙터 만져보기, 페이스 페인팅, 게임 및
상품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레노라 공원은 스넬빌의
4515 Lenora Church Road에 위치합니다.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재갱신 여부가 11월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유권자들은 11월 총선 기간 동안 투표소에서 1센트의
특별목적판매세(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SPLOST) 재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위원회는 11
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표결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갱신된
SPLOST 프로그램은 향후 6년 동안 교통, 신규 도로 및 개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공공 안전 시설 및 장비, 도서관 및 기타
프로젝트에 쓰일 13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GwinnettCounty.com/SPLOSTreferendum
을 방문하세요.

텍스커미셔너

가정에서 화재 예방
모든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빠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원 보호

나뭇잎을 빗물 배수구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
알록달록한 가을 나무는 보는 즐거움을 주고, 바삭한 가을
나뭇잎은 놀기에 좋지만, 쓸리거나 날려서 빗물 배수관에 남을
경우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빗물 배수구는 지역 수로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잎은
물에 과잉 양분을 공급해 녹조가 자라면서 수질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뭇잎과 기타 정원 잔해로 인해
빗물 배수관이 막힐 수 있으며, 폭우 시에 국지적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 가을에 수질과 빗물 배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 나뭇잎을 빗물 배수구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
• 연석과 배수로에 있는 나뭇잎을 제거하세요
• 낙엽으로 무료 퇴비를 만드세요.
• 낙엽을 모아 정원에 뿌리덮개로 사용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요령으로 올 시즌 수자원을 보호하고 비료 및 실외
물 사용 비용을 줄이세요.
수도 요금을 온라인으로 내세요
수자원부는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결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수도
요금 고지서에 있는 계정 번호와 계량기 번호를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Gwinnetth2o.com/PayMyBill에서 온라인 계정에 등록한
후, 현재 고지서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피 계획을 세우자”는
가정 화재로부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조치를 따르세요.
• 탈출 경로를 계획하세요. 집에 대한 간단한 지도를 그려보고, 각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2분 내에 빠져
나오는 연습을 하세요.
• 집의 모든 층과 각 침실에 화재경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1
년에 두 번 점검하세요.
• 집에서 떨어진 안전한 거리에 모임 장소를 정해 두세요.
• 가정 화재 훈련을 연습하세요. 낮과 밤 다른 시간대에 다른
방법으로 탈출하는 연습을 하세요. 화재 발생 시에는 안전한
모임 장소로 가서 911에 신고하고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함께 있으세요.
가정 화재 예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FPA.org/FPW를
방문하세요

공공안전

재산세 고지서 납부기한 11월 1일
2022년 귀넷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가 9월 중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1월 1일입니다. 에스크로 계정을 보유한 경우,
모기지 회사에서 재산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는
주택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자세한 정보나 온라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GwinnettTaxCommissioner.com을 방문하세요.

귀넷 서비스

방과 후 비용 관련 도움이 필요하세요?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BOC, 아쿠아틱 센터 개선 공사 승인

행정위원회는 최근 보간 공원과 베데스다 공원 아쿠아틱
센터에 대한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지원 개선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526,000가 소요되는 보간 공원 아쿠아틱 센터
프로젝트에서는 수영장을 재도포하고 공사 및 2008년에
설치된 놀이 시설을 교체할 것입니다. $264,780가 소요되는
베데스다 공원 아쿠아틱 센터 프로젝트에는 카운티 자산
관리 계획 기준에 부합한 덕트 관련 기계적 개선 작업이
포함됩니다.

저소득 가정이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보육 및 부모 서비스
(Childcare and Parent Services, CAPS) 프로그램은 조기
교육을 돕기 위해 보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귀넷 커뮤니티
서비스는 학교가 휴교 중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적격
프로그램에 대한 CAPS를 인정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B2Anywhere@GwinnettCounty.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CAPS는 보육 및 개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조지아 조기 보육 및 학습부(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가 관리합니다.
귀넷, 투표소 담당 직원 모집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며 일정한 소정의 금액도 벌고
싶으신가요? 선거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들은 11월 8일에 있을 선거의 투표소 직원으로
지원하세요. 유권자 등록 및 선거과(Voter Registrations
and Elections Division)는 모든 배경의 시민들, 특히 영어와
스페인어 이중 언어 구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소중한 현장 경험도 쌓고, 하루에 최대
$390를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GwinnettCountyJobs.
com에서 신청하세요.

두 프로젝트 모두 2017년 특별목적지역옵션판매세(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SPLOST)에서 자금이
조달됩니다.
988 정신 건강 위기 전화를 이용하세요

본인이나 지인에게 응급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988로 전화하시면 연중무휴로 전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상담사 및
대응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번호인 1.800.273.8255번에서 전환됩니다. 새롭고,
기억하기 쉬운 이 번호로 정신 건강 위기에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핫라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988LifeLine.org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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