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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동향 

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에 신청하세요
귀넷 카운티 정부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고품격 서비스를 제
공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카운티 운영의 이면을 살펴보고, 지
역 리더들과 만남의 장을 갖고, 정부 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
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귀넷 101 시민 아카데미는 1년에 2회 
제공되는 12주 프로그램으로 귀넷 카운티의 주민, 학생 및 상
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 기
회를 제공합니다. 봄 학기에 참여하려면 3월 1일 수요일까지 
Gwinnett101.com 에서 신청하세요.

귀넷 카운티, 채용 행사 개최
3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둘루스의 게스 사
우스 컨벤션 센터 (Gas South Convention Center) 에서 개최
되는 연례 Career From Here 채용 행사에서 귀넷 카운티 정부
에서 일할 기회를 잡으세요. 지원자들은 카운티 담당자와 면접
하고, 이력서를 인적자원부에서 검토받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
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만나 경력을 쌓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GwinnettCountyJobs.com
에서 귀넷의 채용 기회를 알아보고 지원하세요.

게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는 둘루스의 6400 Sugarloaf Park-
way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경쟁력 있는 혜택, 
유급 교육, 특정 직책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 학자금 지원 프
로그램, 승진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올 봄 정원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세요 
4-H 및 마스터 정원사 프로젝트를 위한 UGA Extension 
Gwinnett 의 연례 식물 판매 기금 모금 행사에서 조지아 토
양에서 특벽히 더 잘 자라는 50여종의 꽃과 과일 식물을 구입
하세요. 올해는 블루베리, 복숭아, 자두, 개나무, 치자나무, 수
국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월 3일 금요일까지 
로렌스빌에 있는 UGA Extension Gwinnett 사무실에서 우
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선주문하시면 됩니다. 

픽업 및 보너스 판매는 3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 45분까지 로렌스빌의 귀넷 카운티 페어그리운드 (Gwin-
nett County Fairgrounds) 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winnettExtension.com 을 방문하세요.

주요 내용

대중교통, 새 디자인과 명칭 채택
귀넷 카운티 대중교통 (Gwinnett County Transit) 이 새로운 
모습과 새 명칭 “라이드 귀넷 (Ride Gwinnett)”으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1월에 카운티 리더들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명칭, 로고 및 버스 디자인을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카
운티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라이드 귀넷은 활기찬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귀넷에서 20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교통 시스템의 새로
운 모습에는 카운티가 중점적으로 선보이는 이동성이 반영되
었습니다. 카운티의 버스,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에 새로운 브
랜드가 도입됩니다.

귀넷의 2023 예산의 일환으로 승인된 새 노선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서비스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ideGwinnett.com 을 방문하세요.

http://Gwinnett101.com
http://GwinnettCountyJobs.com
http://GwinnettExtension.com
http://RideGwinnett.com


택스커미셔너

고령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귀넷의 고령자에게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1월 1
일자로 65세 이상이고 조지아 과세 대상 소득이 $112,048 미
만인 거주자는 노인 교육세 홈스테드 면제 (Senior School Tax 
Homestead Exemption) 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배출 면제
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연
간 5,000마일 미만을 운전하는 경우 제공됩니다. 자격을 확인
하고 신청하시려면 GwinnettTaxCommissioner.com/Seniors 
를 방문하세요. 

공공안전

낙상을 조심하세요
낙상이 노인들의 부상이나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낙상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걷기, 쇼핑 또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낙상을 예방하
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안전 수칙을 읽어보세요.
• 다리를 강화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하세요
• 매년 안과를 방문하여 잠재적인 시각 문제를 검사하세요
•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수리하여 집

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 낙상의 위험과 예방법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

하세요

가을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CDC.gov/Falls 를 
방문하세요. 

안전수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GwinnettSafety411.com 을 
방문하세요.

자원 보호하기

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세요
귀넷 카운티의 수자원 지원 프로그램 (Water Resources As-
sistance Program) 이 각 가정에서 물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Habitat for Humanity 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도 요금 및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배관 서비
스, 정화조 수리 및 절수 기기를 제공합니다.
 
수자원 지원 프로그램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귀넷 카운티에 있
는 주택 소유주로, 지원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고, 지역 중위 소득
의 60% 이하 소득자여야 합니다. GwinnettCounty.com/WRAP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되는 모든 문서를 제공하세요. 궁
금한 점이 있으시면 WRAP@GwinnettCounty.com 으로 이메
일을 보내거나, 678.376.6800으로 전화하세요.

누수를 파악하고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스넬빌의 
OneStop Centerville 에서 열리는 Fix-a-Leak 워크숍에서 
누수를 확인하고 고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세요. 또 하나의 세션은 3월 18일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1
시 30분까지 릴번에 있는 Lilburn Activity Building에서 진
행됩니다. 등록하시려면 Gwinnetth2o.com 을 방문하거나, 
678.376.7193으로 전화하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 으로 보
내세요.

http://GwinnettTaxCommissioner.com/Seniors
http://CDC.gov/Falls
http://GwinnettSafety411.com
http://GwinnettCounty.com/WRAP
mailto:WRAP%40GwinnettCounty.com?subject=
mailto:Gwinnetth2o.com?subject=
http://DWRworkshops@GwinnettCounty.com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보조금으로 카운티의 도로 유지 관리 지원
귀넷 카운티 여행자들에게 보다 평탄한 도로가 제공됩니다. 
행정위원회는 7백만 달러 이상의 조지아 교통부 보조금을 신
청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 지역 유지 관리 및 개선 보조금으
로 재포장을 할 경우, 카운티 전역에 걸쳐 약 55마일의 도로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매년 교통부 직원들이 카운티 전역의 도로 포장 상태를 평가
합니다.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인 거리가 재포장 우선대상
이 됩니다. 55점을 초과하는 도로는 다음 해에 보수되고 재검
토됩니다. 카운티의 2017년 SPLOST 프로그램에서 210만 달
러가 지원됩니다.

자원

카운티, 긴급한 필요에 도움을 제공 
기아, 건강, 주택 또는 기타 문제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긴급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역사회 네비게이터가 귀중한 자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
립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온라인 지원 요청 양식을 작
성하시려면 GwinnettOneStop.com 을 방문하세요.

GWINNETT COUNTY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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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넷 서비스

치매 간병인에게 도움 제공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까? 귀넷 보건 복지 
서비스 (Gwinnett Health and Human Services) 에 참여하
여 센터빌, 뷰퍼드 및 노크로스에 있는 OneStop 센터에서 매
월 열리는 지원 모임을 통해 이 어려운 여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GwinnettOneStop.com 을 
방문하세요.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록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됩니다. 카운티 전역의 엄선된 학
교에서 진행되는 B2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재미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심화 활동을 제공합니다. 

귀넷 카운티는 휴교 시 여러 적격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및 부
모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CAPS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되는 가족은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녀의 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2Anywhere.com 을 방문
하거나, B2Anywhere@GwinnettCounty.com 으로 이메일
을 보내거나, 770.904.3500 으로 전화하세요.

집에서 COVID-19 자가검사를 해보세요
COVID-19 증상이 있다면 어디에서나 자가검사를 하고 30분 
내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역사회를 건강
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최신 COVID-19 백신과 부스터를 접
종하고, 아플 때는 집에 머무르고, COVID-19 에 노출되거나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받으세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COVID-19 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DC.gov 를 방문하세요.

http://GwinnettOneStop.com
http://GwinnettOneStop.com
http://B2Anywhere.com
mailto:B2Anywhere%40GwinnettCounty.com?subject=
http://CD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