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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동향 

새로 선출된 커미셔너, 행정위원 소개
새로 선출된 매튜 홀트캠프 커미셔너, 행정위원은 제4선거구
를 대표하는 4년의 임기를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4 
선거구에는 Buford, Sugar Hill, Braselton, Rest Haven, 
Auburn, Suwanee 및 Lawrenceville 지역 일부가 속해있
습니다.

홀트캠프는 Holtkamp Heating & Air Conditioning 의 CEO
이며. 메트로 애틀랜타 에어컨 컨트렉터 협회 (Metro Atlanta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Association) 의 회장이고, 리
더십 귀넷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그는 켐프 주지사가 임명한 
공기 조화기 계약자 부문 (Division of Conditioned Air Con-
tractors)의 주 건설 산업 면허 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Licensing Board) 위원이기도 합니다. 

귀넷 카운티, 새 보행자 보도 설치
조지아 교통부는 지상 교통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 (Surface 
Transportation Block Grant Program) 을 통해 귀넷 카운
티에 1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카운티는 루프 
트레일 보행자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 기금으로 Gas South 
District 와 미래 사업체들 및 Satellite Boulevard 주변의 현
재 쇼핑 센터를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카운티는 2017년 SPLOST 프로그램에서 자
금 $275,000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 여름을 위한 신나는 모험을 미리 계획하세요
자녀의 여름 캠프를 미리 계획하고 등록하세요! 5세 이상
의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고, 새로운 활동을 탐험하고, 친
구를 사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 캠프 사이트에서 보육 
및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winnettCommunityServices.com 에서 확인하세요.

흑인 역사의 달을 함께 기념해 주세요
귀넷 카운티는 2월 21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기념행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
고, 더 밝고 공평한 미래를 위한 노력해온 지난 역사를 조명할 
것입니다. 로렌스빌의 75 Langley Drive에 위치한 귀넷 사법
행정센터 (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에서 실시됩니다. 등록은 1월 16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GwinnettCounty.com 을 방문하세요.

주요 내용

새로운 카운티 지역구 지도, 1월부터 적용
매 10년마다 조지아 주 의회는 가장 최근의 센서스 인구 총
조사 데이터를 반영하여 다양한 관할 기관을 위한 지역구 경
계를 수정합니다. 지난해 2월, 켐프 주지사는 귀넷 카운티 행
정위원회의 새 지역구 지도에 최종 서명함으로 법제화 했습
니다. 새 지역구 지도를 보시려면 GwinnettElections.com/
DistrictMaps 를 방문하세요.

새로운 지역구 지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귀넷카
운티 내의 투표 가능한 40%이 주민들이 다른 지역구 소속되
게 됩니다.

해당 선거 지역구를 확인하시려면 MVP.SOS.GA.gov 를 방
문하세요. 해당 지역구 커미셔너들이 제공하는 지역 뉴스 
및 행사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려면 
GwinnettCounty.com/Newsletters 에서 등록하세요.

http://GwinnettCommunityServices.com
http://GwinnettCounty.com
http://GwinnettElections.com/DistrictMaps
http://GwinnettElections.com/DistrictMaps
http://MVP.SOS.GA.gov
http://GwinnettCounty.com/Newsletters


택스커미셔너

1999 – 2020 연식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 필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연식의 모든 휘발유 차량 및 8,500
파운드 이하 경량 트럭은 등록과 갱신에 배기가스 검사가 필
요합니다. 검사 장소, 고령층 면제 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
면 CleanAirForce.com 을 방문하세요. 차량 검사를 받았으
면 GwinnettTaxCommissioner.com/Renew 에서 온라인으
로 갱신하세요. 

공공안전

겨울철 혹한 기후에 대비하세요
일기예보에 따라 사람들은 간혹 조급해져서 식료품을 구매하
고 자동차 및 난방기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게 됩니다. 
겨울 눈이나 얼음 폭풍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겨울 폭풍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따르세요. 
• 장작 벽난로나 난로 또는 실내 히터 등과 같은 비상 난방 

장치를 준비해두세요
• 밤에는 문 밑의 빈 틈을 수건 등으로 채우거나 창문을 덮어 

필요없는 공간을 막으세요
• 몸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 비상시에만 이동하세요

겨울 폭풍에 대비하고 더 많은 안전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GwinnettSafety411.com 을 참조하세요.

자원 보호하기

지역 수로 보호하기
빗물이 배수구로 가는 도중 땅에 있거나 배수관에 버려진 오
염 물질이 함께 흘러가 지역 수로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다
음과 같은 빗물 배수 시스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생
활화하세요.
• 쓰레기를 절대 빗물 배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 애완동물 배설물은 치우세요
• 차에 누출이 있다면 빨리 수리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 매장

에 차량 오일을 갖다 주세요
• 주변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세요
• 자동차를 세차한 물이 빗물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게 하세요

모든 불법 방류에 대해서는 678.376.7000으로 수자원부에 신
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Gwinnetth2o.com 을 방문하세요.

돈도 절약하며 자원 정보 더 많이 활용하기 
2월 16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화장실 기술 워크숍 (Toilet Tech Workshop) 에서 화장실 물 
사용 방법에 따라 가정의 물소비를 대폭 줄일 수 방법들을 알
아보세요. 귀넷 카운티 공공도서관 그레이슨 지점에서는 2월 
18일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조경용 빗물통에 빗
물을 모으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모임이 있습니다. 
$40를 미리 내시고 새 빗물통을 집에 가져가세요. 등록하시
려면, 지금 Gwinnetth2o.com 을 방문하거나, 678.376.6914
로 전화하거나,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 으
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이메일을 보내주
시면 됩니다.

http://CleanAirForce.com
http://GwinnettTaxCommissioner.com/Renew
http://GwinnettSafety411.com
http://Gwinnetth2o.com
http://Gwinnetth2o.com
http://DWRworkshops@GwinnettCounty.com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스와니에 제13 소방서 오픈
지난 12월, 제13 소방서 대원들은 스와니의 105 Main 
Street 로 소방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새 소방서는 10,788
평방피트 공간에 3개의 차고 및 엔진과 의료 팀을 위한 24
시간 직원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780만 달러가 소요된 이 프로젝트는 2017년 특별목적지역
옵션판매세 (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SPLOST) 에서 자금을 지원받았고, 스와니시에서 토지를 제
공하였습니다. 제13 소방서는 25평방마일에 걸쳐 29,000명 
이상의 주민과 지역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

가정에서 라돈 검사하기
라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무취, 무미인 방사성 가스로 미국 
내 폐암 발생 원인의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UGA Extension 
Gwinnett 의 검사 키트로 집안에 라돈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키트를 지하나 1층 등 사람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곳에 3 - 7일간 걸어두세요. 사용설명서와 단
계별 지침은 키트와 같이 배송됩니다. 라돈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을 알아보고 키트를 주문하시려면 UGARadon.org 를 방문
하세요.

GWINNETT COUNTY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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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서비스

고령층과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한 정책 지원 서비스 
최근 행정위원회는 카운티 전역의 고령층과 장애가 있는 성
인에게 사전 승인된 비응급 의료 및 삶의 질 교통편을 제공하
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로렌스빌의 567 Swanson Drive 에 있는 귀넷 시니
어 서비스 센터(Gwinnett Senior Services Center)를 방문
하거나 678.377.6930 으로 전화하세요.

혹한기,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워밍 스테이션에서 따뜻하게 머무세요
귀넷 카운티는 주거 환경이 없는 주민들이 2도(화씨 35도) 
이하의 온도에서 장기간 추위에 떨지 않고 밤을 지낼 수 
있는 5곳의 워밍 스테이션 (Warming Stations) 을 개방
할 예정입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몸을 풀고, 식사를 하고, 휴식
을 취할 수 있습니다. 워밍 스테이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winnettOneStop.com 을 방문하세요. 자원봉사를 원하시
면 OneStopHelp@GwinnettCounty.com 으로 이메일을 보
내거나, 770.822.8850으로 전화하세요.

귀넷 행정사법센터, 연방공휴일, ‘대통령의 날’ 휴무
주민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귀넷 카운
티 행정사법센터 관할 오피스들은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을 맞아 2월 20일 월요일에 휴무하며 2월 21일 화요일에 
다시 정상 운영합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평상시처럼 쓰레
기물을 정리해 내놓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GCSolidWaste.com 
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치안법원 판사는 공휴일 기간 동안에도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UGARadon.org
http://GwinnettOneSt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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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CSolidWas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