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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동향 

귀넷,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다 
귀넷 카운티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계속 준수하고 있
으며, 애틀랜타 지역 위원회로부터 플래티넘 레벨의 녹색 공
동체(Green Community)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귀넷은 
녹색 공동체로서 보다 강력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사회를 조
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관행 및 프로그램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귀넷의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관
한 자세한 정보는 SustainableGwinnett.com 을 확인하세요.

귀넷 청소년 위원회 신청하기
올 여름, 귀넷의 고등학생들에게 귀넷 카운티 정부를 살펴
보고, 지역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리더십 교육을 받을 기회
가 주어집니다. 귀넷 청소년 위원회(Gwinnett Youth Com-
mission)는 1년 프로그램으로 8주간의 여름 교육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신청 자격이 되려면 2023 - 2024학
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는 4학년이 되어야 
하며, 지원 신청은 4월 7일 금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프
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
고 신청을 원하시면 GwinnettYouthCommission.com 을 방
문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가져다 주세요
귀넷 경찰은 마약 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과 함께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처방약을 적절히 
폐기하는 미사용 약품 회수(National Drug Take Back) 이니셔
티브를 진행합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
지 경찰 본부와 6개 관할 경찰서에 알약, 캡슐, 패치 및 기타 형
태의 처방약을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
려면 PDCommunityAffairs@GwinnettCounty.com 으로 이
메일을 보내세요.

집을 멋진 예술 작품으로 장식해보세요
매년 열리는 차타후치 아트(Art on the Chattahoochee) 축
제에서 100여개의 독특한 예술품과 공예품을 관람하고 구매
하세요. 4월 29일 토요일 12시 부터 오후 4시까지 Peachtree 
Corners에 있는 존스 브리지 공원에서 라이브 공연과, 음식, 
분필 아트 경연대회를 즐겨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
나 부스 판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GwinnettParks.com 을 방
문하시거나 678.277.0920으로 연락하세요.

주요 내용

니콜 헨드릭슨 귀넷카운티 의장의 세번째 연두교서
니콜 헨드릭슨 귀넷 카운티 의장은 세 번째 연두교서에서 오
늘날의 행정적인 결정들이 미래의 문제들에도 지속적으로 해
결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고, 포괄적이고 신중한
에 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헨드릭슨 의장은 또한AAA/Aaa 채권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귀넷의 역량, 아동 옹호 및 청소년 서비스 부서와 주택 및 지
역사회 개발 부서의 설립, 우리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워터 타워(The Water Tower)의 개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주민들의 선택 덕분에 귀넷이 꾸
준히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의 활기를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도 더 나은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헨드릭슨은 청
중과 시청자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앞장서고, 행동하고, 봉사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GwinnettCounty.com/SOTC 에서 연설을 시청하고 2022년
에 이룬 성과와 2023년의 비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ustainableGwinnett.com
http://GwinnettYouthCommission.com
mailto:PDCommunityAffairs%40GwinnettCounty.com?subject=
http://GwinnettParks.com
http://GwinnettCounty.com/SOTC


택스커미셔너

4월 1일까지 홈스테드 면제를 신청하세요 
재산세를 줄일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홈스테드 면제를 신
청하세요. 1월 1일에 자신의 집을 주 거주지로 삼아 살고 
있고 4월 1일까지 신청한 소유주는 올해 면제 자격이 됩
니다. 제안된 주의 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 보조금(Home-
owner Tax Relief Grant)은 2023년에 홈스테드 면제 자
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추가 절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 에서 신청하
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면제된 경우 다시 신청하
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안전

세금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세금 신고 시즌마다 국세청 직원으로 사칭해 주민들을 속이
고 개인 정보를 갈취하는 사기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알려줄 경우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유용
한 몇 가지 팁입니다.
• 신중하게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고 재정 정보를 넘기기 전

에 잘 알아보세요
•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는 메시지가 나

올 수 있는 원치 않는 이메일, 문자 및 가짜 웹사이트를 경
계하세요

• 전화 사기에 주의하세요. 국세청(IRS) 담당자는 절대 전화
로 지불을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세금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IRS)에 신고하세요. 부정 또
는 사기 행위는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팁을 보시려면 IRS.gov 를 
방문하세요.

자원 보호하기

세금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귀넷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식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물은 여
전히 한정된 자원입니다. 물 사용을 줄일수록 수자원을 보호
하고 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 이를 닦거나 면도를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 충분한 양의 옷과 그릇이 있는 경우에만 세탁기와 세척기

를 사용하세요
• WaterSense 배관 설비로 교체하세요   
• 마당에 물을 줄 때는 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 시간을 이용하세요

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필수적
인 수자원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 절
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winnetth2o.com 을 방문하세요.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폐기하기
배터리, 살충제 등 가정용 유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줄
이거나,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
요. 그레이슨 시니어센터에서 4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가정용 유해 폐기물 워크숍에 참여
하세요.

등록하시려면 Gwinnetth2o.com 을 방문하시거나, 678.376.7193 
으로 전화하시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이메일을 
DWRworkshops@gwinnettcounty.com 으로 보내세요.

http://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
https://www.irs.gov/individuals/how-do-you-report-suspected-tax-fraud-activity
https://consumer.ftc.gov/features/identity-theft
http://IRS.gov 
http://Gwinnetth2o.com
http://Gwinnetth2o.com
mailto:DWRworkshops%40gwinnettcounty.com%20?subject=


SPLOST 특별목적판매세

새 SPLOST, 4월 1일부터 발효
귀넷 유권자들은 지난 11월 1센트 특별목적지역옵션판매세
(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갱신을 승인했
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6년 동안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
해 13억 5천만 달러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 SPLOST는 4월 1일부터 징수됩니다. 이는 신규 또는 
추가 세금이 아니라 소매 판매에 대해 이미 징수되고 있는 1
센트 세금의 연장입니다. 귀넷의 판매세는 주 세금4%, 학교 
E-SPLOST 1%, SPLOST 프로그램 1%를 포함하여 6%입니
다. 카운티의 판매세는 4월부터 새 징수가 시작될 때 계속 6%
로 유지됩니다. 귀넷에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
시려면 GwinnettSPLOST.com 을 방문하세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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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민들이 이 새로운 혜택으로 인터넷 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
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에 대한 자
세한 정보는 AffordableConnectivity.gov 를 방문하시거나, 
877.384.2575로 전화하세요. 그런 다음, 참여하는 광대역 제
공업체에 연락하여 매달 할인을 받으세요.

GWINNETT COUNTY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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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넷 서비스

지구의 날을 맞아 재활용하기 
평소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이 있으셨나요? 날씨에 상관없이, 
4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로렌스빌의 쿨레이 
필드 (Coolray Field 에서 열리는 지구의 날 (Earth Day) 재
활용 행사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차량의 트렁크나 뒷좌석에
서 일회용 용기안에 담아 가져오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수거
하게 됩니다. 

프로젝션/콘솔 TV($35), 평면 TV/컴퓨터 모니터($15), 프린
터($5)를 제외한 다른 전자제품 수거는 무료입니다. 종이 파
쇄는 복사기 상자 5개까지 가능하며, 오일 및 라텍스 페인트
는 차량당 10갤런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CSolidWaste.com 을 방문하시거나 
770.822.7141 로 전화하세요.

본인의 소유지가 건물규정 기분에 부합한지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규정 위반으로는 폐차, 낙서, 지나치게 자란 잔디와 
잡초, 외부 건물 및 담장 또는 벽 유지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귀
넷 건물 코드 및 규정 집행기관(Gwinnett Code Enforcement)
은 주민들, 사업체 및 방문객들의 건강, 안전 및 삶의 질을 보호
하고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
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winnettCodeEnforcement.com 
을 참조하세요.

귀넷카운티 관련 뉴스 및 행사 소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GwinnettGov 를 
팔로우하여 최신 뉴스와 공지사항을 받아보세요. 카운티 뉴스, 
자원봉사, 교통 서비스,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주제가 실린 e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귀넷 프로그램과 서비
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GwinnettCounty.com 
을 방문하세요.

http://GwinnettSPLOST.com
http://AffordableConnectivity.gov
http://GCSolidWaste.com
http://GwinnettCodeEnforcement.com
https://www.gwinnettcounty.com/web/gwinnett/newsandevents/socialmedia
https://www.gwinnettcount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