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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39 에이커 상당의 몰 구입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이 전략적 투자와 계획으로 죽어가는 쇼핑몰을 살리기 위해 
 
(로렌스빌, 조지아, 12 월 15 일) – 귀넷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귀넷 카운티 도시 재개발 기구(Urban 
Redevelopment Agency of Gwinnett County: URA)가 39 에이커 상당의 귀넷플레이스몰(Gwinnett Place 
Mall)을 구입하는 것을 화요일 오전에 승인했다. 2013 년부터 Gwinnett Place Mall GA, LL 가 전체 90 
에이커가 넘는 상가의 중심 지역에 해당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2 백 3 십만불에구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귀넷카운티 정부가 귀넷 플레이스 커뮤니티개발지구(Gwinnett Place CID) 및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과 연계하여 해당 상가를 발전시킬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 최종 구입의 
성사를 위한 클로징은 90 일 이내에 하게 될 예정이며, 이 시점 이후에 해당 상가의 운영권은 URA 로 
넘어가게 된다. URA 는 “재활(rehabilitation), 보존(conservation), 또는 재개발(redevelopment)”의 기치로 
2009 년에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설립한 기구이다. 
 
귀넷카운티 감독위원회장인 샬롯네시(Charlotte Nash)는 “이것은 귀넷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지역에게 지리적이고 역사적 중심인 이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이곳에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신중한 계획을 통해 각 귀넷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재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I-85 에서의 접근성 및 귀넷카운티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귀넷플레이스몰은 카운티 리더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돼 왔다. 따라서 카운티감독관위원회는, 2013 년에 Simon Property Group Inc 로부터 몰 
중심부 39 에이커의 상가를 구입한 이후 쇼핑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소유자들과 몰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카운티의 계획개발국(County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귀넷플레이스 커뮤니티개발지구(Gwinnett Place Community Improvement 
District), 그리고 카운티 주민들과 함께 몰을 위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해당 사이트를 재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집중적인 계획의 과정을 카운티 정부는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귀넷플레이스 커뮤니티개발지구의 대표회장인 조앨런(Joe Allen)은 “카운티의 구입에 커뮤니티개발지구는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하면서, “해당 지역은 수년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번 구입을 
통해서 몰을 재개발하고 재목적화하여 지역사회의 오랜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1984 년에 완공되어 90 에이커가 넘는 면적의 귀넷플레이스몰은, 주변 쇼핑센터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 년대 중반부터 주요상점들이 지역의 작은 몰로 이주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번 매매에 포함되지 않는 Macy’s, 메가마트(Mega Mart), Beauty Master 등의 입점 업체들은 
해당 상가 주인들에게 소유권이 계속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URA 는 이 입점업체들 및 상가소유자들과 
함께 그들의 사업활동이 새로운 재활계획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일할 것이다. 
 
최근 귀넷카운티 정부는 총 10 에이커 상당의 새로운 transit center 부지를 구입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구입활동은 몰의 재개발과 관련한 우수(stormwater) 관리와 기타 사회기초시설 등을 위한 필요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winnett County 의 District One Commissioner 인 제이스브룩스(Jace Brooks)는 “이번 구입은 
귀넷플레이스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수년간 지역주민들이 염원해 왔던 것으로서, 제가 현직을 맡은 이후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원했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구입한 상가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가지역 및 자연부지와 함께 개발된다면, 이 지역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넷 지역 주민들이 이 상가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바램을 듣기 원하며, 우리 카운티 
감독관들(commissioners)과 함께 그러한 바램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Gwinnett County Chamber of Commerce 의 회장인 닉마시노(Nick Masino) 또한 이 구입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귀넷카운티는 Rowen community, WaterTower, the OFS site, the Stone 
Mountain Tennis Center 등과 같은 여러 전략적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귀넷플레이스몰 재개발이 
시작된다는 이번 소식은 귀넷의 모든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큰 희소식입니다”라고 말했다. 
 
### 
 
Urban Redevelopment Agency of Gwinnett County 에 대해 
URA 는 2009 년에 귀넷카운티감독관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서 카운티내의 필요한 지역의 “재활, 
보존, 재개발”의 목적을 갖고 운영된다. URA 는 귀넷카운티감독관 위원회의 다섯명의 위원에 위해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