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9일, 귀넷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2018년 8월 2
일자로 교통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예 ____ 아니요 ____

12-정거장- 
카운티 전역 버스 

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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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커스 그룹

$

������������

5,690 
설문조사 참가자들

$

������������

200+ 
공개 오픈 하우스 참석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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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체계적 전화 설문조사 참가자들

$

������������

30+  
커뮤니티 행사들

$

������������

CONNECT GWINNETT  
공공 지원활동

MARTA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일자리 증가

2040년까지 귀넷에서  
예상되는 일자리들

>500,000

귀넷이 교통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GWINNETT

 2040년까지,  
귀넷은 조지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넷의 성장과 변화로 인해, 사람들과 
사업체들에게 더 많은 대중 교통 옵션이 
필요합니다.

3월 투표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민 투표가 통과되면 귀넷의 계획과 MARTA와의 
계약에 따라 귀넷의 대중 교통 시스템과 서비스가 

확충될 것입니다. 교통 확충 재원은 판매세 1퍼센트 
징수를 통해 충당됩니다. 

귀넷의 교통 
계획은 

무엇입니까?

 y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귀넷 자금 사용.

 y 귀넷의 교통 계획인 Connect Gwinnett를 바탕으로  
수립.

귀넷 카운티는 Connect 
Gwinnett을 수행합니다. 
교통 계획은 2018년 7
월 17일 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됨. 이 계획에는 
확고한 기술적 분석과 
대중들의 높은 참여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안된 대중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면을 참조하세요.

 y 귀넷 카운티의 자금, 지출,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관한 통제 제공

 y 귀넷에게 MARTA 이사회 의석 3개 배정

인구 증가

현재 2040년 예상

1.3-1.5백만
인구 인구



선거 사무실: 678.226.7210 | www.gwinnettelec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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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 계약  
투표 정보

부재자 우편 투표
온라인 혹은 선거 사무실에서 접수 가능

특별 선거일
3월 19일:  배정된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오전 7:00 – 오후 7:00

사전 투표
등록 위원회 및 선거 사무실
455 Grayson Highway, Suite 200, Lawrenceville 
2월 25일 – 3월 15일  
월–일 | 오전 7:00 – 오후 7:00

구역별 투표소
3월 4일 – 3월 15일 
월–일 | 오전 7:00 – 오후 7:00

Bogan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2723 North Bogan Road, Buford

Dacula Park Activity Building 
2735 Old Auburn Avenue, Dacula

George Pierce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55 Buford Highway, Suwanee

Lenora Park Gym
4515 Lenora Church Road, Snellville

Lucky Shoals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4651 Britt Road, Norcross

Mountain Park Activity Building
1063 Rockbridge Road, Stone Mountain

Shorty Howell Park Activity Building
2750 Pleasant Hill Road, Dul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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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장소는 어디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