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on SPLOST for Education – Korean 

 

 

교육을 위한 지역 판매세( SPLOST)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교육을 위한 1센트의 지역 판매세(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 이하 SPLOST라 함.)의 향 후 5년 동안의 지속에 대해 묻는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2011년 11월 8일에 있을 귀넷 카운티 비밀투표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SPLOST에 관한 주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교육구 웹사이트인  www.gwinnett.k12.ga.us를 검색하십시오. 

 

교육을 위한   SPLOST 는 무엇입니까? 

• SPLOST로 알려진, 교육을 위한 특수 목적의 지역 판매세,는 귀넷 카운티의 모든 소매 판매에 

부과되는 1센트의 판매세입니다.  

• SPLOST는 판매세이지 재산세가 아닙니다. 

• 방문자를 포함, 귀넷 카운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역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 법에 의해 SPLOST는  지역 학교들의 지원을 위한 일부 주요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SPLOST 기금은 교육구의 일상적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SPLOST안은 새로운 세금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오래 동안  효력을 갖나요? 

• SPLOST는 새로운 세금이거나 추가의 세금이 아닙니다 . 

• 현재의 판매세가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귀넷 카운티 투표자들의 승인이 있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를 위한 1센트 판매세는 앞으로 

5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투표 결과 교육을 위한 1센트 판매세의 지속이 승인될 경우 어떻게 기금이 사용될 것입니까?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 5개의 신설 학교 (Berkmar/Central 학군의 과밀화 경감을 위한 신설고등학교 하나, Central 

Gwinnett 학군에 중학교 하나, Peachtree Ridge 학군에 중학교 하나, Berkmar/Central 과밀화 

경감을 위한 새로운 학군에 초등학교 하나, Meadowcreek 학군에 초등학교 하나)건설. 

• 기존의 8개의 학교들 (North Gwinnett HS, Peachtree Ridge HS, Meadowcreek HS, Twin Rivers 

MS, North Gwinnett MS, Alcova ES, Rockbridge ES, and Camp Creek ES)에의 교실 확충. 

• Duluth 학군에 두 번째 중학교 유치를 위한 기존 시설인, Monarch 학교,의 개조. 

• 모든 중.고등학교  체육관과 모든 초등학교  활동관(activity building)에의 에어콘 시설. 

• 현재 냉방 시설이 안된 모든 학교 부엌에의 에어콘 시설. 

• 가르침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군(cluster)에 현저한 테크놀로지 개선을 가져옴. 

• 기존 시설의 예방 보수. 

• 학교 버스의 구입. 

 

기존 학교들의 “예방 보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교육구는 10여녀간의 심각한 예산 삭감의 결과로  모든 학교와 시설에 필요한 예방 보수의 상당한 부분을 

미뤄야만 했습니다.  학교마다 특수한 필요는 다르지만 교육구 전체에 걸쳐 예방 보수가 필요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붕 수리 

• 냉.난방 장비교체 

• 전기및 데이터 개량  

• 조명 및 에너지 관리 개선 

• 마루 교체 

• 건물 내.외부 페인팅 

 
뒷 장에서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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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OST 통과로 인해 모든 학교들이 이익을 얻습니까? 

예. 모든 학군과 모든 학교에 있어서의 시설 개선, 테크놀로지 강화 및 교육구 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입니다. 

 

교육구는  왜 주요 프로젝트를 위해 SPLOST 기금을 필요로 합니까? 

교육구의 기금과 경비는 보통 2개의 범주로 나눠집니다: 

• 운영경비 – 교사 월급, 교수용 자료, 학교버스 연료, 공과금 요금 등을 포함한 경비가 이에 해당됨. 

조지아주 할당금과 지역 재산세를 통해 자금이 제공됨. 
• 자본경비 – 학교 시설의 건축과 개조와 부지, 버스, 테크놀로지의 구입과 같은 많은 비용이 드는 

물품의 구입을 포함한 경비가 이에 해당됨.  재정은 주로 투표자들이 승인한 SPLOST 나 채권 

투표(Bond referendum)와 조지아주가 제공한 추가 기금을 통해 충당됩니다. 

• 운영 경비를 위한 기금은 주요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SPLOST 기금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 1997년에 귀넷 카운티 투표자들은 교육을 위한 SPLOST를 처음 승인했습니다. 

• 2001년과  2006년에 투표자들은 교육을 위한 1센트 판매세의 지속을 승인했습니다. 

• 이전의 SPLOST 기금은 46개의 신설학교를 건설하여 교육구가 등록 학생의 성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 이전의 SPLOST 기금의 일부는 교실의 확충과 수리, 그리고 학교 버스와 테크놀로지의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왜 교육구는 지금 SPLOST를 연장하려고 합니까? 

• 현재의  SPLOST는 2012년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11월에 SPLOST를 승인할  경우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1센트 짜리) 동전을 계속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에 의해, 교육구는 SPLOST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날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SPLOST에 관한 투표 질문에는 또한 275,000,000달러의 일반 공채의 승인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는 또한 일반 공채의 승인을 포함하는 두 번째 SPLOST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교육구가 판매세를 

징수하기 전 에 교육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프로젝트들에 착수하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채권은 판매세가 

징수되면 판매세로 청산할 것입니다. 

 

만일 투표자들이  SPLOST 의 지속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SPLOST는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학교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된 재원입니다.  이러한 재정 

자원이 없이는 교육구는 신설 학교들을 건설하고 기존의 학교 시설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SPLOST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테크놀로지가 업데이트되도록 하는 주요 

재원이었습니다.  교육 테크놀로지는 변화하며 SPLOST IV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모든 

단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테크놀로지 자원을 제공하여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오직 정보를 위한 목적으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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