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HEALTHY GWINNETT
HARVEST GWINNETT

2022 정원사 신청서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
비상 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x8’ 구획 요금:

$35.00/1년

추가 구획 요청(신청서를 검토한 후 당락이 결정됩니다)
선호하는 커뮤니티 정원 위치를 선택하세요.
Dacula Park Community Garden, Dacula
E. E. Robinson Park Community Garden, Sugar Hill
Graves Park Community Garden, Norcross
J. B. Williams Park Community Garden, Lilburn
Lawrenceville Community Garden, Lawrenceville (Rhodes Jordan Park)
Lenora Park Community Garden, Snellville
Peachtree Ridge Park Community Garden, Suwanee
Vines Park Community Garden, Loganville
West Gwinnett Park Community Garden, Berkeley Lake

_______________ 본인은 정원의 일반적인 관리 유지에 연간 12시간의 정원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여기에 이니셜

알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 본인은 정원 관련 정보를 받기 위해 현장의 상주 Harvest Gwinnett 앰배서더와
여기에 이니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이벤트, 정원 유지보수, 작물 수확 및 기부, 담당 구획 물주기/유지보수 지원
및 향후 작업일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이 신청서를 읽었으며, 모든 정원 규칙, 지시 및 규정에 동의합니다. 귀넷 카운티는 홍보
목적으로 모든 활동, 이벤트, 캠프, 클래스, 프로그램 및 시설을 촬영하고 녹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은 동의를
나타냅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단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전자적 또는 인쇄본), 검토 및 확인되면, 청구서가 생성되어 정원사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지불은 온라인, 전화(신용카드 이용)
또는 수표 우편 발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청구서에 제공됩니다.

우편 주소:

Live Healthy Gwinnett
Attn: Harvest Gwinnett
352 Hosea Road, Lawrenceville, Georgia 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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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원사 신청서

모든 클레임의 일반 면제 및 책임 포기 및 면책 동의서
이 모든 클레임의 일반 면제 및 책임 포기 및 면책 동의서(이하 "면제")는
2022년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에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이하 "카운티") 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주소)

주: 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개별적으로 및 집단적으로 "기권자") 간에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상호 전제와 약속 그리고 본 면제 및 책임 포기 및 면책 동의서의 계약상, 중요 부분인 여기 전문을
고려하여, 카운티 및 기권자(이하 집단적으로 "당사자들")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가 소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커뮤니티 정원을 기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권자는 기권자 및 기권자의 상속인, 집행자, 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위해, 현재 및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상기 재산의 사용으로 인한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개인 상해와 재산 피해를 이유로 또는 그 때문에 발생한 향후 전개, 비용, 사업 손실, 경비 및 보상을 포함하여, 법적
또는 형평법상 모든 클레임 및 요구, 모든 소송 및 소송의 원인, 손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해 클레임으로부터 카운티
및 카운티의 모든 대리인, 공무원, 직원을 면제, 포기, 면책하고, 고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 언급된 재산의 사용을 고려하여, 기권자는 기권자의 상해로 인해 지불을 강요할 수 있는 모든 추가 금액과 관련하여
카운티 및, 카운티의 모든 대리인, 공무원, 직원 및 다른 사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타 모든 사람, 책임이나 책무로
기소된 회사 또는 법인, 그 상속인, 관리인, 집행자, 승계인 및 양수인을 면책하고 보호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동의한다.
또한 그러한 소송, 클레임 또는 요구의 결과로 카운티가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손실, 피해 또는 비용에 대해, 기권자는 카운티에
배상하고 보상할 것에 동의한다.
3. 이 면제는 당사자들 간에 전체 동의를 포함한다. 여기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약속, 유인 또는 표현도 없었으며, 이
면제의 조건은 계약적이며 단순한 전문이 아니다. 또한 서명자는 이 면제를 완전히 전적으로 온전하게 읽었으며, 자신의
자유 의지로 서명했음에 동의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서명자는 표시된 날, 월, 연도에 서명했다.
서명일 2022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권자)
증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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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원사 신청서

정원 지침 및 허가
이것은 정원 구획에 대한 연간 동의서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환불 불가, 양도 불가인 구획
요금 $35.00가 필요합니다. 지불하신 후, 구획은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구획 요금에는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 유틸리티,
공유 도구, 퇴비 및 가능한 경우 뿌리 덮개가 포함됩니다. 기권자의 반송 수표로 인해 은행이 정원에 부과한 모든 요금은 Live
Healthy Gwinnett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정원은 지속 가능한 정원으로 운영됩니다.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물품은 LiveHealthyGwinnett.com의 승인된 물품
목록(Approved Materials List)에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정원에 들어가기 위한 액세스 코드가 제공됩니다. 입장 시간은 Gwinnett Parks and Recreation에 따라 일출부터
일몰까지입니다. 항상 게이트를 잠그고, 정원을 떠날 때는 자물쇠의 번호를 재설정하세요. 적절한 보안 유지를 위해
승인되지 않은 정원사와 액세스 코드를 공유하지 마세요.
모든 정원사는 공동 구역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연간 12시간의 정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모든 귀넷 카운티 조례를 준수하세요. 항상 동료 정원사를 존중하세요. 공격적이거나 모독적인 언어와 타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애완동물은 목줄을 채우고, 통제되고,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정원 입장이 허용됩니다. 애완동물은 다른 구획
가까이에 있을 수 없으며, 주인은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합니다. 반복해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임대
특권은 박탈됩니다. 애완동물 주인이 방문자인 경우, 더 이상 정원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원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원에 들어가기 전에 애완동물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고 해결하며, 즉시 배설물을 수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은 정원 안이나 주변의 물품, 모종 또는 기타 식물을 뜯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애완동물의 적절한
통제와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공원 법과 조례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손님은 환영하지만 구획 소유자와 동행해야 하며, 구획 소유자는 손님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와
관련 없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정원 가꾸기 권한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정원은 깔끔하고, 매력적으로 잘 가꿔야 합니다. 일단 배정되면, 30일 이내에 구획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구획에 식물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뿌리를 덮어주고, 죽은 식물(퇴비 제외) 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일년 내내 구획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놀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잡초, 해충 및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정원
경계 주변 녹지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퍼져서 자라거나 큰 식물은 다른 구역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배정된 구획을 넘거나 다른 구획을 방해할 경우,
Live Healthy Gwinnett은 방해되지 않게 구획에 맞춰 자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독성 식물을 심지 마세요. Live Healthy
Gwinnett은 식물이 정원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획이 방치된 경우, 구획 임차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678.277.0287 • HarvestGwinnett@GwinnettCounty.com • LiveHealthyGwinnett.com

LIVE HEALTHY GWINNETT
HARVEST GWINNETT

2022 정원사 신청서
구획이 연속 30일간 방치될 경우, 해당 구획은 새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구획 상실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 후 처음 2개월 동안 구획 상실에 대해 환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속된 구획의 모든
식물은 수확해서 기부될 것입니다. 일시적이나 무기한으로 구획을 관리할 수 없고 구획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HarvestGwinnett@GwinnettCounty.com에 알려주세요.
배정된 구획에서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다른 구획에서 수확한 정원사는 법에 정해진 기타 구제책은 물론 정원
가꾸기 권한을 상실합니다.
퇴비로 사용 가능한 모든 재료는 지정된 퇴비 구역에 두고 폐기물은 폐기물 용기에 두세요. 적절히 뿌리를 덮고 물을 아껴야
합니다. 저장통의 토양, 퇴비 및 뿌리 덮개 재료는 정원의 소유이며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후 모든 호스를 끄고 지정 구역에 다시 감아둬야 합니다. 호스를 정돈합니다. 호스에 꼬임, 구부러짐 또는 이물질이 남지
않게 하세요. 호스, 호스 릴 도는 수도꼭지를 무리하게 당기거나 끌지 마세요. 잘못된 관리와 취급으로 호스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기간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호스나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Bradley.Livesay@GwinnettCounty.com 또는 678.277.0287로 신고하세요. 긴급 상황에는 770.827.4753으로 전화하세요.
기물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물 파손이나 도난은 Live Healthy Gwinnett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획에 남겨진 모든 물품은 구획 임차인의 책임이며 허가 기간 이후에는 버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상 주변을 신경
쓰세요. 될 수 있으면 "정원 친구"를 데려오세요.
커뮤니티 공유 정원 유지, 특별 프로젝트 관련 Harvest Gwinnett 지원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정원 수확물을 기부하려는
경우, Live Healthy Gwinnett에 HarvestGwinnett@GwinnettCounty.com으로 연락하세요.
정원 지침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Live Healthy Gwinnett은 지침을 적용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분쟁에서 최고의
권한이 있으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획 접근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지침과 허가를 읽었으며, 모든 정원 규칙, 지시 및 규정에 동의합니다. 귀넷 카운티는 홍보
목적으로 모든 활동, 이벤트, 캠프, 클래스, 프로그램 및 시설을 촬영하고 녹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은 동의를

나타냅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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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물품 목록
모든 Harvest Gwinnett 커뮤니티 정원은 지속 가능한 장소로 운영됩니다.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물품은 이 승인된 물품
목록에 있어야 하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HarvestGwinnett@GwinnettCounty.com에 제출하시면 검토될 것입니다.
뿌리 덮개
• 자연산(무염색)
겉흙
•
•
퇴비
•
•

•
•
비료
•

•
•
•
•

자연산
백 포장(강화되지 않음)

상록수 잎
정원 폐기물
(해충이나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음)
잎
깎은 잔디

•
•
•
•
•
•

톱밥
나무재
작은 나무 조각
커피 가루
빵
계란 껍데기

•
•
•
•

과일
과일 껍질
찻잎
생야채

알팔파, 피, 뼈(찜), 코코아
껍질, 옥수수 글루텐,
목화씨, 깃털, 생선, 발굽/뿔
및 콩가루
양조 찌꺼기
피마자 및 포도 찌꺼기
건조 커피 가루
계란 껍데기

•
•
•
•
•
•
•
•

생선 에멀젼
건조 생선 가루
켈프
이회토
버섯 퇴비
콜로이드 인산염
강화되지 않은 퇴비
화강암 먼지

•
•
•
•
•
•

녹사
구아노
암석, 연질 및 비누 인산염
포타쉬 마그네시아 황산염
화산재 또는 응회암
나무재

•
•
•
•
•
•
•

제충국
피레스린
로테논
화뢰
랴니아
사바딜라
스트렙토마이신 및
테라마이신
덫(페로몬, 끈끈이, 물, 음식)

곤충 및 질병 통제
살충제 사용자는 살충제 라벨의 모든 사용 지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자디라크틴
• 살충제 비누
•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 인산철
• 유익한 곤충
• 인도멸구슬나무
• 보르도 믹스
• 유기농 에틸 알코올
• 키틴
• 유기농 식초
• OxiDate
• 동반 작물
• 마늘, 양파, 오일 및 후추
• 구리
• 황
• 빙정석
• 석회 및 석회황
• 규조토
• 디-리모넨
• 손으로 따기
• 과산화아세트산
• 원예 오일

•

승인된 물품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Live Healthy Gwinnett은 물품 목록을 적용, 추가, 삭제 및 수정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분쟁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획 접근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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