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지역위원회
애틀란타 지역위원회(Atlanta Regional Commission, 이하 ARC)는 애틀란타 10 개 카운티를 위한 지역 계획
기관입니다. ARC는 각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중요 문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ARC는 현지 관할 지역 및 다양한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교통 및 통근 방법 계획



걸어다닐수 있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장려



귀중한 수자원의 현명한 관리



지역의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체들이 원하는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할수 있도록 협조



지도자들과 의사 결정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를 제공



현지 응급요원(경찰,소방관,응급요원)과 협조 하여 안전지역 준비

ARC는 지역 주최자로서, 메트로 애틀란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초대합니다. 또한 ARC는 애틀랜타 지역을 변화시키고 자하는 주민들에게 리더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ARC에는 Cherokee(체로키), Clayton(클레이튼), Douglas(더글라스), Fayette(파야트), Gwinnett(귀넷), Henry(헨리)
및 Rockdale(록데일) 와 Atlanta(아틀란타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ARC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노후 및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
ARC는 메트로 아틀란타의 모든 연령대와 신체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품질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고안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교통 옵션



주택 옵션



집으로 배달되는 식사 및 그룹별 식사



간병인 서비스 및 지원



사회적 참여



웰빙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리젠 테이션



가정 내 지원



자원 봉사의 기회

자세한 정보는 www.agewiseconnections.com 에서 확인 또는 404-463-3333으로 전화하세요.

휴먼 교통 서비스
휴먼 교통 서비스는 (Human Services Transportation, 이하 HST)은 장애인, 저소득층 및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서비스 옵션을 포함합니다. 한 프로그램은 여행 트레이닝을 통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세한 정보는 atlantaregional.org/human-services-transportatio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 지역 구직 서비스
애틀란타 지역구직 서비스(WorkSource Atlanta Regional)를 통해 ARC는 Cherokee(체로키), Clayton(클레이튼),
Douglas(더글라스), Fayette(파야트), Gwinnett(귀넷), Henry(헨리) 및 Rockdale(록데일) 카운티의 자원 센터에서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평가 테스트



직업 준비 훈련



직업 검색 교육



승인 된 교육 기관의 위치 지원

자세한 정보는 atlantaregional.org/job-training-educatio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통근 옵션
조지아 통근 옵션(Georgia Commute Options)은 개인 및 고용주가 카풀, 대중 교통, 밴풀, 재택근무, 자전거 또는
도보를 통해 업무 출퇴근 시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gacommuteoptions.com 에서 확인 또는 1-877-942-6784으로 전화하세요.

The Atlanta Region’s Plan 애틀란타 지역 의 계획
ARC는 메트로 애틀란타의 미래 성공을 보장하고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거리 청사진 인 애틀란타 지역 계획(Atlanta Region 's Plan)을 개발하고 업데이트 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ARC의 지역 사회 파트너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된 25 년 계획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제공,
경쟁력있는 경제체제 구축,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 보장으로 "Win the Future"을 목표로 합니다.

ARC 이사회
ARC는 3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합니다. 39명의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개 카운티의 각 카운티 커미션 위원장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애틀란타)의 시장, 그리고 한명의 의회 구성원



10 개 회원카운티로 부터 각 한명의 시장대표자. 단, 예외로 Fulton에는 두 명의 시장 대표자 (북쪽



풀턴과 남쪽 풀턴에서 각각 한명씩).



조지아 지역 사회국 대리인



ARC 이사회의 선출직 공무원이 선정한 15 명의 시민권 자.

ARC에 연락하려면: 404-463-3100 | www.atlantaregion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