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의 인물과 장소를 탐구하는 12가지 이상의 방법
가상 현장 학습은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고, 중요한 행사를 탐구하고, 역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 온 인물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Daily Dozen은 귀넷 카운티의 흥미로운
인물과 장소를 탐구하도록 도와줍니다.
200주년 기념 — 귀넷 카운티의 과거, 현재, 미래
귀넷 카운티는 1818년 12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카운티는 비포장 도로와 철도가 있는 농업 기반 커뮤니티에서 시작하여 100만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1.

버튼 귀넷 만나기. 우리 카운티의 명칭은 독립선언서 서명자 세 명 중 하나인 버튼 귀넷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최근의
버튼 귀넷 데이 축하에서 이 헌법 제정자와 우리 카운티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2.

귀넷 스토리 텔링. 카운티 관계자들은 귀넷 카운티 설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민들을 초대하여 활기차게 이어진 귀넷
커뮤니티의 생성 과정과 현재 위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토리 볼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주년
의사록에서 귀넷 주변의 역사적 장소와 성공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귀넷에서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안의 가축들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3.

귀넷의 200주년 기록. 귀넷 카운티에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커뮤니티의 초창기 가족들, 귀넷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정 및 최근 귀넷에 정착한 새로운 개척자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200년간의 상업 활동, 귀넷 주민의
군사적 기여에 대해 알아보고, 커뮤니티로서 현재 우리의 위치도 살펴보세요.

4.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200주년 놀이. 200주년 웹사이트에서 뒤죽박죽 단어와 색칠 페이지 등의 재미있는 역사 관련
활동을 찾아보세요.

유적지

5.

귀넷 환경 유산 센터. LEEDS 인증 센터의 전시품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첫 정착자인 크릭 및 체로키 부족에 대해 좀 더
알아보세요.

6.

다니엘 요새 유적지. 호그산의 가장 높은 지점에 구축된 다니엘 요새는 개척지를 보호하기 위해 1813년에 완성됐습니다.
다니엘 요새 재단의 웹사이트에서 요새의 역사와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물에 대해 알아보세요.

7.

엘리사 윈 하우스. 귀넷 카운티가 설립된 1818년 당시 엘리사 윈의 집은 각종 행사의 중심지였으며, 실무 회의, 법원, 선거,
심지어는 교도소로도 이용되었습니다!

8.

과거로의 여행. 카운티는 옛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역사적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50년대에 지어진 로렌스빌 여자
신학교는 많은 훌륭한 유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먼 밀 공원에 있는 남북전쟁 시대의 제분소에서 제분 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체서-윌리암스 하우스는 1880년대 귀넷에서의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맥다니엘 가족은 1930년대에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귀넷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와 함께 카운티의 역사에 관해 알아보세요.

귀넷 공원 외곽 지역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의 피에몬트 지역으로 불리는 애팔래치아 산맥의 구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에 풍부한 천연자원과
다양한 동식물군을 보유한 귀넷의 도시 삼림에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카운티 전체
토지의 6% 이상이 녹지 공간으로 보호됩니다! 귀넷 카운티 공원과 레크리에이션은 삼림과 호수에서 하천과 초원에 이르는 약
10,000에이커의 공원을 관리합니다. 먼저 공원의 숨겨진 곳곳의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가상 공원" 비디오를 감상하고 직접 방문 계획을
세워보세요!

9.

귀넷 공원의 나무. 조지아 마스터 박물학자로부터 귀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10.
11.
12.
13.

귀넷 숲의 요리사.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곰팡이와 다른 분해자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귀넷 공원의 새. 공원과 주택 뒷마당에서 다양한 철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넷 공원에서 산책하기. 잠시 시간을 내어 귀넷 공원에서 야생동물들을 찾아보세요.
귀넷 공원의 공룡. 귀넷 공원에서 가상 공룡 하이킹을 즐겨보세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다음 DLD Daily Dozen을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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