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지역 사회 조합

아 셨 습 니 까?
캘거리 지역사회 연합은 캘거리에서 가장 큰 봉사 활동을
구성하는 캘거리 지역사회 공동조합 (CAs)를 후원합니다!
 150 개 지역조합 – 이웃 지역에 근거
 20,000 명의 유능한 봉사자
 65% 의 지역 센터 가동
 사회, 레크리에이션,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점에 관한 대응
 캘거리의 이웃사회 삶의 향상

해당 지역사회 조합 연락처: 403-244-4111 또는 인터넷 방문;
calgarycommunities.com 그리고 클릭: “지역사회 조합”

캘거리 지역사회 연합
캘거리 지역사회 연합은 누구인가?
캘거리 지역사회 연합은 캘거리 내 150 개의 지역사회 조합을 후원하는 기관입니다. 이 연합은 또한 60 명
이상의 근무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무 이익 단체 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요하고 지역사회를 상징하는 지역사회 조합에 근거한 업무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캘거리의
이웃사회의 삶을 향상하고 후원을 창조” 하는데 있습니다.

캘거리 지역사회 조합은 누구인가?
지역사회 조합은 이웃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봉사 기관입니다. 150 개의 지역 조합은 시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 레크리에이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 만 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활동합니다. 총체적으로, 지역사회 조합의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캘거리에서 가장 큰 봉사활동
입니다.
지역사회 조합은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며 지역사회 문제점과 기회 그리고 필요에 대응하는데
헌신적입니다. 100 여 개의 조합은 지역사회의 회관과 시설 이용을 관리합니다. 조합이 어떤 모델 하에 관리
되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은 봉사자들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연합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특별히 이
봉사자 그룹의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연합은 무 이익 지역사회를 가동하는데
있어 매일의 현실의 문제를 대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자원의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연합이 어떻게 도움을 주나?
이 연합은 다섯 개의 부서가 있는데 다음의 부문에서 멤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계감사와 부기,
도시계획 문제를 위한 상담과 훈련, 무 이익 활동에 근거하는 관리 후원, 소통과 지역사회 관계,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 연합은 캘거리의 이웃사회 삶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우리의 모든 단체 멤버들의 놀라운 가치를
강하게 믿습니다. 이 연합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연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수준에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여, 소속, 격려. 모두 참가합시다!

연락처;

(전화) 403-244-4111 (이 메일) fcc@calgarycommuniti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