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웃의 새 이주민을 환영하는

새로운 이웃을 만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환영 바구니를 만듭시다!

캘거리 지역사회 연합의 가상 정보 센터에서 아래의
정보 공급처를 체크 해 보세요:

환영바구니는 대체로 작은
선물들과 정보가 담겨 있습

우리의 이웃을
만납시다!

*거주지 사랑하고, 지역주민 파티 주관하기!
*거주지 주변 산책하기!

니다. 그 바구니에는 새 이웃
을 소개 하고 그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환영 바구니는 지역사회
조합에 의해 전달 되거나
개인 또는 환영 위원회에
의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내 이웃 카드
*작은 도서관
*그리고 더!
새로 캘거리에서 사용되는
일반 언어로 번역 된 수많은 정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환영 바구니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메모장이나 카드
지역 사회 조합 일반 정보
지역사회 멤버쉽 정보
캘거리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내 이웃 카드’
공원이나 녹지대의 사진이나 정보
캘거리 지역사회 연합의 가상 정보 센터






가게나 식당들에 관한 명함

새로운 이웃으로 이사한다는 건 흥미로운
캘거리 지역 사회 연합

비상시 서비스나 정보

위축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

쓰레기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정보

전화: (403) 244 4111 ext. 225

작은 금액의 커피 상품권이나 머그잔, 초컬릿, 사탕

팩스: (403) 244 4129

또는 집에서 만든 물건들

일이지만 또한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면

웹사이트: calgarycommunities.com
이메일: bsc@calgarycommunities.com

들을 환영하거나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은 새 친구를 만나거나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친해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을 알게 된다는 건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서로 친숙한 사람들은

새 주민이 이사 오면 당신

서로 돕고 안전함을 유지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의 지역사회 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역 부동산, 렌탈
회사들, 아파트 관리자들
그리고 집주인 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환영 방식을 취하든
그들을 환영 할 수
있으니까요!

Federation of Calgary Communities

@FedYYC
Flickr 사진 저작권
선물 바구니: mothernaturebeauty

새로운 이웃을 만나기 위한 팁: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창조를 위해 맡은 임무를
담당 하세요. 당신의 이웃이 온 지 얼마나 되었거나 아주 새로 왔어도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엮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1. 관심있는 제스처와 작은 선물로 당신
의 이웃을 환영하세요. 그것은 전통
‘파이’, 커피한잔, 꽃 또는 당신 정원의
야채이어도 좋고, 그들을 식사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는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나, 따뜻한 음식을 대접
받으면 감사해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역사회 조합에서
환영 위원회를 만드세요.

2. 당신을 이웃에 소개하세요 – 서로 인사하고
자신에 대해 얘기하세요. 새로 이사를 왔건 아니

환영위원회는 새로

건, 지역사회 정보나 다가오는 이벤트, 지역의

지역사회에 이사
온 사람들을 환영

인기있는 위치들 그리고 더 많은 이러한 것들에

하는 그룹입니다.

대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역사회조

3. 자신을 소개후 정기적으로 손짓을 한다는지 인사 또는
이야기를 나누는 노력을 하세

합이 환영 위원회가
있는지 혹은 그들이 그런 아이디어에 오픈되어 있

요. 이러한 일들은 새 이웃이

는지 확인하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 만들것

의논을 한다거나 환영받는

을 제안하세요. 시작을 위해, 새 이웃을위해 환영바

느낌을 갖게합니다.

구니를 만든다든지 혹은 단순히 자신과 지역사회 조
합을 소개하고 다가오는 이벤트에 초대하세요. 당신
의 새 이웃을 알기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의 문
화를 축하하고 당신의 관습을 나누세요. 마음을 열
고 새 이웃들로부터 배운다는건 당신의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다양한
장소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