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9 월 13 일 통합위원회 선출 

- 레버쿠젠은 130 개국에서 온 이민 역사를 가진 약 28,000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통합위원회는 정치, 행정 및 다양한 사회 및 경제 기관 및 기관과 관련하여 노스 라인 -

웨스트 팔리아 주의 시정 규정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자문 기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따라서 우리의 즉각적인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정치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통합 정책은 개별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이익에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 년 전 국제 목록 레버쿠젠(인터-레프)을 설립했습니다. 

Inter-Lev 는 항상 통합 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활발한 그룹을 대표해 

왔으며 우리 도시의 진보적 통합 정책을 명확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의무로 봅니다. 30 년 이상, 우리는 우리 도시에서 이민 역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우리 회원국들은 EU 와 비 EU 국가, 아프리카, 아시아 또는 남미 출신입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는 

- 레버쿠젠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존   

-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무관용  

- 레버쿠젠 시민을 위한 정책(시민정책) 

- 건강한 자연과 혁신적인 경제, 강한 가족을 위한 및    

   우리 도시의 다양한 사회.      

- 문화 간 협력, 관심과 교류, 

- 난민과 박해받는 사람과의 연대와 협력. 



우리는 요구합니다 

- 레버쿠젠시와 모든 도시 기업, 사람들  

    마이그레이션 배경을 통해 채용에 대한 더 많은 고려를 하고,  

- 여성을위한 포괄적 인 제안,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협력    

   바이터빌둥스트레게른, 

- 행정부 및 모든 사회와의 최적의 협력  

   조직 

- 교육 및 훈련 개선, 젊은 사람들, 모두를위한 동등한 기회, 

- 모든 레버쿠세너무료문화, 

- 레버쿠젠의 모든 비 EU 시민을 위한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 우리 도시에 차별 금지 단체의 설립, 

- 모두를위한 저렴한 주택. 

 

우리는 정치적 연속성, 응집력, 연대, 레버쿠젠의 모든 시민의 교육, 직업 적, 삶의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 우리는 현실적인 다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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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을 선택! 

국제 목록 레버쿠젠 인터-레프 e.V.  

레버쿠젠 이문화생활진흥협회 

www.inter-lev.com 

E-Mail:info@inter-lev.com 

전화 전화 +49157 35479320 

www.facebook.com/inter.lev 

인스타그램: inter_le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