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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지원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하는 
보조금 
2022년 9월 29일 

앨버타주, 문화적 인식을 높이고 앨버타주 주민들의 
인종주의 대응을 돕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다문화주의및반인종주의보조금 프로그램(Multiculturalism and Anti-Racism Grant 
Program)은 앨버타주의 다양성을 기리고, 앨버타주 주민들이 반인종주의 노력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도록 장려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지역사회 단체들이 만들게 
하기 위해 $1백만을 투자한다. 

적격한 신청은 앨버타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종주의를 겪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모든 앨버타주 주민이 인종주의를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사회 단체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 $30,000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16일까지 받으며 다문화 단체, 신앙 기반 단체, 퍼스트네이션스, 
메티스족 정착지 등의 앨버타주 기반 비영리 단체들에 개방된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이 시행됨에 따라 앨버타주 정부는 문화 공동체들이 저마다의 
경험을 공유하고 앨버타주에 대한 이바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다문화주의 및 반인종주의에 관한 행동을 취한다. 

앨버타주의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Anti-Racism Action Plan)은 유의미한 행동의 
로드맵으로서 정부의 다양성에 대한 노력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9월 21일에 
수상자가 발표된, 이민자들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최근의 앨버타주 신규이민자 
표창(Alberta Newcomer Recognition Awards)과 인종주의 대응에 관한 의견을 

https://www.alberta.ca/taking-action-against-racism.aspx
https://www.alberta.ca/alberta-newcomer-recognition-awards.aspx
https://www.alberta.ca/alberta-newcomer-recognition-award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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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하는 공공 참여가 포함된다. 앨버타주 반인종주의자문위원회(Alberta Anti-
Racism Advisory Council)는 이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간추린 사실 

• 신청은 11월 16일 오후 11:59까지 받는다. 
• 이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앨버타주 기반 단체들에 개방된다: 

o 원주민 단체, 다문화 단체, 신앙 기반 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법인체 등록, 등록 또는 설립된 단체) 

o 퍼스트네이션스 
o 메티스족 정착지 

•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 목표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한다: 
o 문화간 인식 높이기 
o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그 차이점에 대한 앨버타주 주민의 
이해 높이기 

o 원주민 집단 및 인종화 집단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인종주의에 대한 
앨버타주 주민의 이해 높이기 

o 인종주의를 더 잘 식별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앨버타주 주민의 
지식 넓히기 

관련 정보 

• 다문화주의및반인종주의보조금 
•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 
• 반인종주의 참여 

 

https://www.alberta.ca/anti-racism-engagement.aspx
https://www.alberta.ca/multiculturalism-and-anti-racism-grant.aspx
https://www.alberta.ca/taking-action-against-racis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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