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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자의 성공을 인정하기 

June 10, 2022 년 6 월 10 일  

알버타는 주내 이민자들의 뛰어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신규 이민자 표창 상(Newcomer Recognition Awards)을 

시작합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지역 사회, 학교, 직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알버타의 경제 회복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알버타 신규 이민자 표창 상 (Alberta 

Newcomer Recognition Awards)은 신규 이민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우리 동네, 학교, 경제를 보다 다양성 있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러한 

업적을 기릴 것입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우리 사회에 매우 가치 있는 기여를 합니다. 

알버타 주정부가 알버타 어드밴티지 이민 전략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Strategy)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을 유치하고 

환영하고 유지함에 따라, 신규 이민자들이 우리의 문화적 구조에 

가치를 추가하고, 우리 경제를 강화하며, 우리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씨 머두 (Kaycee Madu), 노동 이민부 장관  

 
추천은 7 월 24 일까지 가능하며, 자원 봉사 활동, 리더십, 비즈니스 

혁신, 학문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기여, 보다 포용적인 주의 

건설을 돕는 활동을 통해 본 주를 풍요롭게 만든 신규 이민자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성, 노인, 기업가, 학계, 

근로자,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업적을 인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상 범주가 제공됩니다. 

 
“저는 주 전역의 신규 이민자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들의 결단력, 창의성, 회복력에 끊임없이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신규 이민자를 추천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상들을 통해, 신규 이민자들의 인지도와 알버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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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하고 환영하는 장소로 만드는 데 있어 그들이 하는 역할을 높일 

것입니다.” 

무함마드 야씬 (Muhammad Yaseen), 이민 다문화주의부 부장관  

 
알버타 신규 이민자 표창 상을 시작함으로써, 알버타 주정부는 주 

전역의 문화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성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함을 통해 다문화주의와 반인종주의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상 (Awards) 프로그램은 정부가 신규 이민자들이 알버타 주를 

고향으로 삼고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우도록 지원하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공정성 사무소 (Fairness for 

Newcomers Office)를 통해, 알버타 주는 외국에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데 있어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그들의 교육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 신규 이민자들이 더 빨리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 회복 계획 (Alberta’s Recovery Plan)의 일환으로, 

알버타에 와서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또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신규 이민 스트림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민자들을 지역 사회로 환영하는 데 있어서 장벽을 

없애고 기본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정부는 또한 알버타 시골 

지역의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들  

 추천은 7 월 24 일까지 받습니다. 

 상은 다음과 같은 9 개의 범주로 구성됩니다: 소규모 지역 

사회 강화상 (Small Communities Enhancement Award), 

포용적 직장상 (Inclusive Workplaces Award), 기업가 정신상 

(Entrepreneurial Spirit Award), 청년 리더상 (Young Leader 

Award), 신규 이민자 챔피언상 (Newcomer Champion 

Award), 직업 및 학문적 기여상 (Career and Academics 

Contribution Award), 학생 영감상 (Student In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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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여성 신규 이민자 임팩트상 (Women Newcomer 

Impact Award) 및 시니어 정신상 (Senior Spirit Award). 

 추천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후보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o 개인이어야 합니다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o 과거에 유사한 알버타 주정부 상을 수상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o 캐나다 밖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수년간 살았을 수 있습니다) 

o 영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라야 합니다 

o 사면을 받지 못한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o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o 추천을 받을 당시 알버타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o 알버타에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