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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문화의 날 후원 행사 발표  
 
2022 년 8 월 5 일 

9 월, 주 차원의 한 달 간의 예술, 유산, 다양성, 공동체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는, 알버타 
전역에서 100 개 이상의 무료 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알버타의 날 (Alberta Day)은 문화의 날 (Culture Days)을 시작합니다. 알버타는 1905 년 9 월 1 일에 주가 

되었고, 정부는 이를 기념하고 알버타 주를 축하하기 위해, 9 월 1 일을 알버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첫 

알버타의 날은 우리 주의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고유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수단을 창출해 낼 것입니다. 

문화 및 여성의 지위부는 알버타 문화의 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최근 알버타 전역의 단체들에게 104 개의 

보조금을 수여했습니다. 약 35 만 달러가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신청자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5 개의 주요 기념 행사 장소는 3 일 동안 가족 친화적인 무료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총 71 개 기념 행사 주최 장소들이 최소 2 일간 활동을 주최할 수 있는 기금을 받았고, 28 개의 

팝업 기념 행사장들이 1 일 행사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의 주요 기념 행사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거리 중국 문화 센터 협회 (Calgary Chinese Cultural Centre Association) 

 이넉 크리 네이션 (Enoch Cree Nation) 

 에비뉴 에드먼튼 협회 예술 (Arts on the Ave Edmonton Society) 

 그란데 프레이리 창작 예술 협회 센터 (Centre for Creative Arts Society of Grande Prairie) 

 하이 리버 공연 예술 재단 (High River Performing Arts Foundation) 

“문화는 훌륭한 연결 고리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화는 또한 

우리가 자신에 대해 배우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술 전시회 관람, 작은 마을 박물관 방문, 공예품 

만들기 체험, 또는 기타 행사 참석 등 올해 알버타 문화의 날은 진정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저는 모든 알버타인들이 이 문화의 날 행사를 올 9 월에 꼭 해야 할 일의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정말 기억에 남을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롼 오어 (Ron Orr), 문화부 장관 

후원 및 비 후원 행사의 전체 목록은 albertaculturedays.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들 



Classification: Public 
 

 2021 년에 거의 225,000 명의 알버타인들이 가상 및 대면 알버타 문화의 날 기념 행사에 참가했고, 

49 개 커뮤니티에서 924 개의 행사가 주최되었습니다. 

 알버타 문화의 날은 알버타 예술의 날로 알려진 알버타 예술 문화 공동체를 기념하기 위해 2008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9 년에 1 일 행사에서 3 일 행사로 변경되어, 2010 년 국가 문화의 날 제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2 년에 알버타 예술의 날이 알버타 문화의 날로 개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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