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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 반대에 대한 알버타인들의 참여  

2022 년 9 월 22 일 미디어 문의 

알버타인들은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포용적인 주를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알버타 정부는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 원주민, 제도적 장벽에 직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알버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 듣고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종 차별의 희생자가 된 

지역 사회 및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알버타가 모든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계각층의 

알버타인들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주에서 인종 차별이나 

차별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우리의 조치가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무함마드 야신 (Muhammad Yaseen), 이민 및 다문화주의 차관  

모든 알버타인들은 10 월 21 일 이전에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그들은 인종 차별이 본 주에 미치는 영향과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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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참여는 알버타가 최근 발표한 인종 차별 반대 행동 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의미 있는 행동을 위한 로드맵의 역할을 하는 본 계획은 다양성에 대한 정부의 약속, 

정부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제도적 장벽 제거,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알버타인들의 동등한 접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인종 차별 반대 자문 

위원회 (Anti-Racism Advisory Council)가 이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세션을 주최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 

알버타인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나눌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종, 종교, 문화 및 지역 사회 단체들, 원주민, 메이티 정착지들 (Metis 

Settlements)이 대면 인종 차별 반대 참여 세션을 주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40 개의 보조금이 최대 2,500 달러까지 제공되며, 단체들은 10 월 

21 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들은 12 월 16 일까지 세션을 주최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지원 자료를 받게 

됩니다. 알버타 전역의 크고 작은 단체들은 신청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알버타인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lberta.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과의 대화 

알버타 정부는 원주민들과의 진실과 화해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동반자로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알버타 원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합니다. 

정부는 인종 차별 반대에 대한 원주민들의 관점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메이티 

정착지 (Metis Settlements), 알버타 메이티 네이션 (Métis Nation of Alberta), 알버타 

메이티 연합 (Alberta Métis Federation)의 지도부 뿐만 아니라, 조약 6 (Treaty 6), 

조약 7 (Treaty 7), 조약 8 (Treaty 8)의 추장들을 초청해 만날 것입니다. 원주민들도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았으며, 원주민, 메이티 정착지, 



 

Classification: Public 

원주민 우정 센터들 (Native Friendship Centres)은 지역 사회 주도의 세션을 

주최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해 관계자 세션 

보다 심층적인 피트백을 수집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민 및 

다문화주의 차관과의 추가 대면 세션에 참여하도록 초대될 것입니다. 이 세션은 

에드먼트, 캘거리, 레드 디어, 레스브리지, 메디슨 햇, 포트 맥머리, 그란데 프레이리, 

브룩스에서 열릴 것입니다. 

간단한 정보들 

 가장 최근의 이용 가능한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알버타의 
3,978,145 명 중, 21.2% (845,220 명)가 이민자이고, 23% (933,165 명)는 

눈에 띄는 소수 민족이며, 6.5% (258,640 명)가 원주민입니다. 
 대면 세션과 온라인 설문 조사 모두에 해당되는 주제에는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한 정부가 인종 차별 

반대 이니셔티브에 지역 사회와 알버타인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또한 

인종 기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정부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 차별 반대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o 증오 범죄 연락 담당자와 증오 범죄 조정 부서 설립. 
o 경찰법에 따라 원주민 치안을 공식적으로 인정. 
o 검문검색 관행 금지. 
o 알버타 보안 인프라 프로그램 도입. 
o 공정 등록 관행법 (Fair Registrations Practices Act) 제정과 신규 

알버타인들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이민자를 위한 

공정성 사무소 (Fairness for Newcomers Office) 설립. 
o 정부를 위한 포용적 커뮤니케이션 정책 개발. 

관련 정보 

 인종 차별 반대 참여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조치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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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 페이지  
 알버타 인종 차별 반대 행동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