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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새로운 증오 범죄 지역 사회 연락관들이 증오 범죄의 영향을 받은 그룹들을 
사법 시스템과 연결하여 취약한 알버타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알버타 주 정부는 씨씰리아 므즈반디와 (Cecilia Mzvondiwa)와 랜든 털락 (Landon Turlock)을 주 최초의 증오 

범죄 지역 사회 연락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증오 및 편견 범죄의 표적이 되는 문화 지역 사회들과 

직접 협력할 것입니다. 두 연락관들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 조정되고 

종합된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정부에 권고할 것입니다. 

“알버타는 증오 및 편견 범죄의 표적이 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지역 사회 연락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법 집행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집중하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타일러 섄드로 (Tyler Shandro), 법무부 장관  

“알버타 주의 첫 증오 범죄 연락관들이 임명된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두 명의 연락관들은 중요한 자원이 

되어 정부가 증오 범죄 및 인종 차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지역 사회들에 대한 

아웃 리치를 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무함마드 야씬 (Muhammad Yaseen), 이민 및 다문화주의 차관  

“증오 범죄는 알버타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증오를 퇴치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알버타인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씨씰리아 므즈반디와 (Cecilia Mzvondiwa), 증오 범죄 지역 사회 연락관  

“저는 이러한 새로운 기회에 감사하며, 우리 주에서 증오 범죄 및 사건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랜든 털락 (Landon Turlock), 증오 범죄 지역 사회 연락관 

새로운 연락관들은 알버타에서 증오 범죄를 억제하고 표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주 

정부의 행동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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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표적이 되는 단체들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알버타 보안 인프라 프로그램 

(Alberta Security Infrastructure Program)을 도입했고, 올해는 더 많은 단체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알버타 주 정부는 또한 증오가 동기가 된 사건을 줄이고 대응하는 것을 돕고 주 전역의 법 집행 단체들과 

협력하기 위해 증오 범죄 조정 부서 (Hate Crimes Coordination Unit)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서는 충분한 

직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력 

씨씰리아 무즈반디와 (Cecilia Mzvondiwa)는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컨설팅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Consultancy)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이며, 공인된 리더십 코치이자 다양성 및 포용성 촉진자 

(facilitator)입니다. 최 근래에는 답코 앤 위튼 (Dobko & Wheaton)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민 및 가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랜든 털락 (Landon Turlock) 지역 사회 기반 범죄 예방 파트너십을 알리기 위해 공공의 참여를 조정하고 

이끄는 지역 사회 안전 연락관으로 에드먼턴 시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는 사회 복지 및 지역 사회 참여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두 임명 모두 2022 년 5 월 25 일부터 2 년의 임기입니다. 

관련 정보 

 알버타 보안 인프라 프로그램 (Alberta Security Infrastructure Program) 

관련 뉴스 

 증오 범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2021 년 6 월 10 일) 

미디어 문의 

조셉 다우 (Joseph Dow) 

 
780-983-8714 
법무부, 언론 사무관 
 



Classification: Publ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