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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인 커뮤니티 구축 및 인종 차별 퇴치 
2023 년 3 월 17 일   

앨버타 주 정부는 인종 차별에 맞서고 다문화주의를 

장려하기 위해, 950 만 달러를 보조금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종 차별과 싸우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 이민 다문화부는 앨버타의 다문화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내 시민 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3 년 예산은 교차 문화적 이해와 다문화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족 문화 보조금 

프로그램에 3 년에 걸쳐 800 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앨버타 주 정부는 

다문화주의 및 반인종주의 보조금 프로그램 (MARG)을 지원하기 위해, 3 년간 150 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종 차별을 해소하고 교차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년 예산은 다문화 및 반인종주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앨버타 주 정부는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모색할 것입니다.” 

라잔 소니 (Rajan Sawhney), 무역 이민 다문화부 장관  

다문화주의 및 반인종주의 보조금은 포용과 존중을 촉진시키는 반인종주의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를 위해 앨버타 비영리 단체에 수여됩니다. 보조금은 문화 행사, 축제, 워크샵, 

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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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이누이트 (Inuit), 메이티 (Métis), 

다문화 및 종교 기반 단체는 최대 3 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민족 문화 보조금은 다양한 다문화 단체들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문화간 연결과 종교간 연결을 지원하여, 민족 문화 단체들이 인종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을 

돕고, 앨버타 주민들에게 원주민 문화에 참여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다문화주의 및 반인종주의 보조금 프로그램 (MARG)과 새로운 민족 문화 보조금 

프로그램은 앨버타의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을 포함한 기존의 정부 이니셔티브를 

보완합니다. 

2023 년 예산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고, 높은 생활비를 

지불하는 앨버타 주민들을 지원하며, 우리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 

양질의 교육, 지속적인 다각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앨버타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관련 정보 

 다문화 및 반인종주의 보조금 

 앨버타의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 

멀티미디어 

 뉴스 컨퍼런스 시청 

 
 

미디어 문의 

개럿 쾰러 (Garrett Koehler)  

780-554-5777 
무역 이민 다문화부, 언론 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