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지역사회의 보호,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의 수호 

이민 및 인종 차별에 대한 지역사회 포럼 

2017년 2월 22일, S.U.C.C.E.S.S.는 인종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BC주의 여러 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포럼을 개최하게 되며, Artur Wilczynski 주 노르웨이 캐나다 대사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포럼은 최근에 발생한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 차별적 사건들과 미디어의 인종적 정서에 대한 근래의 

트렌드 그리고 신규 및 기존의 이민자들에 대한 이들의 영향에 저항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우리들이 공유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민자들이 BC주에 공헌한 역사적 사실을 일깨우고자 공동주최 기관, 리더 및 지역사회를 

망라하여 자리를 같이하고자 합니다. 
 
이 포럼은 밴쿠버시의 차별에 대한 101 일 간의 서약, 그리고 국제 통상 장관이자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및 

다문화를 담당하는 장관인 Teresa Wat 에 따른 “모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및 인종 차별과 인종 혐오를 

거부하는 포괄적인 환경”을 BC주의 염원에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인종차별,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적 중요성, 지역 지역사회가 인종주의로부터 어떻게 치유돼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주에서 이민자들이 가진 가치 등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진 강연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패널을 통해 진행되며 그 이후, Wilczynski 대사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합, 포괄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행사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아젠다 |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장소: UBC 롭슨 광장 
 

오후 1:30:  강연자 패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 Dr. Gurdeep Parhar  

• Dr. Robert Krell  

• Chief Dr. Robert Joseph  

• Senator Yuen Pau Woo  

• Mrs. Christine Brodie  

• Ms. Judith Bosire  

• Ms. Sarah Al-Qaysi 

• Mr. Travis Chen 

오후 4:00: Artur Wilczynski  주 노르웨이 캐나다 대사 기조연설 

오후 4:45: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 

오후 5:30:  리셉션 



 
 

 

 

지속 가능한 계획 

S.U.C.C.E.S.S.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이 포럼으로부터 유발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S.U.C.C.E.S.S. 

는 두 가지 계획을 발의 할 예정입니다. 그 목적은 이 포럼에서 유발된 에너지, 탄력 및 활동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 포럼이 단순환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지역사회들 전체에 걸쳐 공유되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사회 라운드테이블: 2017 년 봄, S.U.C.C.E.S.S.는 메트로 밴쿠버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 라운드테이블을 

연속적으로 개최합니다. 이들 토론은, 안전하고 강력하고 진보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통합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결속을 다짐과 동시에 다양성과 포괄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반영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됩니다. 각 라운드테이블 세션은 20명에서 50명의 참가자들로 

구성되며 가까운 S.U.C.C.E.S.S. 사무실 혹은 인근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비디오: S.U.C.C.E.S.S.는 저명하고 존경 받는 이민자들을 인터뷰하여 신규 이민자의 가치화 이민자가 

우리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내용에 관한 독보적인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제작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끌어 우리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민자들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는 – 특히 중고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비디오 출시 특별 상영, 온라인, 소셜 미디어 채널 그리고 중고교 및 대학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1973년 설립된 S.U.C.C.E.S.S.는 BC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회 봉사 기관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조화된 

세계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미션은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성을 수확하며, 통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규 이민자 및 이미 정착한 영주권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정부 자문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포럼 및 이벤트를 주관하며,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대한 세부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uccessbc.ca/communityfo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