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아웃리치 (Outreach)는 알버타 주민들이 코비드 관련 자원 

(resources)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미디어 문의 

알버타 주 정부는 특히 코비드-19 감염 및 전파의 비율이 
매우 높은 커뮤니티들을 위한 새로운 아웃리치 프로그램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헬스 (Alberta Health)는 에드먼튼과 캘거리에서 그러한 
커뮤니티 11개를 확인했습니다. 
 
12월 15일부터 이 커뮤니티에 사는 주민들에게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 및 지원이 제공됩니다. 그것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자가 격리 호텔 및 재정 지원 
o 이 지역의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음식이 포함된 무료 호텔 객실 
숙박을 14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o 이들은 또한 자가 격리를 마친 후에 $625의 임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 케어 (Care) 팀  

o 이러한 커뮤니티 주도의 아웃리치 팀은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현지 지원 및 개입 
(interventions)을 제공합니다. 

o 마스크, 소독제 및 여러 언어로 된 정보가 포함된 
케어 패키지 (Care packages)가 이 지역에 전달될 
것입니다. 

o 코비드-19 평가 및 검사 시설로 가는 안전한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o 아웃리치는 커뮤니티 지도자와 지역 신앙 및 정착 
서비스 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번역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 의식 (awareness) 캠페인 

o 알버타 주 정부는 번역된 자료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영어에 대한 언어 장벽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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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민들에게 중요한 공중 보건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아웃리치 캠페인을 
개발했습니다. 

o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과 웹 플랫폼 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젼 및 인쇄 광고를 
통해 10개의 언어로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 모든 커뮤니티 및 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면서 주 전역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그러나 일부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알버타 주 정부는 높은 
확산율에 대처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이슨 케니 (Jason Kenney), 주 수상 
 
“우리는 가장 큰 영향을 느끼고 있는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지원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온정적인 (compassionate)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장벽을 넘어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트레이시 알럴드 (Tracy Allard), 시정 장관 
 
“모든 배경의 알버타 주민들이 전염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버타 주 정부는 모든 알버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 정부가 각 
커뮤니티의 필요를 해결하는 배려심 있고 온정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도와 주신 커뮤니티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이라는 도전을 극복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할 것입니다.” 
케이시 매두 (Kaycee Madu), 법무부 장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의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커뮤니티의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롸잔 사니 (Rajan Sawhney),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장관 
 
“협력하여 일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Vasudev kutumbakam (세계는 하나의 대가족이다)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의 대가족으로 모이게 하신 케니 주 수상과 그의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 및 전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의식 
(awareness)을 형성하고 커뮤니티로서 함께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뤠카 가디아 (Rekha Gadhia), BAPS Swaminarayan Mandir 힌두 사원-캘거리 
 
“이민자와 신규 이주민 (newcomers)을 지원하는 데 촛점을 맞춘 단체로서, 우리는 코비드-19이 이미 
여러 장벽에 직면한 커뮤니티들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기존 및 신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코비드-
19의 확산에 대응하고 제한하는 데 있어, 이러한 커뮤니티들을 지원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한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든 주 정부를 칭찬합니다.” 
샤리프 하지 (Sharif Haji), 상무 이사 (executive director), 아프리카 센터 
 
알버타 주 정부는 상승 곡선을 꺽고, 소규모 사업장을 유지시키며, 알버타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조치를 통해 생명과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코비드-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경 
 
가장 높은 확산률을 경험하고 있는 11개의 커뮤니티는 다음을 포함하여 그들의 커뮤니티에 더욱 
만연한 몇 가지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해야 하는 고위험 직업에서의 고용 – 예를 들면, 의료 분야의 일선, 정비, 운송. 
 종종 다가구 (multi-family) 또는 다세대 (multi-generational) 주택과 더불어, 평균 이하의 
소득에 기인한 상당히 밀집된 주거 형태. 

 적절한 지원이 없을 수도 있는 알버타 신규 이주민의 수가 더 많음. 
 영어 장벽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