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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회계연도 사회통합 증진 보조금 프로그램 (Fostering Integration Grant 

Program)이 개설됨에 따라서 브래드필드 (Bradfield) 지역구의 다문화 그룹과 비영리 

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사회통합 증진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유당-국민당 연합 정부 (The Liberal National Government)는 이민자 들의 호주 사회, 

경제, 시민 생활에 대한 통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조직에 대해서 230 만 호주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민, 시민, 이민자 서비스 및 다문화부 장관 (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Migrants Services and Multicultural Affairs)인 데이빗 콜맨 (David Coleman)에 따르면 

금번 보조금을 통하여 호주 다문화 커뮤니티를 기념하고 인정하며, 문화적 인식을 

고양하고 사회적으로 보다 공고하게 결속된 커뮤니티를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금번 프로그램은 소규모의 보통 사람들의 조직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주의 다문화의 다원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주민들을 

단합하게 함으로써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라고 콜맨 장관은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활동들은 문화적인 행사나 축제, 그리고 이민자들로 하여금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소중한 직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영어를 실제 활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합니다.”  

브래드필드 지역구 연방 국회의원인 폴 플랫처 의원 (Member for Bradfield, the Hon. 

Paul Fletcher MP)에 따르면 금번 지원금은 안전한 커뮤니티는 결속력이 강한 

커뮤니티를 기초로 구축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게 되고 따라서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행해지는 중요한 활동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조직은 이민자들, 특히 청소년과 여성과 지방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커뮤니티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폴 플랫처 의원에 따르면 “사회통합 증진 보조금 프로그램 (Fostering Integration 

Grant Program)은 각각의 커뮤니티의 보통 사람의 차원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들은 최대 12 개월 기간에 걸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6 만 호주 

달러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증진 보조금의 신청 마감일은 2019 년 11 월 5 일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와 사회통합 증진 보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보조금 웹사이트인 www.communitygrants.gov.au 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담당자 연락처: 루크 불부르크 (Luke Bulbrook) (02) 9465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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