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B E T TER  WAY  FORWARD:  온타리오 주 반인종주의 3개년 전략 계획
(ONTARIO’S 3 -YEAR ANTI -RACISM STRATEGIC PLAN)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독특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 및 제도에 존재하는 체제적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제적 인종주의(반흑인 인종주의, 반원주민 인종주의, 이슬람 공포증 및 기타 
인종 집단이 겪는 인종주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존하는 각종 제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체제적 
인종주의는 특권층과 사회적 불이익층 사이에 더 큰 격차를 만듭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우리는 인종 평등을 
촉진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 
반인종주의 3
개년 전략 계획

FORWARD
A BETTER WAY

/  비집계 인종 데이터 수집 
체계 및 지침  
정부 및 공기관에 의한 인종 기반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비집계 데이터의 
공개 보고를 강화하고 표준화합니다. 
 
/  반인종주의 영향 평가 체계 
정부 및 공기관의 각종 제도 및 정책이 
얼마나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무의식적 편향성을 진취적으로 
예측하고 제거합니다. 

정책, 연구 및 
평가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공공 교육 및 
인식 지역사회 협력

/  반인종주의 입법:   
인종 관련 데이터 수집 기준 및 
반인종주의 영향 평가 체계의 조직적 
사용을 의무화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통해 
반인종주의에 관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을 더한층 촉진합니다. 제안된 
입법은 갱신 가능한 전략적 다년간 
전략 계획을 통한 반인종주의 계획, 
측정 가능한 목표, 공개 보고, 지역사회 
협의 등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  진전 상황에 대한 공개 
보고: 
A Better Way Forward 의 지속적 
성과를 알리고 그동안 얻은 교훈을 
공유합니다.

/  목표가 설정된 공공 교육 및 
인식  
반흑인 인종주의, 반원주민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이슬람공포증, 또는 
시크교도 등 인종 집단을 상대로 
한 기타 여러 가지 인종주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입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이슬람 공포증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 교육을 
개발하고, 보고된 이슬람 공포증 
사건의 수집 및 발표를 강구하는 일에 
지역사회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  장관 주재 
반인종주의협의단 (Anti-
Racism Consultation Group)   
계획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반인종주의와 관련하여 실제적 
경험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협력자 및 기업 
대표들과의 지속적 대화를 추진합니다. 

/  반인종주의 회의
연구자, 지역사회 협력자,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을 규합하여 지식을 
교환하고 정부의 반인종주의 도구, 
전략 및 체계를 평가합니다.

A  B E T T E R  WAY  F O R WA R D :  온타리오 주 반인종주의 3개년 전략 계획은 온타리오 주 
반인종주의위원회(ANTI -RACISM DIRECTORATE)가 주도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ontario.ca/antiracism

인종주의 전반에 대해 대처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것에 공통 
적용되는 접근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정 인구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대처해야 
합니다.  

/  반흑인인종주의 전략 
협력 부처들의 계획을 활용하고, 
공개적으로 보고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아동 복지, 교육, 
사법 등 특정 부문에서의 반흑인 
인종주의에 대처합니다.

/  원주민에 초점을 맞춘 
반인종주의 전략  
원주민이 겪는 체제적 인종주의를 
표적으로 한 전략을 원주민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개발하여, 
화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입증합니다.  

/  온타리오 주 공공서비스
(Ontario Public Service) 
반인종주의 전략  
체제적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OPS 내의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각종 도구, 
전술 및 목표를 개발 및 실행합니다.

인구집단별 
반인종주의 
전략



Ontario.ca/antira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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