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
(MANSY LANGUAGES, ONE WORLD)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 의 기원
에세이 콘테스트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Many Languages, One World)’와 세계 청년 포럼은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UNAI)와 1999년부터 2012년 까지 페아레이 디킨슨 대학교(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 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 양성에 이바지해온 아담스 박사(Dr. J. Michael Adams)
의 공동 비전에서 탄생했으며,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는 2010년 11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출범되었습니다.
2012년 아담스 박사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소속 라무 다모다란(Ramu Damodaran)
책임자와 ELS(ELS Educational Services Inc.)와 벌리츠(Berlitz International Inc.)의 마크 해리스(Mark W. Harris) 사장
겸 CEO는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해리스 사장은 “우리가 에세이 콘테스트를 선택한 것은 이 행사가 콘테스트 참가자들에게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의 원칙을 소개하고 이러한 현안을 학생들의 모국어가 아닌 유엔 공용어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2014년 6월은 유엔 헌장이 서명된 이래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ELS와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는 이를 기념함과 동시에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의 글로벌 계획의 일환으로써 애들피
대학교(Adelphi University) 총장 로버트 스캇 박사(Robert A. Scott, Ph.D)의 지휘 하에 제1회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 에세이 콘테스트와 세계 청년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는 다중 언어 사용과 세계 시민의 탄생을
널리 장려합니다. 피터 라운스키-티펜탈(Peter Launsky-Tieffentha) 전 유엔
사무차장은 “놀라운 성과를 거둔 콘테스트였다”고 행사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
2014년 참가자

응모자들은 2014년 제1회 대회의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세계 시민, 문화적
이해 및 다중 언어 사용 능력이 이런 원칙을 실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2,0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각 응모자는
유엔 6개 공용어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에세이를 작성했으며, 이는 모국어와 대학 진학 전까지 학습에
사용한 언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정규 대학생에
한해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1,400편 이상의 에세이가 제출되었고
언어별로 10명씩 총 6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어,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와
세계 청년 포럼에 초대받았습니다. 행사가 무르익는 동안, 에세이
수상자들은 유엔 본부에 모여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글로벌 계획의 핵심
사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엔 공공정보부의 하산 페르두스(Hasan Ferdous) 담당자는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 수상자들이 미친 영향에 대해 "청년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이들의 비전은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 청년들에게 세계를
이끌어갈 무대를 맡긴다면, 우리의 미래는 든든합니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ELS와 유엔은 2015년도 제2회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 에세이 콘테스트와 세계 청년 포럼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일생일대의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뉴욕에 오게 될 새로운 세계 청년 시민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존 니콜슨(John Nicholson) 담당자 (이메일: JNicholson@ELS.edu)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된 온라인 보도 자료는 http://www.ManyLanguagesOneWorld.ELS.edu/press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academicimpact.un.org/ 에서 확s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스 박사(Dr. J. Michael Adams)와 박사가 UNAI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view2.fdu.edu/global-education/united-nations-pathways/united-nations-academic-impact-initiative/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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