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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도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Many Languages, One World®)’ 콘테스트 안내
2017 년 1 월 24 일
프린스턴, 뉴저지 주
ELS Educational Services, Inc.는 2017 년 UN 아카데믹 임팩트와 공동으로 제 4 회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Many Languages, One World®)’ 학생 에세이 콘테스트와
세계 청년 포럼(Global Youth Forum)을 후원하게 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Many Languages, One World)’ 세계
청년 포럼(Global Youth Forum)의 주최자이자 노스이스턴 대학교 세계 청년 컨퍼런스(Northeastern University Global Youth Conference)의 후원자 겸 주관자인
Northeastern University 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콘테스트 당선자에게는 세계 청년 포럼(Global Youth Forum)에 참여하고 뉴욕 주 뉴욕 시에 위치한 UN 제네럴
어셈블리 홀(General Assembly Hall)에서 발표를 한 후 매릴랜드 주 보스턴에서 열리는 노스이스턴 대학교 세계 청년 컨퍼런스(Northeastern University Global Youth
Conference)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Many Languages, One World)’ 학생 에세이 콘테스트와 세계 청년 포럼(Global Youth Forum)의 목표는 다국어 구사 능력을 지원하고
6 개의 UN 공식 언어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참가 학생들은 UN 공식
언어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에 참가자의 모국어(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초등 또는 중고등 교육에서의 교수 언어(또는 이중 언어
사용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의 교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에세이는 참가 학생의 개인적, 학문적, 문화적, 국가적 배경을 반영하고
글로벌 시민 의식과 문화적 이해도, 그리고 이를 증진하는 데 있어 다국어 구사 능력의 역할을 논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콘테스트 관련 세부 정보와 규정,
응모 지침은 ManyLanguagesOneWorld.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UN 아카데믹 임팩트 공보국(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의 라무 다모다란(Ramu Damodaran) 국장은
“최근 몇 개월간 총회 결의 사항과 전 세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정의에 따라 UN 에서는 글로벌 시민 의식의 원칙과 국가적, 언어적 정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가진
국제적인 개인이라는 원칙, 그리고 경청과 학습의 노력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자긍심을 증진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이러한 포용력
있는 정신을 가진 60 명의 젊은 학자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환영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콘테스트에서는 각 언어별 응모자 가운데 10 명의 당선자를 뽑아 총 60 명을 선발합니다. ELS Educational Services, Inc.는 각 당선자에게 2017 년 7 월
15 일~26 일 보스턴과 뉴욕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당선자들은 뉴욕 시 UN 본부에서 있을 의견 발표에 대비하여 세계 청년 포럼(Global
Youth Forum)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청년 포럼(Global Youth Forum)에서는 몇 가지 선별 주제에 관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제 사절단으로서,
초청된 국제 학자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고 보스턴과 뉴욕 시 관광도 하게 됩니다. 에세이 제출 마감 기한은 2017 년 3 월 16 일 목요일 오후 11 시 59 분(EST미동부표준시 기준)입니다.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발표에 의하면 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6,530 만 명에 이릅니다. 그 중 대부분은 망명한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글로벌 시민 의식의 핵심 가치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지지 등이
있으며 이는 MLOW 와 UNAI 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7 년도 MLOW 세계 에세이 콘테스트와 청년 포럼의 중심 주제입니다.”라고 ELS 의 명예
회장이자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Many Languages, One World)’의 공동 창립자인 Mark W. Harris 는 말했습니다.
Northeastern University 의 총장인 Aoun 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이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언어는 가장 중요한 표현, 연결, 창조의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Northeastern University 는 전 세계의 의사소통에서 문자 언어의 가치를 옹호하고, 각국의 여러 문화권 학생들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이번 행사를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2017 년은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Many Languages, One World)’가 네 번째로 열리는 해입니다. 2016 년에는 콘테스트 초기 단계에 165 개국에서 9,000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총 3,600 개가 넘는 에세이 응모작 가운데 36 개국의 54 개 대학을 대표하는 60 명의 학생이 당선자로 선발되었습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미국), Xi`a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중국)와 Bologna University(이탈리아) 등과 같은 저명한 국제적인 대학교에서 당선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응모 지침은 ManyLanguagesOneWorld.org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세이 제출 마감 기한은 2017 년 3 월 16 일 목요일
오후 11 시 59 분(EST-미동부표준시)입니다.
#MLOW2017 을 사용해 온라인에서 대화에 참여하세요.
ELS Educational Services 는 55 여 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120 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들이 영어
준비와 대학 학습 능력을 통해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LS 는 국제
학생들이 호주, 캐나다,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등 전 세계의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UN 아카데미 임팩트는 UN 공보국(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원조/지원부(Outreach Division)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수여하는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을 비롯하여 실질적 임무를
연구 수행에 두고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준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전역의 고등 교육 기관들과 UN 및 각자 간의 자체적인 연계 도모



그러한 기관에 UN 의 필수 과제, 특히 보편적으로 확립된 새천년 개발 목표의 실현을 추진하는 근본 수칙을



이행하는 메커니즘 제공
UN 의 필수 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위한 실제적인 연락처로서 기능



이러한 필수 과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프로젝트와 계획에 대한 고등 교육 기관의 직접적인 관여 촉진

자세한 내용은 https://academicimpact.un.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98 년에 설립된 Northeastern University 는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연구 대학으로서 세계에 대한
관여의 전통을 토대로 교육과 연구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이 대학교는 9 개 단과 대학과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박사 학위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실리콘밸리, 토론토의
대학원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엄선된 고급 학위 과정을 통해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U.S. News & World Report 2017 년판에서는 전국 대학교(National Universities) 카테고리에서
Northeastern University 를 39 위에 동률로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ortheastern.edu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