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언어 세계를 위한 
잘츠부르크 선언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 193 개 전체 유엔 회원국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언어를 구사함
• 현재 7,097 개의 언어가 전 세계에서 사용됨
• 이들 중 2,464개의 언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음 *

•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유력한 언어는 23 개임
• 40%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6억 천 7백만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이 최소한의 

능숙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 억 4 천 4 백만 명이 국제적 이민자이며, 이중 2,000 만 명이 

난민으로 2000 년 이후 41 %가 증가하였음.  이민자와 난민만 
합쳐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의 규모임 

현실은 다언어사회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언어와 
언어사용능력으로 인해  교육∙경제 체제, 시민권 취득 과정, 
공공 행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015 년에 193 개국이 
“빈곤 퇴치, 지구 보호 및 모든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 채택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달성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강력하고 공정한 언어 정책에 기초한 공정한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원리
•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는 공식적인 언어 교육과  다언어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적인 의사 소통 방식 모두를  
의미한다.

• 복수언어주의(Plurilingualism)란 한 개인의 다수 언어에 대한 
지식 보유를 의미한다. 

• 역사적, 지리적, 사회 경제적 환경이 다언어주의의 다양한 
형식과 활용으로 나타난다.

• 다언어 교육과  국가∙국제 기구의 다언어주의 지원은 지식교류와 
문화 간 이해를 촉진하고 국제적 유대를 강화한다. 

목표지향 언어 정책은 사회적 결속을 높이고 교육 성과를 개선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은 아동들에게는 모국어 문해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게는 정체성, 지식, 신념에 관한 언어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여가, 문화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다언어 정책은 언어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독특하고 중요한 자산이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오늘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여러 언어를 말하고 
언어적 차이를 넘어 소통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심지어 한 개 이상의 언어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새로운 종류의  
글로벌 문해력입니다. 
언어 학습은 모든 연령층을 위해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  
언어를 유지하고, 즐기고,  
개발하기 위한 고유의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은 다언어 사회와 
개인을 지원하는 언어 정책에서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능을 위한 발판: 세계화된 
시대에서의 언어 학습 및 통합
(12월 12일-17일, 2017년 
salzburgglobal.org/go/586)이라는 
주제로 열린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는   
다언어주의와 언어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_요구합니다.

다언어 세계를 위한 잘츠부르크
선언문은 2018년에 출판된 주요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와 
블로그를 통해 지지될 것입니다. 

SalzburgGlobal.org

The Salzburg Statement for a Multilingual World was jointly drafted in English by Salzburg Global Fellows.  
All translations have been provided through the goodwill and voluntary efforts of the Fellows and their colleagues.  
Read the original here: education.salzburgglobal.org/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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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인, 기업, 기관, 정부가 언어 다양성을 세계적 규범으로 장려∙촉진하며, 언어적 
차별을 철폐하고, 다언어주의를 발전시키는 언어 정책을 개발하는 다언어 신념 체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언
정책 수립
언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견해와 지역 사회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회 속에서의 언어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아래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 정책 과정에 모든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되 모든 단계에서 교사들에게 중요한 역할 부여하기
• 취학 전 교육, 졸업 후 교육, 비공식 교육, 평생 교육 정책 연계하기
• 소수 공동체의 모국어의 유지, 학습, 사용을 포함한 모든 언어 자산과 요구에 중점 두기
• 모국어와 비모국어에 관한 교육적∙인지적 연구 성과 활용하기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잠재력 활용하기 
•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 확보하기
• 정책 목표와 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교육 및 학습
언어 정책은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 
평생 학습은 다언어주의를 유지하고 다언어주의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교육, 기술, 노동 정책은 언어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언어 학습을 촉진하고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과 성인은 전생애에 걸쳐 언어 
구사능력을 개발하고, 풍부하게 하며, 확장시킬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기회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이고 대안적인 지식 체계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현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언어 학습용 사이트들이 학교나 고등 교육 기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거리, 가정, 사회망, 디지털 환경, 난민 지원 환경 모두가 언어 학습과 다른 
언어에 대한 공감을 적극적으로 촉진 할 수 있습니다.
.
번역 및 통역
번역과 통역은 다언어 사회에서의 공공 서비스의 설계와 집행, 제공, 정보 교환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보건, 교육, 경제, 법률 환경에 공정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활용가능하고 
전문적인 언어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실천 요구 사항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해 관계자에는 연구자∙교사, 지역 사회 근로자, 시민 사회∙비정부 
기관, 문화계∙미디어 분야 의견, 정부∙공무원, 사업 관계자 ∙ 상업적 이익단체, 구호∙ 개발 
기구, 재단∙자선단체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청합니다. 
• 다언어주의와 복수언어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유대감이 강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지원하는 언어 정책, 실행, 기술을 개발해 주십시오.
• 공식 문서와 공개 메시지에서 언어 권리, 언어 다양성, 시민의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 언어와 문해력에 연계된 차별, 편견,  편향, 불평등의 모든 사례에 대응해 주십시오.
• 소수 민족, 이주민, 난민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 세계에서 큰 가치가 있는, 높은 언어적 

자산 자본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해 주십시오.

모든 이해 관계자 집단은 그 집단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회 진보, 사회 정의, 참여 시민권을 
위해 다언어주의를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 
문화와 지식의 보물 창고인 다언어주의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references for all statistics online: education.salzburgglobal.org/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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