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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주민언어 컨퍼런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서 6 월 개최 예정

원주민 언어 회생 위한 최선의 방법 논의 위해 국제 컨퍼런스 열어

브렌트우드베이, 브리티시 컬럼비아--(Business Wire)--유엔이 제정한 2019 년 국제
원주민언어의 해(United Nations 2019 International Year of Indigenous Languages)를
기념하여

선주민족문화재단(FPCF)과

선주민족문화위원회(FPCC)가

유네스코

캐나다위원회와 공동으로 원주민 언어의 부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금년 여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언어의 회생을 위하여(HELISET TŦE SḰÁL)'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2019 년
국제 원주민언어 컨퍼런스는 전세계 원주민 지도자들과 언어학자, 연사,
학생, 원주민옹호단체 운동가들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결집시켜서 원주민
언어의

활성화,

부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성공적인

언어보전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된 목표는
참가자들 각자가 속한 커뮤니티와 조직 내에서 원주민 언어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지식을 교환 하자는 데 있다.

일자:

2019년 6월 24~26일

장소:

빅토리아 컨퍼런스 센터(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하이라이트: 이 컨퍼런스는 원주민 언어 몰입교육에 대한 실제 트레이닝, 문서 아카이빙
기법, 언어정책 및 입법, 언어재생 프로그램 플랜, 언어재생 및 관련
교육에 대한 모델, 언어와 기술,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은 2019 년을 원주민 언어가 급속하게 사라지는데 대해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보전, 재생, 활성화하는데 국가단위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 협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9 년을 원주민언어의 해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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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원주민 언어는 매우 높은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전세계 6700 개 언어 가운데
약 40%가 멸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언어 가운데 대부분이 원주민 언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문화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지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

'언어의 회생을 위하여(HELISET TŦE SḰÁL)' 컨퍼런스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방문: fpcflanguageconference.com
컨퍼런스에

대한

보도자료

입수:

https://www.fpcflanguageconference.com/uploads/1/2/3/3/123316897/fp
cf_fpcc_iyil_conference_-_launch_nr_-_final-_02.13.2019_-_english.pdf
•

유네스코 국제 원주민언어의 해에 대해서는 en.iyil2019.org 방문

선주민족문화재단(the First Peoples’ Cultural Foundation) 개요

선주민족문화재단(FPCF)은 퍼스트 네이션이 주도하는 비영리 자선단체로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독특한 원주민 예술, 언어,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이다. 이 단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fpcf.ca 참조.

선주민족문화위원회(the First Peoples’ Cultural Council) 개요

선주민족문화위원회(FPCC)는 퍼스트 네이션이 주도하는 주정부 산하 법인으로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의 원주민 언어, 예술, 문화전통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이 법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fpcf.ca 참조.

유네스코 캐나다위원회(Canadian Commission for UNESCO) 개요

유네스코 캐나다위원회는 캐나다 국민들을 유네스코(UNESCO)의 활동과 연계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조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ccunesco.c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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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90220005366/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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