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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선구자의 날
Tago de Pioniro

Raporto Anonco
48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48a Korea Kongreso de E-o

Evento
12a Internacia Esperanto-
Renkontigo de Meditado

La 12a Internacia E-Renkontigo de Meditado de Uonbulismo
(5~8 majo, en Internacia Mensa Trejnejo en Jongg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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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담한의원

“
”

6년 간 미국 일리노이 NUHS 대학,
버지니아 대학에서 한의학을 가르치다가

다시 광명으로 돌아 온 정원조 원장입니다.

광명에서 25년 간 한의원을 개원하 던 곳에서
2011년부터 다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한의학박사 정 원 조

ˇ

ˇ
ˇ

ˇ



성
문

CM
YK

성
문

CM
YK

La Lanterno Azia

ENHAVO

1920년 7월 31일 조선에스페란토협회 창립
1976년 7월 31일 세계에스페란토협회 국가지부 가입
1986년 12월 13일 사단법인 등록(법인허가증 287호)

명예회장 : 한무협 장충식 정원조 박화종
지도위원 : 김광수 김 명 김중태 마 태 박강문 박기완 박용세 서길수

성준경 성태기 신종태 신차식 양옥남 이낙기 이일봉 이종세
이학선 이환의 전경덕 조성호 한덕섭

회 장 : 이 구
부 회 장 : 강헌구 박용승 오순모 이홍진 최 태

(조직)    (교육)    (총무)    (문화)    (국제)

이 사 : 김옥정 김 주 김철민 박수현 박찬복 엄미련 유 애 이남행
(교육)    (국제)    (사업)    (국제)   (누리집)   (교육)    (홍보) (문화)    

이현숙 이회준 정현주 최유식 최정욱
(청년)    (사업)    (대외)    (재정)    (대회)    

비상임이사 : 곽종훈 김봉경 김시헌 박미숙 박종 배종태 오기숙 이성우
이현우 장기수 정명희 제경호 최상범 최향숙

감 사 : 이길성 강불휘
대의원의장 : 곽종훈
사무국장 : 허 성
청 년 회 : 회장 박 강 부회장 김가람 총무 최한울 디자인 이미지
홍보대사 : 김유승 김태훈 김 훈 엄홍길 윤무부 채수정 최 태 한병길

한해원
세계에스페란토협회(UEA) 임원 : 이중기
UEA-cefdelegito : 서진수
UEA 아시아운동 위원회 : 김형근 (KAEM 한국위원)
UEA 에스페란토 학술원 회원 : 마 태
세계에스페란토청년회(TEJO) 이사 : 박 강(A)

04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강변한신코아빌딩)1601호
전 화 : (02) 717-6974       전 송 : (02) 717-6975
전자메일 : kea@esperanto.or.kr
홈페이지 : http://www.esperanto.or.kr/

국민은행 : 031-01-0365-220 [예금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한한국국에에스스페페란란토토협협회회 전전국국 지지부부 연연락락처처

11.. 한한국국에에스스페페란란토토협협회회 안안내내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는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 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에스페란토를 보급하며, 나아가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0년 김억 등에 의해 설립

된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의 전통을 계승하며, 1976년 세계 에스

페란토 협회의 한국 지부가 되었고, 1986년 12월 사단법인화가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기관지“에스페란토”발간, 강습회 개최,

기타 국내외 각종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이 있다.

22.. 입입회회 방방법법

에스페란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회할 수 있다.

연회비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

로 보내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협회 기관지를 받게 되며 각종

행사에 할인 혜택을 받는다.

회회 비비 : 

일반회원 50,000원 가족회원 25,000원

학생회원(초등학생 이상, 대학원생 제외) 20,000원

평생회원 750,000원 후원회비 성의껏

회회비비 납납입입 계계좌좌 : 국민은행 031-01-0365-220  [예금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경북지부 - 지부장 : 김성현 총무 : 이상호
37774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6(죽도동) ESPERO내과
054-282-0708, 전송겸용054-274-2403
[이상호] marktri@hanmail.net 또는 belaastro@nate.com
정기모임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광주 전남지부 - 지부장 : 백수정 총무 : 김송아
61126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81, 204동 501호
bsj1005@paran.com
정기모임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7시
지부카페 : http://esperanto.or.kr/club/GJfilio 

대구지부 - 지부장 : 김시헌
부지부장 : 김진호, 김원식, 나의석 총무 : 박정섭
42430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5길 42-2 내외빌딩4층
053-475-1887
taeguesperanto@hanmail.net
정기모임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7시 지부 사무실

대전 충남지부 - 지부장 : 정명관
부지부장 : 김종광 총무 : 박남미
3521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45, 110-906(월평동, 진달래아파트)
mkjng1@nate.com
학습모임 : 매주 화요일 18시

부산 경남지부 - 지부장 : 오기숙
부지부장 : 이미경, 조문주 총무 : 박미숙
4623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219번길 48, 101-1902(구서동 신동아아파트)
granda81@hanmail.net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BusanaEsperanto

서울지부 - 지부장 : 강헌구 총무 : 이정희(Hela)
01752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508 623동 1106호(상계동 주공아파트)
kanghongu@korea.com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Esperanto
정기모임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7시

인천지부 - 지부장 : 조명자 총무 : 임동혁
1461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07, 126-1101(중동, 중동팰리스카운티 아파트)
ds2edr@daum.net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VerdajSteletoj

전북지부 - 지부장 : 이선희
부지부장 : 정소 총무 : 이미경
550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구 따박골9길 33, 3동605호(중화산동2가)
sunny3305@hanmail.net

강원지부 - 지부장 : 최 숙 총무 : 한순희
24331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70-2
najting@hanmail.net

수원지회 - 지회장 : 김 호
부지부장 : 박 찬 총무 : 임성택
18101 경기 오산시 양산로398번길 8-11 (양산동)
esperanto@lge.com, sukmi60@hanmail.net
정기모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지회카페 : http://cafe.naver.com/suwonaesperanto

안양지회 - 지회장 : 김철민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220 유진빌라 가동 101호
popolo@saluton.net   

양평지회 - 지회장 : 이은수 총무 : 용경자
12276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 230-40, 104-302
kiminosugao@hanmail.net
지회카페 : http://cafe.daum.net/YP-E

익산지회 - 지회장 : 고 희 총무 : 최윤이
54593 전북 익산시 중앙로5길 9 (중앙동3가)
역전보화당한의원 내 에스페란토의집
dau0707@hanmail.net
지회카페 : http://cafe.daum.net/zinio81

천안지회 - 지회장 : 박종
3118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33, 119동-102호
studema@paran.com

합천지회 - 지회장 : 이미경
50247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1길 37 원경고등학교
cosmoslmk@hanmail.net   

용인지회
1708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42, 112동 1803호
(마 태) mayoungt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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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orto

제18회 선구자의 날
- 18a Tago de Pioniro -

허 성 / 사무국장 
5월 14일, 제18회 선구자의 날 행사가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10:30)
과 수유리 4.19 국립묘지(14:00)에서 각각 
거행되었다. 국립현충원에서는 항일독립운
동가인 에스페란티스토 해평 이재현(1917 
~1997) 선생을, 4.19 국립묘지에서는 영
남대 교수로서 4.19 의거에 참여하셨던 에
스페란티스토 홍형의(1911~1968) 선생을 
참배 추모하였다.  

협회에서는 이영구 회장, 강헌구 부회장, 
이낙기 자멘호프클루보 회장, 전경덕 지도
위원, 최유식 이사, 허성 사무국장, 이용철 
원로회원이 참석하였고, 해평 이재현 선생 
측 가족대표 이형진 해평기념사업회 이사
장과 홍형의 선생 측 가족대표 홍혜자, 홍
현우 님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은 참배, 묵념, 기념사, 회고담으
로 이어졌고,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특히 이형진 이사장은 앞으로 있을『이재
현 편 에스페란토-한국어, 한국어-에스페
란토 사전』의 개정판 발행을 위한 물심양
면의 지원도 약속하였다. 가족대표들은 선
구자들을 추모함에 있어 늘 정성을 다하는 
한국에스페란토협회가 감사하다고 하였다. 

                   <사진촬영 허성>
- En la 14a de majo por ‘Tago de 
Pioniroj’, kiuj estis aktivaj por korea E- 
movado, membroj de KEA vizitis tombojn 
de du pioniroj: LEE Chae-hyon (Hajpin 
Li) kaj HONG Heng-wi, kaj respektive 
havis ceremoniojn rememore i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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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ado por Seula UK 

2017 서울 UK 준비현황 보고
-제4차 LKK 회의 -

 조명자 / LKK 위원                             

일시: 3월 4일 오후 7시
장소: 협회 사무실
참석: 11명 (이영구, 강헌구 민현경 박수현 박찬복 

오순모 이남행 이현숙 정현주 조명자 최정욱)
기록: 오순모 

[보고 사항]
･ 이영구 위원장: 1994년 서울 UK 자료(45쪽)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 LKK 위원들이 숙독할 것을 부탁. 
･ 2016 니트라 UK에서 2017 서울 UK 홍보를 위한 

서울시 관계자의 동행에 대해 서울 시청에 문의.
  (답변: 문서로 요청)
･ 2017년 서울 UK에서 시장 초청 만찬을 요청.
  (답변: 개최도시에서 있었던 사례의 자료를 요구) 
  김우선 출판위원장이 보관했던 자료로서 1994년에 

이원종 서울시장이 워커힐에서 150명을 식사에 
초대한 내용서를 제출. 

･ 서울 UK 대회기 인수를 위한 서울시 대표단의 니
트라 UK 파견과 서울 UK 개회식에서 박원순 서
울시장의 동영상 환영인사 등을 요청. 

  (시장의 초청만찬과 환영인사는 가능해 보임)
 

Unua Bulteno
이현숙, 정현주 위원이 2015년 프리젠테이션을 바

탕으로 초안을 작성(니트라 UK Bulteno에 맞춰 총 
6면으로 제작). 이현숙 위원은 우선 유필근 사무국
장의 도움이 컸다고 언급했다. 앞표지 사진은 서울관
광마케팅에서 사용한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상징한 
것이고(저작권으로 인해 사진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반둥에스페란토대회(3.23~28)에 맞춰 3월 15일
까지 인쇄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반둥대회까지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니 서두르지 말
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2015년에 작성된 ‘Seulo 
invitos vin’을 반둥대회에 갖고 가기로 했다. 

앞표지와 관련해서 남산타워나 경복궁 등 한국적
인 면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참고로 
박수현 위원이 각 대학가(이대, 서강대, 홍대, 서울대)에
서 한국의 상징물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가 분단, 둘째는 한옥이라고 했다. 

이영구 위원장은 이현숙, 정현주 위원이 수고했지
만 더 좋은 Bulteno를 만들기 위해 황지연 전 이사
에게 의뢰하자고 제안, 두 위원도 이에 동의했으며, 
혹시 황지연 씨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
자고 했다. 

Emblemo
엠블렘과 관련하여 LKK 위원들에게 위임을 받은 

이영구 위원장이 황지연 전 이사에게 엠블렘을 부탁
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으로부터 좋은 작품이 나오겠
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이미 위임을 했으므로 
위원장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최유나, 최윤지 씨
의 엠블렘도 다른 제작물에 사용하자고 했다.  

이에 3차 LKK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최유
나, 최윤지 씨의 서울 UK 참가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확실한 엠블렘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
에서 엠블렘 교체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었고, 박
찬복 위원은 기관지를 통해 그동안 출품된 작품들을 
알릴 것을 제안하였다. 

기록

LKK 회의 진행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조명자 위원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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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관지 4월호부터 1차 LKK 
회의록부터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원봉사(박용승, 박수현)
LKK 위원들을 제외하고 현재 38명 신청. 신청자

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LKK 
위원에게 이미 그 권한이 있다는 답변에 박수현 위
원은 협회가 전 회원들에게 공식화된 문자나 공문을 
보내주기를 요청했다. 

숙박･기념우표 
최정욱: 3월 1일, 경희대의 서기원 국장에게 공사 

진행에 대해 문의한 결과, 201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총 1000명 숙박이 가능하고(현재 500명), 금년 4, 5
월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강헌구: 우표제작 신청마감인 5월 말까지 신청하
면(신청 후 디자인 교체 가능)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발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국제 강사
오순모 위원이 국제강사로 초청된 라파엘로의 효

율적인 교육을 위해 6~7월 중순까지 LKK 교육, 자
원봉사자 교육, 지부 방문 교육 순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정확한 시간과 횟수에 대해 문의했다.  

장소는 협회 사무실, 횟수는 주 3회(월/수/금), 시
간은 오후 3, 5, 7시가 좋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2016 UK 참석 아시럽 철의 실크로드 원정단(민현경) 
3월말까지 7명 신청으로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접수되었다고 보고했다. (관련자료 8쪽)
영접(이남행)
큰 행사로 특정 지역 방문자가 많을 경우 공항버

스를 한시적으로 행사장까지 연장 운행하는지를 알
아보고, 가능하다면 공항버스를 청량리에서 외대까지 
연장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예술분과(이현숙)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석 위원은 평화의 상징인 ‘학춤’을 우

리의 아이콘으로 삼아 개회식 전 길놀이 형식으로 
운동장을 시작으로 오바마홀로 입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춤에 고경자(Espera mondo 대표) 씨의 
풍물을 가미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동래학춤, 탈춤, 풍물 등 한국의 노래/춤 배우기와 
음악, 미술(이미경의 한지공예, 허성의 인물초상화) 등의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다.

누리집(박찬복)
김형근 씨가 준비, 늦어질 경우 김형근 씨로부터 넘

겨받아서 원하는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세계대회(IIK, 신은숙)
3월 넷 째 주, 2017년 IIK 홍보 차 중국의 초등학

교 Baiyangshuijie 방문을 결정했다. 교장 Jado와 많
은 어린이들이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
도록 독려, 서울 UK 때까지 양국 교사들의 E-교수
법의 지속적인 교류 제안, IIK에 강사로 참여할만한 
교사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6쪽 참조) 

니트라 IIK 현재 참가신청은 11명(7개국), 약 25~ 
30명 정도가 예산 대비 대회가 가능. (릴 IIK 44명) 
2017 IIK는 국제 지도자, 준비위원, 도우미 학생 등
을 포함하여 총 70~80명을 예상하고 계획한다. 

B그룹에 속하는 중국인의 참가비는 130유로 정도
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중국 참가자가 많을 경우 예
산 마련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Baiyangshuijie 초등학교 방문에 이어 2016 
니트라 IIK에서 강사 활동과 1회 (한국에 대한) 강
연, 8월 IELI-Konferenco(헝가리), 10월 발트3국에서 
순회강연을 하며 2017 서울 IIK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관광
한국이 분단국가인 만큼 임진각에 관심이 많고, 

오히려 많이 알려진 인사동에는 별 관심이 없으므로, 
북촌/익선동(종로 3가)처럼 우리의 옛 모습이 잘 보존
되어 있는 곳이나 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이 방문
할만한 곳이라고 조명자 위원이 추천했다.

이현숙 위원도 판문점을 추천, Bulteno에 개재할 
사진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자고 했다. ♧



6 La Lanterno Azia

● 2017년 UK와 IIK를 위하여

Propagandi UK-n & IIK-n 2017 en Ĉinio
SHIN Eunsook / LKK-ano pri IIK                              

Kiam: De la 23a ĝis la 27a de marto
Kie : Elementa lernejo de Baiyangshujie
      (Taiyuan-urbo, Shanxi-provinco)
Temo: Lerneja projekto kun Ĉinio
Celo: Strategie propagandi UK-n & IIK-n 

kun alternativa metodo
 • Prezenti pri alternativa lernejo en Koreio 

rilate al E-movado.
 • Prezenti pri IIK, kiu organizos per 

principo de alternativa edukado.
 • Proponi pri komuna projekto inter ambaŭ- 

landaj instruistoj.
 • Inviti al UK kaj IIK 20 ĉinajn infanojn 

kun instruistoj & gepatroj.
Agado en la lernejo
 • Partopreni en E-kursoj de la lernejo.
 • Montri ekzemplan E-kurson de alternativa lernejo.
 • Prezenti pri UK kaj IIK.
 • Diskuti, kiel venigi ĉinan lernejan karavanon.
Rezulto interkonsenta
 1. La lernejestro tre deziras subteni per ĉio parto 

-prenigi siajn infanojn, instruistojn kaj gepatrojn 
en UK & IIK 2017. 

 2. Ili bezonus iujn oficialajn dokumentojn por oficiala 
vojaĝo.

 3. Du E-instruistoj de la lernejo partoprenos en 
skajpa kurso de LLG-Koreio.

 4. Ĝis 2017 Seula UK lerneja kunlaboro daŭros 
kaj eĉ post UK.

Elspezo de la vojaĝo
 • KEA pagis: 240,000₩ por flugado inter Pekino 

kaj Incheon, kaj 75,000₩ por vizo. 
 • Ĉina lernejo pagis: por flugo inter Pekino kaj 

Taiyuan, loĝado, manĝado kaj trafiko. 

Freŝa Vento en Ĉinion
- 신선한 바람, 중국 초등학교에 불다 -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어김없이 LKK 위
원들은 협회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한다. 대회 엠블
렘 공모, 대회우표 제작, 자원봉사자 교육, 대회관광, 
예술 공연 분야와 숙박 등 각 분야별 담당자 스물 
한 명의 위원들의 왁자한 토의가 펼쳐진다. 올해 두 
번째 LKK 회의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중국에서 에스페
란토 수업이 활발한 몇 개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2017년 어린이세계대회를 홍보함으로써 어린이들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룹을 서울 UK로 이끌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어린이세계대회 책임자로서 몇 
개 학교와의 접촉을 시도했고, 그 중 가장 활발한 초
등학교로 북경 Taiyuan에 위치한 Baiyangsuijie 초등
학교를 방문하여 4박 5일의 일정을 채우고 돌아왔다
(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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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여 명의 어린 에스페란티스토
북경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한 시간을 더 

가니 Taiyuan 이다. 메케한 흙바람에 곳곳에서 도시
화 공사로 도시가 시끌시끌했다. 걸어서 다닐 만한 
구역에 3천여 명이 다닌다는 학교를 비롯해 세 개의 
학교가 나란히 위치했는데, 내가 방문한 학교에는 
1400명이 조금 넘는 초등학생이 27개 교실에서 공
부하고 있었으며, 각 학년 당 한 반씩 7개의 에스페
란토 학급이 운영되어 400여 명의 어린이가 에스페
란토를 배우고 있었다.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는 대부분 영어교사와 모국어 교사 중에서 발탁
하여 교장 Jado가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국내 각종 
연수 등에 보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탐
방 전에 미리 제안한 것은 ‘한국의 대안학교에 대한 
강의와 2017 어린이세계대회 소개’와 ‘에스페란토 
수업 참관’ 이었고, 현지 학교 측에서는 ‘에스페란토 
수업 시현’과 ‘인터뷰’를 제안했기에 매일 아침 교사
들과 함께 출근해 저녁시간까지 일정이 이어졌다.

먼저, 세 학급의 에스페란토 수업 현장에 들어가
서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학교 강당에 빼
곡하게 쉰 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일사불란하게 벌떡벌떡 일어서며 하는 똑같은 대답
이 신기하면서도 뭔가 모를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왜 이렇게 똑같아야 할까? 교사들 모두가 마이크를 
사용하며 쉼 없이 질문을 던졌고 아이들은 오로지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이 현상은 대안학교의 교육철
학과 에스페란토 수업방식을 서두에 깔면서 그것을 
담는 어린이세계대회가 될 것이라는 강의를 교사들
에게 할 때 똑같이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교사들로부
터 질문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역시 강연
자에게 질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참가자는 오
로지 듣고 앞에 선 자는 오로지 말하는 전형적인 수
업방식은 한 반 56명의 어린이들을 학습시켜야 하는 
현실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 보였다. 

정정합니다
  5월호 기사 ‘Viziti ĉinan lernejon’(신은숙)은 
2017년 UK와 IIK를 위한 출장 계획서이고, 6월
호 ‘Propagandi UK-n & IIK-n 2017 en 
Ĉinio’(신은숙)를 출장 보고서로 정정합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다
2017년 한국에서 열리는 어린이세계대회 홍보를 

위해 “대안학교”라는 카드를 들고 간 내게 그들이 부
탁한 것은 열 명 남짓과 하는 에스페란토 수업모형
이었는데 이런, 한국에서 온 에스페란토 교사의 수업
을 듣겠다고 교실로 달려 온 아이들이 족히 쉰 명은 
될 듯 했다. 준비해 간 학습도구도 수업방식도 순간
에 모두 바꿔야만 했다. 우선, 일렬식 배치인 책상을 
전부 빼내고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교장도 교사들도 
어리둥절하더니 금세 재배치된 책상으로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서로의 얼굴을 말똥말똥 쳐다보
았다. 마이크를 갖다 대면 벌떡 일어나 대답했던 아
이들은 임의적으로 날아오는 스카프를 팔 벌려 받으
며 “Mi estas OOO!”를 소리쳐 대답했다. 세 그룹으
로 나뉜 아이들은 각각의 미션을 받아 카드를 나열
하고 단어를 소리 내어 읽었다. 카메라를 든 분은 이
리저리 아이들의 움직임을 따라 바삐 움직였다. 교실 
뒤편에서 교장 Jado를 비롯한 몇 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황당한(?) 수업을 만나 본 적이 있을까?

2017 세계어린이대회
Baiyangshuijie 교내 에스페란토 수업에 대한 소감

을 묻는 교장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은 며칠 동안 계
속되었다. 인터뷰에서도 강조했듯이, 어떤 수업도 
100% 좋다, 100%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각자의 
현장에 맞는 최선의 수업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며, 양
국의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2017년 서울 
세계대회까지 함께 가자고 피력했다. 다양한 수업과 
활동, 세계 친구들이 함께 하는, 놀이가 가득한 한국
에서의 일주일에 스무 명의 중국 어린이들과 함께 
교사, 학부모 단체를 향한 초대에 학교장은 반색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인터
뷰 말미에 그는 LKK 어린이세계대회 책임자의 이번 
방문 자체가 학교 측에서는 “신선한 바람”이었으며, 
한국의 신선한 바람을 맛보기 위해 2017년 어린이세
계대회 단체 참가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힘찬 포
부를 밝혔다. 또한, 어린이세계대회 장소가 외대에서 
같이 열리는 것에 대해 양쪽 대회를 모두 즐길 수 
있기에 교사진 모두가 박수치며 환영했다.

(10쪽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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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vano al la 101a UK

2016 UK 참석 아시럽 철의 실크로드 원정단 
 5월 7일 9시 22분, 도라산행 DMZ 열차의 출발과 
함께 ‘통일 염원 아시럽(아시아+유럽) 철의 실크로드 
원정단’이 긴 여정(21박 22일)의 시작을 알렸다. 계획
된 일정은 7월 1일부터이나 예약문제로 도라산 방문
만 앞당겨졌다. (인원 및 일정은 5월호 7쪽 참조) 

참가자들은 열차 안에서부터 사진 찍기에 바빴다. 
그러던 중 낯익은 단어 ‘paco amas harmonio’가 눈에 
들어왔다. ‘평화 사랑 화합’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해 
열차 벽면을 장식했는데, 그 중에 에스페란토도 포함
된 것이다. amo가 amas로 표기된 것이 약간 서운했
지만 니트라 UK 참석의 출발점에서 뜻밖에 보게 된 
에스페란토 단어들 때문에 기분이 한껏 흥분되었다.
  임진각역을 거쳐 11시쯤 도라산역에 도착, 도라산 
전망대로 향했다. 역을 통과하고 버스에 탑승할 때마다 
신분증과 인원수의 철저한 확인이 낯설게 느껴졌다. 서
울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이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
다(평양 205km). 개성공단, 휴전선 남과 북에 형성된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 판문점... 걸어서도 한 시

간이면 닿을 듯한 북녘을 바라보면서 통일 염원이 담

긴 이번 여행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7월 1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22일 베를린에 도착, 
‘통일각’에서 해단식을 가진 후, 23일 니트라에 도착
하게 된다. 이 원정단을 계획한 서길수 지도위원은 

도라산 역

니트라 UK에서 ‘2016 UK 참석 아시럽 철의 실크로
드 원정단’을 소개함과 동시에 유럽인들의 ‘2017 서
울 UK 참석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원정단’을 제안
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우리의 원정단이 좋은 본보기
가 되어서 많은 유럽인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 La 7an de maj. la karavano deziranta unuiĝon de 
du Koreioj, kiu celas partopreni en la 101a UK tra 
Pyeongyang (de norda Koreio) kaj Aziropo(Azio +Eŭropo) 
per fer-silkvojo, komencis tion unue vizitante la 
monteton Dorasan (plej proksima al la norda) anstataŭ 
Pyeongyang. La 1an de jul. 11 karavananoj inkluzive 
1 ĉinon iros al Dandung(apud landlimo inter Ĉinio kaj norda 
Koreio) kaj poste al Nitra. ♧ <조명자 /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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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a esperantisto

가르치면서 에스페란토 배우기
- Instruante lerni Esperanton -

박은영(Jana, 부산･경남지부)1)  

3월 벚꽃이 피기 전 어느 날 반
가운 전화를 받았다. “박은영 선생
님,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과 에스
페란토 수업 시작하시겠습니까?”

에스페란토를 처음 배운 그 순
간부터 에스페란토에 대한 뜨거
운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늘 에스
페란토를 권해오던 차에 그 마음
이 통했나보다.

사실 에스페란토를 배운지 얼
마 되지 않았지만, 한 눈에 이 언어가 내 삶에 얼마
나 큰 변화를 줄지 알아보았다. 세상의 어떤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사람들과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오랫동
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평화롭고 우정 어
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생각과 언어, 문화가 달
라도 함께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에스페란토는 나에게 새 길을 열어준 것이다.

희망에 부풀어 나는 아이들과 무작정 짐을 싸고 
2015년 1월 네팔로 긴 여정을 떠났다. 상하이에서 
Luna(문현주)가 우리를 맞아 주었고, 네팔에서는 라
제노와 샤이니 씨와 그의 모임회원들을 만났다. ⇨

우리는 초보자들이라 말이 서툴러 비언어적 교류
를 더 많이 준비했다. 오카리나 연주, 연극, 노래, 
ppt 발표 등 서툴지만 정성어린 준비를 했고, 그 마
음이 통했다. 우리의 공연을 보고 눈에 눈물이 맺혀 
답가를 불러 준 네팔 에스페란티스토가 있었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해버렸다.

1) 참빛학교 에스페란토교사, Esperanto Kantata 회원.

여행을 다녀온 뒤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고 
공부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해외여행스케줄로 인해 지속적인 공부가 여의치 않
았다. 그러던 차에 새롭게 찾게 된 공부 방법은 바로 
아이들에게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아이들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도 배우는 것이었다. 그 해 6월
부터 온새미학교 중·고등과정 특강을 2달 동안 진행
했다. 교장선생님께는 사전에 이런 정황들을 미리 말
씀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교장선생님은 흔쾌히 받아
들이셨다. 나의 실력보다는 용기를 높이 사신 것이다.

40일간의 여름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9월 중순 금
샘 마을도서관에서 ‘에스페란토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새 둥지를 틀었고, 현재까지 10여명의 회원이 매주 
토요일에 만나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 대안학교, 
일반학교, 홈스쿨러 초·중·고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지만 다름 속에서 서로를 배우고 있다. 제34차 KS 
(동아시아 청년세미나, 2015.12.26.~29, 부산)에도 부분 참여했
고, 이어 겨울방학에는 서울기행을 가서 그 곳에 사
는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일하는 곳을 방문했다. 아이
들은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에스페란토 정신을 자기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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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 48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 

 일시: 10월 1일(토)~3일(월)Dato: 1(sab.)~3(lun.) oktobro 2016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Ejo: Hankuk Universitato de Fremdaj Studoj  
주제: ‘세계 시민을 위한 에스페란토의 역할’Temo: ‘Esperanto por Mondcivitano’
참가비(Kotizo): 15,000원

   • 회원은 KEA 연회비 납부자(접수일 기준).
   • 비회원은 각 참가비에 5,000원 추가.
   • 명예참가자 및 후원은 LKK로 연락 바람.
   • 참가비에 숙박, 식사는 포함되지 않음.
주최: 서울 UK 준비위원회
Organizanto: LKK de la 102a UK
문의: 02-717-6974 (KEA 사무국) 
Demandoj: ( +82-2-717-6974 (KEA-oficejo) 

- KEA 사무국 -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지 직접 보고 느
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 어린 초대에 매우 
고마워했다. 

 지난주, 현재 에스페란토 수업을 하고 있는 부산
의 참빛학교와 온새미학교에서 Rafaelo(스페인, 서울 
UK를 위해 초청된 국제강사)와 신은숙 선생님을 초청
해서 특강을 열었다. 아이들은 매우 재미있어 했고, 
에스페란토가 살아있는 언어라는 걸 직접 느끼게 되
었다. 에스페란토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에스
페란토만 사용해서 가르치는 교수방법은 매우 탁월
했고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은 30분 만에 기본적인 
에스페란토를 습득했다. 심지어 7살 아이까지도 가
능한 것을 보며 에스페란토가 왜 국제 공용어인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은 에스페란토를 배우면서 가슴 두근거리며 
매료될 수 있는 자신의 이상과 동경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근거림은 사람을 통해 이어지고 이어져
서 계속될 것이다. ♧

(7쪽에서 이어짐)  학기 중에 며칠 시간을 비워 중
국 Baiyangsuijie 학교를 방문하고 돌아오며 LKK 위
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서는 2017년 우리나라에
서 열릴 세계대회를 비롯한 어린이세계대회에 대한 
희망이 꿈틀거렸다. 한 학교의 어린이 400여 명이 
한국의 에스페란토 수업 방식에 열광하고 교사들은 
당장 한･중 스카이프 수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적극
성을 보여 뿌듯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한 
LKK 위원들의 순발력과 추진력에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고백하건데 귀국 후, 또 한 번 새로운 사무
국장을 바꿔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함도 그만큼 
큰 것이 사실이다. 내년 7월까지 일 년 남짓 빠듯하
게 남은 시간 동안 세계대회를 향한 동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하겠다. 밖은 환
호하나 우리끼리는 마음 썰렁한 대회가 아닌, 조금 
고단할지언정 서로 격려하며 신나는 축제 같은 세계
대회를 만들어 보자. 밖은 이미 2017 세계대회에 열
광할 준비가 되어있다. ♧

‘Esperanto kaj mi’ 원고 모집
에스페란토운동의 역사기록에 동참하시겠어요?
 내용: 에스페란토 학습(언제, 어디서, 어떻게),
      에스페란토를 통한 인상 깊은 경험, 
      에스페란토운동을 위한 업적, 포부 등
 보내실 곳:  kristala@hanmail.net / 한숙희

Amikoj de Zamenhof
  (1구좌 50만원, 2016년 5월 15일 현재)

2013년: 박화종(19) 김영명(1)  이영구(1)
2014년: 이영구(4)  박화종(2.4) 인천지부(2) 
       홍인숙(2, 고 홍형의님 차녀) 김영명(1.2) 
        강헌구(1)  박강문(1)  마니또여행사(1)
       서울지부(1)  정원조(1)  익  명(1) 
2015년: 이영구(5.8) 박화종(2.4)  전경덕(1.5)      
        김영명(1.4) 류진숙(1)  배성애(1)     

서울지부(1)   손호철(1) 
2016년: 나영성(1)   조성호(1)   이영구(1.6)     
        박화종(0.6) 김영명(0.1) 
    ※ 1998년~ 자료는 2016년 3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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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방 보고

12a Internacia Esperanto-Renkontiĝo de Meditado
CHOE Taesok (Ŝtonego) 

En la Internacia Mensa Trejnejo Jonggŭang

En la Internacia Mensa Trejnejo Jonggŭang de 
Koreio okazis la 12a Internacia Esperanto- 
Renkontiĝo de Meditado (IERM) de la 5a ĝis la 
8a de majo 2016. Ĝin organizis la Esperantista 
Asocio de Ŭonbulismo (EAŬ) sub la aŭspicioj de 
la Internacia Fako de Ŭonbulismo, koredevena 
religio. Ĉeestis 40 esperantistoj el Ĉinio, Hispanio, 
Hungario, Koreio, Litovio, Rusio kaj Tajvano. 

La renkontiĝejo troviĝis en la sankta loko, kie 
naskiĝis, kreskis, iluminiĝis kaj instruis Sotesano, 
la fondinto de Ŭonbulismo. Krome, tre komforta 
estis la ejo ĉi-aprile inaŭgurita kaj moderne 
ekipita, kaj ĝi situas en belpejzaĝa montaro ĉe 
okcidenta marbordo, izolite de la cetera mondo. 
La ĉeestantoj ĝuis amikan, sanktan kaj spiritan 
etoson dum la kvar tagoj. 

La renkontiĝo okazis tuj post la Centjara 
Jubileo de Ŭonbulismo, kiun festis pli ol kvindek 
mil homoj el diversaj mondpartoj en la piedpilka 
stadiono Sangam en Seulo. En la jubileo Esperanto 
estis prezentita kiel unu el la dek lingvoj, en kiuj 

la sanktaj libroj de Ŭonbulismo estas tradukitaj. 
La plejparto de la IERM-anoj ĉeestis ankaŭ la 
jubileon kaj daŭrigis sian amikecon. Estis 
menciinde, ke Tokihiko la ĉefdirektoro de la 
Centra Oficejo de Oomoto, akompanate de Kacuja 
KIMURA ĉeestis en la jubileo kiel oficiala gasto 
kaj renkontiĝis ne nur kun ŭonbulanaj ekleziaj 
funkciuloj, sed ankaŭ kun koreaj esperantistoj. 
Lian viziton realigis multjara esperantista kunlaboro 
inter la du religioj, kiuj favore subtenas la 
Esperanto-movadon.

Al la IERM sian mesaĝon sendis la estrino de 
la Internacia Fako de Ŭonbulismo kaj ŝia 
anstataŭanto kaj samfakano LEE Kundo ĉeestis 
kaj gratulante esprimis sian deziron eklerni 
Esperanton. Ankaŭ José Antonio Vergara, UEA- 
estrarano pri faka agado, sendis sian mesaĝon kaj 
memorigis ridetantajn ŭonbulanajn esperantistojn 
en UK. NAMGUNG Seong, la direktoro de la 
Internacia Mensa Trejnejo Jonggŭang salutis kaj 
bondeziris, ke esperantistoj strebu ne nur por 
rompi lingvajn barojn inter popoloj, sed ankaŭ por 

rompi mensajn barojn inter homoj. 
Oni faris ĉiufrumatene sidmediton kaj 

fizikan ekzercadon kaj ĉiuvespere 108- 
fojan riverencon kun pento, preĝo, danko 
kaj bondeziro. En la renkontiĝo prelegis 
CHO Chaoming (Miaj konoj kaj spertoj 
pri Ŭonbulismo), HONG Sungcho (Atento 
kaj senatento en mia ĉiutaga vivo), 
JUNG Bongwon (Spirmanieroj por sano), 
CHOE Taesok (Traduki estas med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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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flora teo 

KO Kyungja (Tamburado, sogonori), GIM Inhong 
(La feliĉa vivo), Markus Gaboro (Indramang 
-metoda lingvoinstruado) kaj OH Gisook (Miaj 
vojaĝo kaj meditado kun Esperanto). Estas 
notinde, ke CHO Chaoming(ĉino), kiu fariĝis 
ŭonbulano pere de Esperanto, amplekse rakontis 
sian konatiĝon kun Ŭonbulismo kaj komparis ĝin 
kun diversaj religioj. En la korea kultura 
programo, kiun gvidis KO Kyungja, oni gaje dancis 
ludante la muzikilon nomatan sogo kaj proponis, ke 
la korea ludo estu enprogramita por la Interkona 
vespero de la Seula UK en la sekva jaro.

Oni ne nur meditis kaj prelegis, sed ankaŭ 
ekskursis unue al la sankta loko Jongsan, kie 
troviĝas la unua templo de Ŭonbulismo, la 
iluminiĝejo de Sotesano, la naskiĝdomo de 
Sotesano kaj aliaj historiaĵoj, kaj poste al la 

marborda promenejo kaj 
la enkondukejo de 
budhismo al Koreio. Oni 
ĝuis lotusfloran teon kaj 
lokan vespermanĝon. En 
la lasta mateno oni 
montgrimpis ĉe sun- 
leviĝo kaj preĝis sur la 
plata roko, kie Sotesano 

preĝadis kvin sinsekvajn jarojn por renkonti 
montodion. La hispana esperantisto Rafael Mateos 
Gonzalez tre vigle gvidis Esperanto-lecionojn al 
komencantoj.

En la fermo ĉeestantoj esprimis siajn impresojn 
pri bonkvalita ejo, bela ĉirkaŭo, inspira medito, 
amika etoso, varia prelegaro, agrabla vetero, 
bongusta manĝo... Kortuŝajn aplaŭdojn estigis unu 
ĉeestanto per surgenua riverenco, dirante: “Al vi, 
sanktaj homoj, mi faras la 109an riverencon.” 

La organizantoj decidis okazigi la 13an IERM de 
la 29a de julio ĝis la unua de aŭgusto tuj post la 
Seula Universala Kongreso en 2017, kadre de la 
evento “Bonvenon al Ŭonbulismo”. 

- 제12차 국제선방은 5월 5~8일 전남 영광에 
위치한 국제마음훈련원에서 7개국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광은 원불교 창시자이신 소태산 
께서 탄생하시고 구도하여 깨달음을 얻은 후 제자들 
을 훈련시킨 곳이다. 금년 4월에 준공된 훈련원은 
외부와는 조금 단절된 서해 바닷가 산 속의 풍경이 
빼어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최신 현대식으로 지어져 
이번 참가자들은 4일 동안 서로 우정을 나누며 
신성한 명상 분위기를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한편, 서울 상암월드컵스타디움에서 5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축하 속에 개최된 원불교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에스페란토는 원불교 교전이 
번역된 10개 언어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일본 종교 
오오모토에서는 이 행사에 사절단으로 ASADA 
Tokihiko 교정원장을 보내 축하했는데 이는 
원불교와 오오모토 종교를 통해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서로 방문하면서 협력한 결과였다.
  한편 개회식에서 김광수(영산) 원불교에스페란토회 
회장은 먼 곳까지 방문한 참가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곳 영산 성지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고, 남궁성 훈련원장은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벽도 허물어 달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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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Ŭonbulismo
Mikaelo Bronŝtejn (ruso)

La milda percepto de Koreio
nestiĝas en mi tra la prismo
de l’ kora pacamo de la eklezio
de Ŭonbulismo.

Nenien baptita, neniam preĝinta,
mi tamen ŝategus kompreni
eĉ malgraŭ nekredo enradikiĝinta,
kio okazus, se ni
forigu venenojn, certigu bonfarojn,
kaj Budhon eksekvu senlace, 
ĉu vidos ni la horizontojn pli klarajn
por ĉion akcepti pace?

Vivanta en mezo de l’ monda frenezo,
en la sangavida socio,
mi dubas. Kaj dub’ mia estas herezo,
malkoincido.
Sed mi, la profano, nun kaptas en ĉio,
kun peno kaj ŝvit’ tradukante,
la ĉarman animon de Koreio,
kiu resonas enkante. ♧
               <En la 10a IERM, 2015> 

(de la 18a paĝo)  Se oni vere scias, nome oni 
scipovas, tio postulas praktikon. Vera scio ne 
restas kiel nur scio, sed tio aŭtomate kondukas al 
la ago, nome povo, scipovo. Tre simple! Ĉu oni ne 
povas, ĉar estas tro simple? Ĉu pro tio en 
Esperanto troviĝas la trafe taŭga vorto, scipovi? 
Verŝajne jes.

Dum mia juneco mi hazarde legis tre inspiran 
rakonton. Iu piulo post la morto flugis al la 
paradizo kaj tie tute ŝokite trovis nur orelojn 
sennombrajn! Por esplori kaŭzon li decidis viziti 
inferon. Tie li trovis homojn sennombrajn krom 
oreloj! Deĉifru aŭ mi voros vin, tiel diris sfinkso 
antaŭ longe... ♧

2016,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여름강좌
- 전국 연수회 -

• 일 시: 2016년 7월 9일(토)∼10일(일)
• 장 소: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
• 참가비: 책자 포함, ( )안은 비회원 참가비 
      - 일반회원: 50,000원(55,000원) 
      - 가족회원: 45,000원(50,000원)
      - 학생(대학생포함): 30,000원(35,000원)
• 신 청: 5월 30일부터
• 송 금: 국민은행 / 031-01-0365-220 / 한에협
• 문 의: 협회 사무국 (02-717-6974)

1명 혹은 2명의 강사가 지도하는 5~7명으로 구
성되는 7~8개의 반이 준비된다. 각 과정은 강사에 
의해 준비되는 주제(예: 문형회화 50- Esperante, 
후초급 700단어, 관계사 특화, 시사주제토의, 초
급회화지도, UK특화 상황별회화 등)들을 중심으
로 참여자들에게 말하고 듣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
고자 한다. 학습에서 한국어 해설이 필요한 부분
을 제외하고 연수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외의 시간에는 에스페란토만 사용한다.  

- KEA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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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방 참가기

100-jara jubileo de Ŭonbulismo kaj Meditada Renkontiĝo
CHO Chaoming (Abengo, Tajvano)

 Kun Ŝtonego(CHOE Taesok, maldekstre)

En la 100-jara jubilea festo de ŭonbulisma fondiĝo 

Mi alvenis al Koreio je la 11a en la 28a de 
aprilo por la 100-jara jubileo de Ŭonbulismo. 
Geedzoj Ĝoja(CHO Myung-ja) kaj Kristalo(HAN Sug-heui) 
multe zorgis mian restadon en Incheon, Seulo kaj 
la provinco Gyungnam. Antaŭ la jubilea festo, mi 
vizitis: Imĵingak (proksima je 7 km de la landlimo inter suda 
kaj norda Koreioj) Moonil Knabina Supermezlernejo, 
Ekologia Bucheon-parko, Oficejo de KEA kaj bela 
insuleto Nam-I. Mi ankaŭ renkontiĝis kun prof. 
SO Gilsu, Kanguruo(KANG Hongu), Jesa(LI Hyonsuk), 
Avo(HONG Sungcho) ktp.

La 1-a de majo estis la grava tago por mia 
vojaĝo. En la tago okazis la 100-jara jubilea festo 
de ŭonbulisma fondiĝo en la mondpokala stadiono 
Sangam en Seulo. Mi estis unu el 50,000 
ŭonbulanaj kredantoj. La zorgema preparado kaj la 
nombro de ĉeestantoj tre ŝokis min. 10 perantoj 
de 10 lingvoj (angla, araba, ĉina, germana, franca, 
hispana, japana, portugala, korea kaj esperanta) estis 
invititaj sur la podion por ricevi la nove tradukitan 
sanktan libron. Mi estis honorata kiel reprezen- 
tanto de Esperanto-versio. La spektaklo de la  
evento estis grandioza kaj impona. La partoprenantoj 

sidis kiel disciplinitaj laŭ grupoj en bona ordo. Ĉiu 
miris pro tio, ke post la festo ne troviĝis ruboj 
ĉe la seĝoj. La festo daŭris ĉ. 4 horojn, kaj post 
tio Esperantista Asocio de Ŭonbulismo (EAŬ, 

estro: KIM Kwangsoo) preparis bankedon por 
esperantistaj gastoj, kredantoj kaj volontuloj. Kun 
ĝojo mi partoprenis ĝin kaj unuafoje povis libere 
paroli kun Ŝtonego(CHOE Taesok), kiun mi adoras pro 
tio, ke li sukcese tradukis la tutan sanktan 
ŭonbulanan libron en Esperanton. Antaŭ ol iri al 
Internacia Mensa Trejnejo en la urbo Yongkwang 
por ‘la 12a Internacia Esperanto-Renkontiĝo de 
Meditado’ okazonta de EAŬ, Kristalo tro malavare 

gvidis min al la templo Haeinsa, Dinosaŭro- 
parko kaj la lageto Upo.

En la 5a de majo Kristalo veturis kun mi al 
la trejnejo. Ni iom pli frue atingis ĝin, tamen 
aliaj multaj partoprenantoj ne povis alveni pro 
la peza vojo pro la 4-tagaj sinsekvaj ferioj. En 
ĉambro, mi loĝis kun hungara samideano 
MÁRKUS Gábor kaj hispana esperantisto Rafael 
Mateos Gonzalez. Alia kunulo el Rusio venis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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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lasta tago de la Meditado pro lia persona kialo.
 Solena inaŭguro en vespero estis gvidita de 

Avo. Tie partoprenis kun ni la trejna estro, kiu  
bonvenigis nin en sia gratulmesaĝo. Dum la 
inaŭguro estis ankaŭ tradiciaj kanto kaj danco.

En la 2a tago mi havis la honoron prelegi pri 
miaj spertoj kaj konoj rilataj al Ŭonbulismo. La 
prelegon mi jam preparis unu monaton. Post mia 
vico mi ankoraŭ gvidis unu el 3 liberaj rondoj. 
Post tio estis aliaj prelegoj: Ŝtonego pri 
‘Traduko’, Avo pri ‘Atento kaj senatento’, Sveka 
(CHUNG Bongwon) pri ‘Spirmanieroj’. La matena 
meditado kaj la vespera rito(108 riverencoj) estis 
ankaŭ tre taŭgaj por mi, kvankam miaj kruroj 
estis malmolaj pro lotusa sidado kaj mi ne povis 
rapide sekvi kunlegadon de signifoj de meditado, 
kiujn ĉeestantoj kune legis. La ekskurson al la 
sanktejo ŝatis ĉiuj. Oni vidis la kamparon kaj la 
domojn de Sotesano(fondinto de Ŭonbulismo) kaj 
pioniroj de Ŭonbulismo, kaj la lokon, kie budhismo 
estis enkondukita el Pakistano en la periodo de 
Baekje2). La bankedo estis la fino de nia ekskurso. 

La lastan tagon mi malfruiĝis en la matena 
meditado okazinta en montopasejo ‘Sambatjae’, tial 
mi ne povis surgrimpi la pasejon kun la grupo. Mi 
sola iris al iu montopinto, sed ne trovis la grupon. 
Mi trovis larĝan ŝtonon sur la monteto kaj tie 
faris meditadon. La aero estis pura kaj birdoj bele 
kantis. Mi ĝuis la etoson kaj meditis tie ĉ. 20 
minutojn. Poste mi ankoraŭ ne aŭdis la sonon de 
la grupo, kaj do denove sola piediris al la trejnejo. 
Eĉ en Sotesana halo, en kiu kutime okazis matena 
meditado, mi trovis neniun, sed faris dek minutan 
meditadon tie. Mi pensas, ke mia alternativa 
meditado ankoraŭ donis al mi tre bonan sperton.

En ĉi-jara vojaĝo mi sentis:
1. Ŭonbulismo estas sendube sana kaj taŭga religio 

2) Iam Koreio estis dividita en tri landojn, kaj Baekje 
estis unu el tiuj 3. 

por la homaro. Ĝi jam bone disvolviĝas.
2. Ŭonbulismo jam akumulis bonajn spertojn pri la 

misio per Esperanto. Ĝia estado ankaŭ kontribuas 
al la disvolviĝo de Esperanto. 

3. Koreaj esperantistoj kompare kun tiuj de ali- 
landoj estis pli junaj. Mi vidis ilin, kiuj je la 
renkontiĝo parolis flue kaj bone Esperanton. 

4. Sveka, Brila(OH Soonmo), Sunita(PARK Youngsook), 
Kristalo, Avo, Ŝtonego, Vero(KIM Kwangsoo) estis 
bonaj modeloj de esperantistoj kaj ŭonbulanoj. 
Mi tre miris pri ilia atingo kaj senavara laboro 
por la Internacia E-Renkontiĝo de Meditado.

5. Ŭonbulismaj kantoj estas belegaj kaj facile 
kanteblaj. Mi ŝatas “La darmkorpa budho vi” 
kaj “Ĉiame lumas luno”. La melodio de la 
kantoj restas longe en mia kapo post kiam mi 
aŭskultas aŭ kantas ilin.

Mi dankas koreajn esperantistojn, kiuj helpis min 
dum la vojaĝo en Koreio. Mia stato esti ŭonbulano 
ne estas nur en la nomo WON Myeong-il, kiun la 
ĉefmajstro donis al mi, sed en la vere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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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회

1-a Komuna staĝo 
de Jeonbuk-filio kaj Gwangju･Jeonnam-filio

LEE Hyunmi (Esther, Jeonbuk-filiano)     
Unuafoje Jeonbuk-filio kaj Gwangju･Jeonnam 

-filio havis komunan staĝon, inter la 22a kaj la 
23a de aprilo en Hyoja Preĝejo de Ŭonbulismo en 
Jeonju. Por la evento kunlaboris la membroj de 
Jeonbuk-filio. Partoprenantoj estis 11 personoj 
inkluzive de YU Pilgeun, ekssekretario de KEA. 

Post vespermanĝo s-ino CHOI Jeungyun prezidis 
la eventon. Unuavice s-ro LEE Sunhee parolis por 
bonvenigi la partoprenantojn kiel estro de Jeonbuk 
-filio de KEA, partoprenantoj sinprezentis nur 
esperante kaj s-ino NA Youngsung gvidis nin por 
ludi per Esperanto-vortkartoj. Por la ludo oni 
devis imagi unu vorton kaj elekti unu karton, kaj 
harmonie faris unu frazon. Estis sufiĉe interese. Ĝis 
meznokto kelkaj partoprenantoj babiladis, ĉar ili 
estas jam konataj preskaŭ antaŭ 20 jaroj.

 Matene de la dua tago, du prelegoj okazis.  
S-ino BAEK Sujung, estro de Gwangju･Jeonnam- 
filio, parolis pri “Kio estas Esperanto por mi?” Ŝi 
prezentis sian malnovan amikon, kiun ŝi renkontis 

antaŭ ĉ. 30 jaroj en Esperantujo. Poste mi parolis 
pri “Mia Esperanto-studado”. De kiam mi eklernis 
Esperanton ĝis nun, kiel mi daŭrigis mian studadon, 
kaj kien mi vojaĝis por tio. Fine multaj demandoj 
venis, kial vi lernis Esperanton? Kiel vi nun lernas 
Esperanton? Kion vi volus gajni per Esperanto? 

Kaj s-ro LEE Sunhee montris tre amuzajn 
magiojn. Poste ĉiu sekvante lin faris kelkajn 
formojn per balonetoj. 

Laste ni esprimis sian impreson pri la staĝo 
unu post la alia kaj decidis, ke du filioj plu havos 
la staĝon por altigi la kapablon de Esperanto ĝis 
la 102-a UK en Seulo, 2017. 

- 전북지부와 광주전남지부가 4월 22일부터 23일까
지 전주 원불교 효자교당에서 첫 공동연수를 가졌다. 
전북지부 주최로 광주지부 4명과 전 사무국장을 포
함하여 11명이 참가하였다. 최정윤 진행자의 사회로 
이선희 전북지부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모든 참가자
들이 에스페란토로 자기소개를 한 후, 나영성 님의 

안내로 에스페란토 단어카드를 이용한 문
장 만들기 놀이가 진행되었다.

다음 날, 백수정 광주전남지부장의 “나
에게 에스페란토란?” 주제의 강연과 이현
미 전북지부 회원의 “나의 에스페란토 공
부”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선희 전북지
부장의 재미난 마술시간이 이어졌다. 끝
으로 참가자 모두의 소감을 듣고, 내년 세
계대회를 위한 실력다지기를 위해 공동연
수를 계속해서 가지기로 하였다. ♧

(다음 연수는 오는 6월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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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 

Pri scio, nescio kaj scipovo (saĝeco, vera scio)
- 앎, 알지 못함 그리고 체득, 지혜 -

GIM Inhong / psikologo                              

Ni ne estas ĉioscia. Oni diras, ke nur dio estas 
ĉioscia. Iusence jes. Eĉ la nescio de la vivanta 
enciklopediulo multas ol la scio. Plie kvanto de la 
scio nun eksplodas ĉiusekunde kaj fakte ne eblas 
kovri eĉ pri sia fakscio. Do nescio estas ordinara 
fenomeno. Nescio mem ne estas hontinda afero 
kaj sciiĝi per demando senhezita estas rekomendinde, 
farende.

Oni diligente serĉadas bagatelajn informojn per 
interreto. Sed mistere ni timas, hezitas kaj eĉ 
hontas demandi pri akutaj problemoj, kiuj ronĝas 
niajn korojn. Nescio pri seriozaj problemoj 
ruinigas nian vivon iom post iom, sed senĉese en 
mallumo. Ekzakte tio estas la fonto de nia mizero 
kaj deirpunkto de la psikologio kaj filozofio. Laŭ 
la kresko de psikologia scio, oni grade komencis 
kompreni la vere paradoksplenan, ironian bildon 
de la homa ekzisto. La mizero de la ekzisto 
aflikis ankaŭ min dum mia juneco kaj tiu sufero 
kondukis min sur la vojon al la psikologio. Tiel 
komenciĝis mia kariero kiel psikologo. Ne nur por 
fakuloj sed ankaŭ por nia vivo mem, la fakscio de 
psikologio estas neimageble helpema. Espereble vi 
ankaŭ trovu juvelajn informojn por via feliĉo.

Kiel jam menciite, homoj ne aktivas helpi sin 
mem per demandoj. Sed ni ĉiuj kiel geknaboj 
senĉese demandis ĝis la elĉerpiĝo. Ni tiel 
embarasis gepatrojn, gefratojn kaj eĉ najbarojn. 
Sed laŭ la fluo de tempo tiu ŝajne nesatigebla 
scivolemo velkiĝas bedaŭrinde. Estas diversaj 

kialoj. Origine la scivolemo de geknaboj estas 
preskaŭ ne sensoifigebla. Ĝi ne kreskas, sed 
eksplodas kaj tio estas por gepatroj ofte ŝarĝiga, 
ĝena, eĉ turmenta afero. Flanke komprenebla kaj 
pardonebla, sed aliflanke vere trista afero. Ŝarĝe, 
ĝene kaj tial kompreneble, sed triste, ĉar tie 
kuŝas la kaŭzo, kial niaj gefiloj poste nur 
kontraŭvole lernas. Per tiu ‘ĝena, ŝarĝiga’ nescio 
ni laŭvorte tretas la burĝonon de scivolemo. Gefiloj 
siaflanke ‘gravurus’ en siajn memorojn, ke demandi 
estas nek laŭdinde nek aminde. Pri aliaj detaloj mi 
nun flankigos, ĉar ni poste havos sufiĉajn ŝancojn 
por esplori pli profunde kaj sisteme.

Ne sciante oni ofte decidas kaj laŭ tiu rezulte 
ignora juĝo oni ripete agas kaj reagas. Ne sciante 
ni investas nian trezoran monon kaj sekve 
bankrotiĝas. Ĝuste pro tio nia vivo estas 
plenplena de problemoj. Kaj plue tiu problemoj 
denove naskas aliajn problemojn, kaj torturas nin. 
Ni suferas kaj kriegas kun larmoplenaj okuloj. Ĉu 
nia vivo estas kvazaŭ brulanta domo, kiel Budho 
admonis aŭ ni pro ne deĉifrebla kialo preferas 
ĉagrenon? Laŭ mia ĝisnuna scio, oni ‘decideme’ 
preferas suferon ol plezuron. Do kun via permeso 
mi povus eltiri vin el la mallumo de tiu tragedio.

Kial oni ne demandas kaj solvas problemojn? Ĉu 
demandi estas tiom terura afero? Klare ne! Aŭ ĉu 
oni ĝuas suferi? Evidente jes! Se ne, oni tuj, 
senhezite forigos problemojn. Ili tiel decidas, ĉar ili 
tutkore ĝisfunde amas malfeliĉon. Do nun la b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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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iĝis klara kiel diamanto, ke oni ĝuas, eĉ ‘amas’, 
problemojn kvazaŭ hobio. Konscie ili ne amas, sed 
sub- aŭ nekonscie ili ege, troege amas. Interese 
sufiĉe! Tiom paradoksa estas nia pensmaniero. 
Konscie ni volas, eĉ soifas la feliĉon sed ne- 
konscie ni ruinigas nin mem. Pro tio mi konsilas, 
‘simple forĵetu tiun stultan hobion kaj estu feliĉa 
finfine!’

Por elradikigi malsaĝan hobion, ni senkondiĉe 
bezonas demandi, kial ni ‘amis, amas kaj amos’ ĝin 
kvankam tiom abomenidan. Ekzistas variaj kialoj. 
Sed antaŭ ĉio ni ne amas nin mem. Oni simple 
‘pensas’, ke ni amas nin mem senfine, sed fakte ni 
per ‘agoj’ ofte venenigas nin mem. Neniu devigis. Ni 
volonte subfosas nin mem, kompreneble nesciante. 
Mirinde! oni kontraŭdiros. Sed tio estas la fakto 
kristalklara kaj ne bezonas sciencajn pruvojn. Ni 
mem tre facile povas konstati, se ni investas iom 
da tempo, kaj observi nian agmanieron.  Pro tio 
estas saĝe, ke ni antaŭ ĉio amu nin mem. Bonege! 
Sed ne tiel, kiel ni ĝis nun faris. Tio ŝajne 
aspektas kiel amo, sed fakte tio estis iluzia amo, 
ĝentile vortigite. Iluzie, ĉar fakte per tiu malsaĝa 
amo ni falas en ŝlimon. Plue se ni ne amas nin 
men, ni ne povas ami aliulojn. Kiu povas doni se 
oni mem ne havas ĝin?

Ni ĉiuj klare scias, ke ami sin mem estas bone. 
Sed kial ni ne amas nin mem? Kompreneble ni 
amas nin mem, sed ne saĝe. Ni amas nin nur 
tiam, kiam io de ni plaĉus al ni mem. En ni fakte 
troviĝas vere diversaj ni. Tio sin malkaŝas en 
senlime variaj formoj sub la influo de konscio, 
subkonscio kaj nekonscio. Se unu de tiu formo, 
kiel ekzemple penso, emocio aŭ ago, trafe 
kongruas al la situacio, tiam ni estas kontenta. 
Kaj ni estas fiera pri ni mem kaj finfine amas nin 
mem. Se ne, ni kompatas, malamas, malestimas 
kaj eĉ kondamnas nin mem. Tiaj tragediaj reagoj 

laŭgrade amasiĝas, kondensiĝas, ĝermas kaj fariĝas 
la fantomo en nia koro. Tio kaŭzas memmalamon. 
Do se io de ni ne plaĉus al ni mem, tio 
elokventas, tie mankas io. Tiam ni bezonas nur 
pripensi, kiel ni plenigu tiun mankon. Manko estas 
nur manko plenigota eventuale. Nek pli, nek malpli!

La manko, nescio alivorte, povus esti laŭ nia 
decido sterko, fonto de honto aŭ saĝo. Ni verdire 
devas danki al la nescio. Ĉar danke al nescio nun 
ni scias, ke ni ne scias! Ni fakte ŝuldas enorman 
dankemon al nescio! Sed kiel ni reagas frontante 
nescion, mankon? Preskaŭ ĉiuj perfidas nescion! 
Ni hontas kaj aŭtomate komencas sisteme kaŝi, 
raciigi, pravigi ktp. Absoluta stultaĵo, nigra komedio! 
Neniu devigis! Sed ni mem tiel volonte ruinigas 
nian vivon. Ĉu pro tio ankaŭ Jesuo diris, ke ho 
dio, pardonu ilin? Ili mem ne scias, kion ili faras.

Kial oni embarasiĝas, hontas kaj eĉ malamas 
nescion? Pro miskompreno, miseduko kaj iluzio. 
Oni malestimas nesciantojn. Vaste konata sceno 
sed senlime interese, se ni traktas ĝin de la alia 
perspektivo. Se iu ne scias ion, tio signalas 
helpon. Oni havas idealan ŝancon por helpi lin. Se 
ni mem ne povas sciigi lin, ni povas esplori kaj 
progresi kune! Sed ni ignoras, malrespektas, eĉ 
kalumnias. Samtiel ni ‘sociigas’ niajn ŝafidetojn 
karegajn. Nome ni sciiĝis nun, ke ni rikoltas 
mokon, akuzon, riproĉon, se ni rivelas nescion. 
Spertinte tiun vundon, oni ‘internigas’, ke nescio 
estas manko fatala, kion oni plej bone kaŝas aŭ 
kovras. Tiel komenciĝas miseduko, missciigo.

Nun evidentiĝis, ke danke al nescio ni povas 
sciiĝi. Nescio estas fakte reĝa vojo al scio. Sed tiu 
scio estas nur duona, ne perfekta scio. Sanktuloj, 
saĝuloj ĉiam admonis, ke la vera scio akompanas 
agojn tiukoncernajn. Do vera scio egalas scipovon! 

(al la 13a paĝ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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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lande

국내소식
  2016년 5월 KEA 이사회 회의록
일시: 5월 4일 저녁 8:00~10:30
장소: 협회 사무실
참석: 이영구, 강헌구, 박찬복, 정현주, 최유식, 
     최정욱, 이현숙, 유영애, 허성. 

[보고 사항]
1. 2016년 4월 재정 (2016.4.1~30)

2. 제32차 남강에스페란토학교 봄학기가 4월 16일부
터 17일까지 남강서원에서 개최됨. 

3. 이영구 회장은 4월 19일에 이낙기 자멘호프 클루
보 회장과 전경덕 지도위원에게 협회의 업무를 상
의하고, 23일에는 최영태 부회장과 함께 명인소아
과를 방문하여 김영명 지도위원을 만남.

4. 뉴스채널 YTN의 조준희 대표는 4월 25일 이영구 
회장, 최영태 부회장, 이순옥 평생회원을 서울 남
산타워로 초대하여 오찬을 함께 하며 에스페란토 

관련 사항을 교류함.
5. 4월 26일, 이영구 회장, 황지연 전이사, 김금미 

박사는 서울관광마케팅의 조나연 주임을 만나 제
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 홍보지원을 소개 받음.

6. 4월 27일, 한국대학생과의 교류를 원하는 중국의 
창저우에스페란토협회 Zhang Changsheng 회장의 
요청을 한국외대(서울)에 알림.

7. 4월 28일, 단국대 박종화 비서에게 가제 “중제 장
충식 박사와 에스페란토” 출판 계획안을 보냄.

8. 4월 29일, 제101회 UK(슬로바키아 니트라)에 비
정상회담과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한 UK 참석
에 대한 설명을 위해 행사장을 신청.

9. 5월 2일, 최영태 부회장은 20대 국회의원에 재선
된 안규백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을 조선호텔로 
초대하여 함께한 협회 지도위원 및 임원들과 2017
년 제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서울)에 대한 협
조를 논의. (20쪽 사진 참조)

10. 5월 2일, 9일, 오후 7~9시에 협회에서 헝가리의 
마르쿠스 가보르 박사의 에스페란토 강의 진행.

11. 5월 3일, 한국관광공사의 마혜숙 담당자에게 
2017 서울 UK의 홍보지원을 요청.

12. 5월 4일, 서울관광마케팅 홈페이지에 제102차 
UK(서울) 홍보지원금 2000만원에 대한 서류 제출.

13. 5월 5~8일, ‘국제마음훈련원’(전라남도 영광군)  
에서 제12차 에스페란토 국제선방 개최.

14. 선구자의 날 행사: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동작동 현충원에서 해평 이재현 선생님을 참배하
고, 오후 2시에 4.19 국립묘지에서 홍형의 선생님
을 참배하기로 함. (3쪽 참조)

15. 5월 28~29일, 행복한학교(괴산)에서 국제강사로 
초빙한 라파엘로(스페인)와 함께하는 에스페란토
사랑방 연수 개최 예정.

 [안건 사항]
1. 사무국장에 허성 어학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하다.
2. 제48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주제는 ‘Esperanto 

por Mondcivitano(세계 시민을 위한 에스페란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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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으로부터: 오용회 신종태 이병영 이윤보 구연찬 김정수 
            이용철 박강문 김우선 김문호 (2016. 5. 9)

안규백 동대문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 조선호텔 슈시죠)
  (좌측부터) 한덕섭, 마영태, 이현숙, 이순옥, 이중기, 이낙기, 안규백
    국회의원, 이영구, 최영태, 정현주, 이홍진, 강헌구, 최정욱

로 하고, 참가비는 15,000원으로 정
함. (자세사항은 10쪽 참조)

3. 제102차 UK(서울)의 엠블렘을 
확정하다.

4. 이중기 세계임원의 LKK 참여는 바
람직하지 않다는 사임의사에 따라 
협회와의 업무조율을 맡기로 하다.

5. 세계에스페란토협회에서 퇴직한 
Roy McCoy씨의 한국초청을 긍정
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다.

6. Clay 대회사무국장의 한국 방문(6
월 말 또는 7월 초) 시, 특히 숙박과 
관광 부분의 세부사항을 미리 준
비하고, 동시에 이 기간에 검토할 
사항을 사전에 통보받기로 하다.

7. 제102차 UK(서울) 홈페이지 건은 
   박찬복 누리집 이사가 재검토하기로 하다.
8. 출국으로 인하여 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

남행 이사의 거취 건은 회장에게 위임하고, 황지
연 전 이사는 출판이사를 맡기로 하다. 

에스페란토운동 원로들의 번개모임 

5월 9일 저녁, 1960년대 말에 에스페란토를 학습한 
우리 운동의 원로들이 서울 양재역 부근 쭈꾸미식당
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는 북가주 한인TV방송에

근무 중인 김정수 동지의 고국 방문에 즈음하여 갑자
기 마련되었다. 50년 만의 상봉이 주는 감동과, 가난
했던 학창시절에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운동에 참여하
며 배고팠던 추억, 후학들의 허기를 달래주느라 봉급 
봉투가 바닥나던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래도 못 다한 이야기는 내년 서울 UK에서 이어갈 
것을 약속하였다.    <김우선 / 출판위원장>

                 서울지부
5월 13일, 협회에서 월례모임을 갖
고, “Fabeloj de la fratoj GRIMM”을 
읽고 어려운 문형에 대한 의견을 나
누었다. 참석: 강헌구, 김영옥, 오순
모, 유필근, 이현숙, 전창성, 정애자, 
허성.    <강헌구 / 서울지부장>
                          

전북지부
4월 22~23일, 원불교 전주효자교당
에서 전북지부와 광주전남지부의 공
동연수가 있었다. 에스페란토 놀이
수업과 예술수업 등이 이현미, 백수
정 씨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11명 
참석. (16쪽 참조)
          <이현미 /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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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부
• 4월 22일, Rapaelo(스페인)와 신은숙 부부가 방문

하여 참빛학교, 온새미학교, E-칸타타 학습모임에
서 각각 학습을 지도해 주었다. 라파엘로는 부산지
부 봄 야유회(4.23)에도 참석하였다.   

• 4월 23일, 박소산 회원이 감독한 세월호 추모행사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열리는 ‘기적의 도서관’(김해) 
광장에서 야유회가 있었다. 슬픔을 닫고 희망을 위
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행사였고, ‘기적의 도
서관’도 지역주민이 동전을 모아 세운 뜻 깊은 곳이
었다. 라파엘로는 연신 한국의 봄은 너무 아름답다
고 감탄했다. 정상섭 씨가 점심에 초대해 주어서 행
복이 배가 되었다. ⇩ <오기숙 / 부산경남지부장>

 에스페란토 사랑방
• 일시: 5월 28일(토)~29일(일)

장소: 느티울행복한학교(괴산)
강사: Rafael Mateos Gonzalez (스페인)
참가비: 50,000원       <신은숙>

• 과천의 대안학교인 무지개초등학교 E-선택수업에 
5월 9일에는 가보르(헝가리) 박사가 16일에는 라파
엘로(스페인) 선생이 5/6학년 6명 어린이들에게 에
스페란토를 가르쳤다. 가보르 박사는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들을 가르쳤고, 라
파엘로 선생은 숫자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는데 손
짓, 소리, 움직임으로 웃음이 넘쳐나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은 또 놀러 오시라며 매우 즐거워했다. ⇨

• 9일(가보르), 16일(라파엘로)에 각각 과천 통카페
에서 여성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의 말하기 수업이 있었다. 5명씩 참석. <이정희>

IKEF(한국 에스페란토 경영인 협동조합)
• 아시아 IKEF 회의: 4월 13일 
• IKEF 아시아 대회: 7월 22일(금)~29일(금)
• IKEF-Koreio 워크샵: 5월 28~29일, 대성리 ‘참

터’, 조합원의 친목과 교류 및 IKEF-Koreio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회비: 25000천원)

• 중국 IKEF에서 홍루몽, 수호지, 서유기의 에스페
란토 판을 한국 IKEF에 판매권을 허용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판매가: 각 1질(3권) 8만원씩
주문: 이민자 / 010-6231-6708 / taxcafe114@naver.com  

<안종수>
카톡 활용 E-그룹 

• KER 준비: 32명
• KER 응시생 쓰기: 22명
• 50 E-gvidanto 재무장: 12명
• 700 예문: 48명
• 오달(오늘도 달달달) 자율암송: 20명
• Gvidantaro: 31명
• 5월 자멘호프 연습문: 39명
• 5월 LeDoRi: 57명
• 5월 E-Sumoo: 42명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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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speranto-movado 
en majo, 2016

• LKK de 2017 Seula UK decidis ĝian emblemon. 
• La 14an de majo por ‘Tago de Pioniroj’, kiuj 

estis aktivaj por korea E-movado, membroj de 
Korea Esperanto-Asocio vizitis tombojn de du 
pioniroj: LEE Chae-hyon (Hajpin Li) kaj HONG 
Heng-wi, kaj respektive havis ceremoniojn 
rememore ilin. 

• Printempa kurso de Namkang Esperanto-Lernejo 
okazis de la 16a ĝis la 17a de aprilo en Namkang 
malnova lernejo en la urbo Cheongdo. 3 kursoj 
estis aranĝitaj por 26 partoprenantoj. 

• La 12a Internacia E-Renkontiĝo de Meditado de 
Ŭonbulismo okazis 4 tagojn de la 5a ĝis la 8a 
de majo en Internacia Mensa Trejnejo en la 
urbo Jonggŭang. Partoprenantoj estis 40. 

• KEA invitis s-ron Rafael Mateos Gonzalez el 
Hispanio por progresigi Esperanton de koreaj 
esperantistoj, ĉefe LKK-anoj por Seula UK 
2017. Lia instruado okazis de la 20a de apr. kaj 
daŭros ĉ. 3 monatojn ĝis la 15a de julio.  

-----------------------------
● Eksterlande

국외 소식
2017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인물 ‘자멘호프’

유네스코는 에스페란토 창안자 자멘호프박사의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세
계에스페란토협회는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계획을 준
비 중이며, 2017년 서울 세계에스페란토대회에서 ‘자
멘호프 학술회의’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8차 아시아에스페란토대회
일시: 2016년 11월 3일(목)~6일(토)

장소: 중국 창저우시 HUAQIAO 호텔
주제: ‘Azia kunlaboro en reta epoko’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아시아의 협력)
  ※ 제8차 아시아에스페란토대회는 제5차 ISOA(동

아시아 교육자 세미나리오)와 같이 열림.

 

4차 SOREN (Somera Renkontiĝo, 베트남)
일시: 2016년 7월 2일(토)~3일(일)
장소: 하이퐁시의 아름다운 Cat Ba 섬
주최: 베트남 에스페란토 청년회
문의･신청: Nepo Nguyen / ejung.hanoi@gmail.com 

6차 아프리카 에스페란토 대회
일시: 12월 24일(토)~31일(토)

장소: 탄자니아 분다

3차 이란에스페란토대회
일시: 5월 12~13일
장소: 테헤란
주제: ‘1차 이란에스페란토회합 100년을 맞이하여’ 

2차 국제 에스페란토 단편영화제
중국 국제방송국과 항주시 정부
가 주최하고 세계에스페란토협회
가 후원하는 ‘제2차 국제 에스페
란토 단편영화제’가 ‘차와 사랑 
(Teo kaj Amo)’이라는 주제로 
작품 접수를 시작했다. 수상작품 
10위까지는 중국 항주 행 무료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 
받게 된다. 접수 마감은 2016년 11월 30일까지이다. 
참조: http://esperanto.cri.cn/teokajamo2016e/  

8개 언어 ‘의학 백과사전’
지난 4월, 크로아티아에서 8개 언어(라틴어, 크로아티
아어,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에스페
란토)로 된 ‘의학 백과사전’이 에스페란티스토 Joze 
Marevic에 의해 발간되었다. 3,200쪽의 이 책의 의학 
표제어는 50,000개이고, 단어 설명과 축어도 실려있다. 
자세사항: http://www.esperanto.hr/agado_oklingv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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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VO

1920년 7월 31일 조선에스페란토협회 창립
1976년 7월 31일 세계에스페란토협회 국가지부 가입
1986년 12월 13일 사단법인 등록(법인허가증 287호)

명예회장 : 한무협 장충식 정원조 박화종
지도위원 : 김광수 김 명 김중태 마 태 박강문 박기완 박용세 서길수

성준경 성태기 신종태 신차식 양옥남 이낙기 이일봉 이종세
이학선 이환의 전경덕 조성호 한덕섭

회 장 : 이 구
부 회 장 : 강헌구 박용승 오순모 이홍진 최 태

(조직)    (교육)    (총무)    (문화)    (국제)

이 사 : 김옥정 김 주 김철민 박수현 박찬복 엄미련 유 애 이남행
(교육)    (국제)    (사업)    (국제)   (누리집)   (교육)    (홍보) (문화)    

이현숙 이회준 정현주 최유식 최정욱
(청년)    (사업)    (대외)    (재정)    (대회)    

비상임이사 : 곽종훈 김봉경 김시헌 박미숙 박종 배종태 오기숙 이성우
이현우 장기수 정명희 제경호 최상범 최향숙

감 사 : 이길성 강불휘
대의원의장 : 곽종훈
사무국장 : 허 성
청 년 회 : 회장 박 강 부회장 김가람 총무 최한울 디자인 이미지
홍보대사 : 김유승 김태훈 김 훈 엄홍길 윤무부 채수정 최 태 한병길

한해원
세계에스페란토협회(UEA) 임원 : 이중기
UEA-cefdelegito : 서진수
UEA 아시아운동 위원회 : 김형근 (KAEM 한국위원)
UEA 에스페란토 학술원 회원 : 마 태
세계에스페란토청년회(TEJO) 이사 : 박 강(A)

04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강변한신코아빌딩)1601호
전 화 : (02) 717-6974       전 송 : (02) 717-6975
전자메일 : kea@esperanto.or.kr
홈페이지 : http://www.esperanto.or.kr/

국민은행 : 031-01-0365-220 [예금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한한국국에에스스페페란란토토협협회회 전전국국 지지부부 연연락락처처

11.. 한한국국에에스스페페란란토토협협회회 안안내내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는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 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에스페란토를 보급하며, 나아가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0년 김억 등에 의해 설립

된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의 전통을 계승하며, 1976년 세계 에스

페란토 협회의 한국 지부가 되었고, 1986년 12월 사단법인화가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기관지“에스페란토”발간, 강습회 개최,

기타 국내외 각종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이 있다.

22.. 입입회회 방방법법

에스페란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회할 수 있다.

연회비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

로 보내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협회 기관지를 받게 되며 각종

행사에 할인 혜택을 받는다.

회회 비비 : 

일반회원 50,000원 가족회원 25,000원

학생회원(초등학생 이상, 대학원생 제외) 20,000원

평생회원 750,000원 후원회비 성의껏

회회비비 납납입입 계계좌좌 : 국민은행 031-01-0365-220  [예금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경북지부 - 지부장 : 김성현 총무 : 이상호
37774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6(죽도동) ESPERO내과
054-282-0708, 전송겸용054-274-2403
[이상호] marktri@hanmail.net 또는 belaastro@nate.com
정기모임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광주 전남지부 - 지부장 : 백수정 총무 : 김송아
61126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81, 204동 501호
bsj1005@paran.com
정기모임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7시
지부카페 : http://esperanto.or.kr/club/GJfilio 

대구지부 - 지부장 : 김시헌
부지부장 : 김진호, 김원식, 나의석 총무 : 박정섭
42430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5길 42-2 내외빌딩4층
053-475-1887
taeguesperanto@hanmail.net
정기모임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7시 지부 사무실

대전 충남지부 - 지부장 : 정명관
부지부장 : 김종광 총무 : 박남미
3521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45, 110-906(월평동, 진달래아파트)
mkjng1@nate.com
학습모임 : 매주 화요일 18시

부산 경남지부 - 지부장 : 오기숙
부지부장 : 이미경, 조문주 총무 : 박미숙
4623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219번길 48, 101-1902(구서동 신동아아파트)
granda81@hanmail.net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BusanaEsperanto

서울지부 - 지부장 : 강헌구 총무 : 이정희(Hela)
01752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508 623동 1106호(상계동 주공아파트)
kanghongu@korea.com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Esperanto
정기모임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7시

인천지부 - 지부장 : 조명자 총무 : 임동혁
1461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07, 126-1101(중동, 중동팰리스카운티 아파트)
ds2edr@daum.net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VerdajSteletoj

전북지부 - 지부장 : 이선희
부지부장 : 정소 총무 : 이미경
550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구 따박골9길 33, 3동605호(중화산동2가)
sunny3305@hanmail.net

강원지부 - 지부장 : 최 숙 총무 : 한순희
24331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70-2
najting@hanmail.net

수원지회 - 지회장 : 김 호
부지부장 : 박 찬 총무 : 임성택
18101 경기 오산시 양산로398번길 8-11 (양산동)
esperanto@lge.com, sukmi60@hanmail.net
정기모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지회카페 : http://cafe.naver.com/suwonaesperanto

안양지회 - 지회장 : 김철민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220 유진빌라 가동 101호
popolo@saluton.net   

양평지회 - 지회장 : 이은수 총무 : 용경자
12276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 230-40, 104-302
kiminosugao@hanmail.net
지회카페 : http://cafe.daum.net/YP-E

익산지회 - 지회장 : 고 희 총무 : 최윤이
54593 전북 익산시 중앙로5길 9 (중앙동3가)
역전보화당한의원 내 에스페란토의집
dau0707@hanmail.net
지회카페 : http://cafe.daum.net/zinio81

천안지회 - 지회장 : 박종
3118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33, 119동-102호
studema@paran.com

합천지회 - 지회장 : 이미경
50247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1길 37 원경고등학교
cosmoslmk@hanmail.net   

용인지회
1708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42, 112동 1803호
(마 태) mayoungtae@gmail.com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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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김우선 김헌준 박화종

서진수 이 구 이중기 정원조

최 태 한무협 원불교에스페란토회

- 기사 모집 주소 - 

kea@esperanto.or.kr

1975년 9월 15일 창간

Korea Esperanto-Asocio

1601 (Gangbyeon Hansin Core B/D)
18, Mapo-daero 4da-gil, Mapo-gu,

Seulo 04177, Koreio
telefono : +82-2-717-6974
telefakso : +82-2-717-6975
retposto : kkeeaa@@eessppeerraannttoo..oorr..kkrr
http : //www.esperanto.or.kr/

Landa Asocio 
de 

Universala Esperanto-Asocio
ekde 1976

UEA-kodo : keas-t

Fondita en 31 julio 1920 
Reorganizita en 31 augusto 1975

Prezidanto : LEE, Young-Koo
Generala sekretario : HO Song

제 작 : 성문기획

3 Raporto / 제18회 선구자의 날 / 허성
4 Preparado por Seula UK / 2017 서울 UK 준비현황 보고 / 조명자
6 2017 UK와 IIK를 위하여 / Propagandi UK-n & IIK-n 2017 en Cinio

/ SHIN Eunsook
8 Karavano al la 101a UK / 2016 UK 참석아시럽철의실크로드원정단 / 조명자
9 Nova esperantisto / 가르치면서 에스페란토 배우기 / 박은
11 국제선방 보고 / 12a Internacia Esperanto-Renkontigo de

Meditado / CHOE Taesok
13 시 / Uonbulismo / Mikaelo Bronstejn
14 국제선방 참가기 / 100-jara jubileo de Uonbulismo kaj

Meditada Renkontigo / CHO Chaoming 
16 연수회 / 1-a Komuna stago de Jeonbuk-filio kaj Gwangju·

Jeonnam-filio / LEE Hyunmi
17 심리학 / Pri scio, nescio kaj scipovo / GIM Inhong
19 Enlande / 국내소식
22 Eksterlande / 국외소식

앞표지사진제공: 최대석 / 뒤표지광고후원: 정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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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선구자의 날
Tago de Pioniro

Raporto Anonco
48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48a Korea Kongreso de E-o

Evento
12a Internacia Esperanto-
Renkontigo de Meditado

La 12a Internacia E-Renkontigo de Meditado de Uonbulismo
(5~8 majo, en Internacia Mensa Trejnejo en Jongg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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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담한의원

“
”

6년 간 미국 일리노이 NUHS 대학,
버지니아 대학에서 한의학을 가르치다가

다시 광명으로 돌아 온 정원조 원장입니다.

광명에서 25년 간 한의원을 개원하 던 곳에서
2011년부터 다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한의학박사 정 원 조

ˇ

ˇ
ˇ

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