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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K  

30년을 맞는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을 찾아서
- 30-jara Jubileo de Seula Esperanto-Kulturcentro -

조명자 (Ĝoja) / KEA 편집위원장

LEE Jungkee, estro de SEK

La jaro 2021 estis la 30- 
jara jubileo de Seula Esperanto- 
Kulturcentro, fondita de LEE 
Jungkee7)(Ŝlosilo) por instrui 
Esperanton al civitanoj de 
Seulo. Tra la 30 jaroj Ŝlosilo 
okazigis 350 ĉiumonatajn 
kursojn de Esperanto, kaj 
entute 2,064 civitanoj lernis 
la lingvon de li. 

Krom la kursoj, SEK tre 
aktivadas ĉefe per du aranĝoj: 
‘Internacia Kurskunveno de Esperanto’ organizata 
kunlabore kun Esperanto-Populariga Asocio de 
Japanio ĉiujare de 1991, kaj BRAKO(Brazila kaj 
Korea Renkontiĝo) celanta komunikadon de la 
dulandaj samideanoj per Zoom, dum 90 minutoj en 
ĉiu unua kaj tria sabatoj de 2021. 

Fakte administri SEK estis tre malfacile finance, 
tamen danke al la senavara subtenantaro de 2017, 
SEK nun funkcias sen malfacilaĵoj. 

Por la jubileo kaj la 350a kurso, Ŝlosilo kun liaj 
lernintoj planis la feston ‘Okaze de la 350a kurso 
de SEK’, sed finfine devis nuligi ĝin en la lasta 
januaro, pro la striktigita interhoma distancigo 
kontraŭ kronviruso. Do koreaj esperantistoj kore 
aŭ mesaĝe gratulis la grandajn atingojn de Ŝlosilo 
kaj kuraĝigis lin, por ke li povu aktive agadi 
ankoraŭ 30 jarojn plu kun sano.  

7) Estis prez. de KEA, estrarano de UEA, estro de KAEM; 
estas honora estro de KAOEM. honora prez. de KEA,

-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SEK)
은 2021년 11월 15일 개원 30
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어 2022
년 1월 SEK 초급 강좌에서 5명
의 350기 수강생들이 탄생했다. 
350기 수강생 배출은 개원 이후 
이중기8) 원장이 30년이란 긴 세
월 동안 매달 강의를 하며 이루어
낸 엄청난 결과이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SEK 강좌 
350기의 기념행사가 코로나 팬데
믹이란 위기 속에 묻혀버린 것을 

아쉬워하며, 이중기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SEK의 
30년 세월을 여기에 소개한다.  (D: 질문, R: 답변)
D: SEK 56기(1966) 수강생이었던 저에게 SEK 30주

년은 마치 집안 경사 같습니다. 큰 잔치를 벌여야 
할 마당에 코로나로 인해 소소한 모임조차 갖지 못
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SEK 30주년과 SEK 350회 
초급강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 전을 거
슬러 언제 제1기 초급강습이 시작되었나요? 

R: 1991년 11월 15일, 소공동에 ‘서울 에스페란토 문
화원’(Seula Esperanto-Kulturcentro)을 설립하고, 
그달 11월부터 첫 시민 강습회를 가졌습니다.

D: 선생님께 초급강좌를 듣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SEK 강좌는 언제 어떤 이유(계기)로 시작되었나요?

R: 첫 강의를 하면서부터 숫자를 붙인 것이 350회가 
되었군요. 설립 동기는 에스페란토 운동의 성공을 

8)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회장(2001~2004), 명예회장(2019~); 
KAEM 위원장(2008~2010), KAOEM 명예위원장(2010~); 
세계에스페란토협회 임원(2013~2019, 아시아‧오세아니아, 
분과, 문화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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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히 에스페란티스토를 양
성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남아연방 대통
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교육이 세상을 바
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요.

D: 일반 어학학원과 달리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
을 거 같습니다. 열정만으로 문화원 운영에 도전
한 것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R: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EK를 설립한 지 6
년 후에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았는데, 그 당
시 문화원의 누적 빚이 대략 천만 원이었어요.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 보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정
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2017년에는 문화원 임대료
가 1년 치나 밀려서 주인으로부터 퇴거 조치까지 
당하게 되었지요. 할 수 없이 그해 열린 SEK 300
기 기념행사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밝히고 후  
원인을 공개 모집해서, 지금은 30여 명의 도움으
로 월 임대료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
는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D: IMF란 큰 위기 속에서 매번 어려움을 극복하면
서 강좌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R: 세 차례나 이사를 다니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강습을 하며 SEK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D: 그렇군요. 에스페란토를 사랑하고 SEK를 아끼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니 든든한 마
음이 들고, 문화원 강좌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

문화원 300기 수료 기념 모임 (남산유스호스텔, 2017년 4월 1일)
 

질 것으로 보여 안심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적지 않은 수강생이 배출되었겠군요?

R: 2022년 2월 현재 2,064명이 수강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에스페란토 활동에 
동참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저의 지론
은 ‘에스페란토에 대해 좋은 인상 (Bona impreso)
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에스페란토 세계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뒤, 혹은 10~20년 뒤에 다시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더 활발히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D: 문화원이 아닌 여러 대학에서도 오랜 기간 학생
들을 가르치셨지요? 한때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는 인기 강의로 소문나 수강생들이 몰리면서 교실
에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없어 강당에서 강의를 
하셨다는 전설적인 기록이 있던데요?

R: 네, 그런 적이 있었지요. 단국대, 원광대, 한국외
대, 경희대에서 교양과목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외국 에스페란티스토를 수시로 초대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수업이 흥미로웠던 것도 
한 원인이고, 한 학기 수업으로 한 언어의 기초 문
법을 배우고 간단한 대화와 작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이 수강한듯합니다. 

D: 그 많은 수강생들의 면면이 궁금한데, 특히 기억나  
는 학생으로 누가 있을까요? 또 아쉬웠던 부분은요? 

R: 학점 취득 후 에스페란토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아쉽지요. 영어처럼 에스페란토로 경제활동이 가능
하다면 에스페란토 계에 젊은이들이 넘쳐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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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있었지요. 그
중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에스페란토를 수강한 김
영롱(현재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근무) 
군과 박강(현재 카톨릭대학 신학과 재학) 군을 잊
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유능한 에스페란티스토로 
성장하여 앞으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D: 현재 SEK 강의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R: 다음과 같이 9개월 동안 학습을 다지며, 에스페란

토의 좋은 문학적 표현법을 익히게 됩니다.
   -1개월: 에스페란토 입문.
   -1개월: Zagreba Metodo에 따른 ‘10편의 이야

기’를 통해 초급 문법을 재학습. 
   -2개월:『Esperanto ne estas nur lingvo』

(Spomenka Stimec 저)를 교재로 에스
페란토 활동에 필요한 용어 학습. 

   -2개월:『BEK-Kurso』(Dennis Keefe 저) 교재
를 활용한 회화 연습.

   -3개월: ‘250 Bonaj frazoj’로 문장 학습.
D: SEK가 주관하는 여러 교류 프로그램 중 BRAKO

의 경우, 특히 성공적인 국가 간 교류 모델로 평
가받는 듯한데 어떤 부분에 가치가 있을까요? 팬
데믹 후, BRAKO를 통해 교류해 온 에스페란티스
토들이 서로 만난다면 정말 반갑겠어요. 

R: 2021년, 문화원의 새로운 기획 활동으로 줌을 통해 
격주로 BRAKO와 BRAKUMO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AKO는 2021년 2월부터 첫째 셋째 토요일에 90
분(21:00~22:30) 동안 브라질과 한국의 문화를 소
개하는 강연과 대화가 있는 모임이고, BRAKUMO는 
2021년 4월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에 60분(09:00~ 
10:00) 동안 5개 반으로 나뉘어 자유로운 대화를 
하는 모임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브라질 동
지들과의 대화 자체가 매우 흥미롭고, 에스페란토 
활동이 활발한 브라질 에스페란티스토와의 만남을 
통해 여러 면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만남은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에스페란토 운동의 새로운 활동 형
태를 보여 줌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 매주 초급강습을 이어가시면서도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수차례의 해외 행사에 참여하거나 행사를 이
끌어 오셨는데 그동안 몇 개국, 몇 개 행사에 참여
하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은 언제였나요?

R: 지금까지 109차례 해외 에스페란토 행사에 참여했
는데, 특히 6년간의 UEA 임원 기간(2013~2019) 
동안 책임감을 갖고 많은 국제행사에 참여하였지요. 
KAEM(아시아에스페란토운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2010년 제6회 아시아에스페란토대회(몽골 울란바토
르)가 호평을 받았을 때, 2009년 벨기에 Heidi 님
를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인도네시아에 첫 에스페
란토 씨앗을 뿌린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군요.

   UEA 임원 시절, 제1회 이란에스페란토대회(2014) 
개최와 캐나다와 경쟁해서 이루어 낸 제102회 세계
에스페란토대회(UK, 2017)의 서울 유치를 UEA 임
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 것도 잊을 수 없지요. 

D: 에스페란티스토 한 명을 양성하기도 어렵지만, 배
우고자 하는 한 명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그에 못
지않게 어려운 데 그동안 어떻게 끊이지 않고 수
강생을 모아 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R: 에스페란토 강습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
니다. 즉, 강사, 장소, 수강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강습을 열 수 있지요. 수강생 확보가 쉽
지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수강하신 분들의 추천이 
큰 힘이 됩니다. 에스페란토가 배울 가치가 있는 언
어임을 알고 있는 기존의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주변
의 친구, 친지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 원장님의 에스페란토 이름 Ŝlosilo를 딴 ‘Ŝlosila 
Metodo’는 논리적이고 규칙적인 에스페란토 문장의 
구조를 잘 분석하여 쉽게 이해하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 하나로 표현하였는데, 초보자들이 
이를 학습에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R: 에스페란토의 기본 문법과 사용 예문을 한 장에 
담은 것으로서 문화원 누리집(www.esperanto.kr)
에서 출력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회
화 연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D: 1887년 에스페란토가 발표된 후, 수많은 강좌가 
있었지만, SEK의 경우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이어
져 온 사례라 외국 에스페란토 계에서도 그 가치
와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문화원같은 강
습소 운영과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R: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 숫자보다 
학습의 질적 면에 더 관심을 두고, (9쪽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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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cia Tago de Edukado

‘세계 교육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더 나은 미래

를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 유엔과 유네스코가 제
정하고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세계 교육의 날’(1
월 24일)을 기념하여 많은 단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네스코와 기타 국제기구의 훌륭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건전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
니다. 2018년에는 약 2억 6천만 명의 교육 적령기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2020년 4월 코
로나바이러스(COVID-19)가 확산하면서 그 숫자는 
일시적으로 16억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만약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언어로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면, 현대 기술에 더
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능력 또한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인적 자원의 증가 덕분에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더욱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에스페란토 운동은 평생 학습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국제어 에
스페란토를 사용하여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사람들
이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에스페란토를 구사하고, 국제 협력이 
인류 발전의 열쇠라 믿으며 국제 환경에서 단일 언
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과 유네스코에 촉구합니다. 모두를 위
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주십시오. 
또한, 지식이 이해를 돕고, 이해가 더 나은 미래를 
이끈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것을 촉구하며, 
세계에스페란토협회(UEA)는 협력과 지원을 약속합
니다. ♧  (박해심: 국제담당 이사)

  (12쪽에서 이어짐) 
  에스페란토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문화원 유지를 위한 
재정적 밑받침이 없으면 계속 꾸려나갈 수 없으므로 
강습소 개설을 권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D: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
적으로 에스페란토를 익힐 수 있을까요?

R: 언어 학습의 기본인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를 
반복하며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
어 학습은 동기와 흥미를 잃으면 곧 떠나게 되므
로 자신의 관심 분야, 전공, 종교 그리고 이와 관
련된 각종 국제분과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D: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R: 각국 수도에 에스페란토 상설 교육 기관이 설립된

다면 에스페란토의 확산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혜를 모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저의 경험을 뜻있는 세
계 각국의 에스페란티스토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D: 에스페란티스토 동지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
으면 부탁드립니다. 

R: 훌륭한 에스페란티스토가 되려면, 에스페란토 언
어 능력과 함께 자멘호프 박사의 에스페란토 창안 
동기, 그분의 이념과 이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스페란토 역사 관련 책
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D: 순탄치 않은 행보를 거치며 지켜온 SEK는 선생님
께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R: 돌이켜보면, 문화원 설립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은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이지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동지들의 방문을 기
다리며 문화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젊음을 바쳐 일궈낸 SEK는 선생의 삶 그 자체, 

30년간의 고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SEK를 향한 무한
한 애정과 에스페란토를 향한 식을 줄 모르는 선생
의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SEK 30주년을 다
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 더 활기찬 30년을 펼치실 
수 있도록 건강을 기원하며 문화원을 나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