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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nu!는 언어로서, 사회현상으로서의 에스페란토 정보, 에스페란토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습
과 지원도구들에 대한 정보를 갖춘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주요 목적은 인터넷 사용자들
에게 간편하게 또 무료로 에스페란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강습과, 다언어지원 사전, 문법에 대한 일람, 그림이 있는 듣기
용 이야기,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이메일 서비스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lernu!를 지원한 분들
www.ikso.net

lernu!는 국제 실무그룹인 Esperanto@Interreto (E@I)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E@I의 
세 가지 주요 홀동 영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것,세미나를 준비하는 것 또, 
에스페란토와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의사소통을 좀 더 쉽게 또 좀더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내 이를 이용하도록 알리는데 있습니다!

www.esperantic.org
lernu!는 미국연구기금인 Esperantic Studies Foundation (ESF)의 재정 지원을 받았
습니다 . ESF는 1968년 에스페란토에 대한 영어전문 문학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하
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그러다가 조금씩 에스페란토의 교육분야에서의 활용이 이 
ESF의 최우선 관심사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에스페란토란 무엇입니까?

에스페란토는 언어입니다.

에스페란토의 주요 특색:

국제성
에스페란토는 서로간에 공통의 부모어(국
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민족에 속한 사
람들 사이의 의사소통함을 목적으로 하는 언
어입니다. 

배우기 쉬움
언어의 구조 덕분에 다른 어떤 외국어를 배워 
익히는 것 보다 에스페란토를 배워 익힘이 훨

씬 쉽습니다.

살아 있는 언어
에스페란토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발전하고 살
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모든 사과와 
감정을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중립성
이는 어느 특정 대중이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 

중립어로서 기능합니다.

평등성
사람들은 예를 들어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
들과 영어로 대화할 때와 비교하여, 언어적 관점
에서 보면 에스페란토를 사용할 때 더욱 평등하다
고 느낍니다.

에스페란토를 위한 다국어 지원 홈페이지

www.lern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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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겐 
에스페란토 사용은 기쁨입

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매일 세계각국의 
친구들과 시민들과 인터텟으로 가장 자주 의사소

통합니다.저희는 에스페란토를 언어가 다른 세계사람
들과 협력하고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데 적합한 도구임을 

실감했습니다. 
lernu!의 팀

나에겐 
에스페란토는 세계 방방곡곡

에 좋은 친구라고 봅니다.
Oleg, 22 러시아인

이 세상
에서 가장 자유스런 

언어입니다!
 Katja, 23, 스웨덴인

에스페란토는 내 삶의 아주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Jevgenij, 25, 리투아니아인

에스페란토는 나에게 
다른 세계를 ,무한하고도, 다채

롭고도, 우호적인 세계를 보여주었습
니다...

Rafael, 27, 산-도밍고인

이는 나에

게 더욱 더 배울 수 있도록, 

더욱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알 

수 있도록 자극해 주었습니다.

Jacob, 27,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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