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 to the English
내신분석자료

Update 2014. 12. 12.

실용영어_독해작문(금성이) 4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Others, for Yourself

The benefits of volunteering are enormous for you 
and the community. 

Volunteering can help you find friends and reach 
out to the community. 

Most of all, it gives you a deep feeling of happiness. 

Here are stories that show how volunteering may 
also mean helping yourself.

The Little Girl Who Stole My Heart
By Kelly Campbell
 
Her name was Janet Banda. When I first met her, 
she was three years old. 

She had been found starving under a bridge in 
Malawi. 

She was taken to an orphanage where she was 
nursed back to health.
 
In September, when I first came to do volunteer work 
in the  orphanage, she caught my eye. 

번역

자원 봉사의 이점은 당신과 공동체에게 엄청나다. 

자원 봉사는 당신이 친구들을 만들고 공동체로 손
을 뻗도록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에게 깊은 행복감을 준다. 

여기 자원 봉사가 당신 자신도 돕는 것임을 보여주
는 이야기들이 있다.

내 마음을 훔쳐간 어린 소녀
Kelly Campbell

그녀의 이름은 Janet Banda이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세 살이었다. 

Malawi의 어느 다리 아래에서 그녀는 굶주린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건강을 되찾도록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한 
고아원으로 옮겨졌다. 

9월, 내가 그 고아원에서 자원 봉사를 하기 위해 처
음 갔을 때, 그녀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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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was dressed in a little red dress, and had big, 
brown eyes. 

This little girl had suffered more pain and loss at the 
age of three than most people can endure in a 
lifetime. 

There she was, cautious of her surroundings, but 
eager to observe the people around her. 

During the two weeks I was in Malawi, she rarely 
spoke. 

She kept to herself, but she had something that 
captivated me.
사 로 잡 다 . . .

The following year, I returned to Malawi for another 
two weeks.

The minute I walked into the orphanage, my eyes 
were drawn to her. 
• the minute/ the moment / as soon as + S + V: ~
하자마자 

She stared at me, trying to remember where she 
had seen me before. 

While still shy, she seemed healthier and more 
active.

번역

그녀는 작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고, 큰 갈색 눈
을 하고 있었다. 

그 작은 소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견뎌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상실을 세 살의 
나이에 겪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주위 환경에 매우 조심스러워 하
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싶어했다. 

내가 Janet을 지켜보며 Malawi에 있었던 2주 동
안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에겐 나를 사
로잡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듬해 나는 Malawi에 2주 동안 머물기 위해 돌아
왔다. 

내가 그 고아원에 들어서자마자 내 눈은 그녀에게 
끌렸다. 

그녀는 나를 전에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하려 애쓰
며 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수줍어했지만 그녀는 더 건강하고 더 활발
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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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wo days, she finally opened up to me and 
trusted me enough to speak. 

Her first and only words were, "Janet Banda!" She 
wanted me to know her name.
 

One day, the other volunteers and I put on an 
activity day. Janet seemed to be full of life, 
running wild. 

아무렇게

She asked me to follow and chase her around the 
room. 

It was the first time that she asked me to do 
something with her. 

She also talked with the other children. 

It was as if she had broken down her wall and 
allowed herself to be a real child for a day, having 
fun like the other children. 

She must have pushed aside the horrible memories 
in her head.

Janet showed me that life is worth fighting for and 
that sometimes you have to make the best of the 
situation you find yourself in, no matter how 
discouraging it might seem. 

If this little girl can survive disease and the loss of 
her parents, then I think I can survive just about 
anything.

번역

이틀 뒤, 그녀는 마침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말을 
걸 만큼 나를 믿었다. 

그녀의 처음이자 유일한 말은 바로 “Janet 
Banda!” 이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아
주길 바랐다. 

어느 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나는 한 행사를 준비
했다. Janet은 생기로 가득 차 보였고 활기차게 뛰
어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방에서 자신을 따라와 잡아보라고 
했다. 

그녀가 나에게 함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
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어린이들과도 이야기했다. 

마치 그녀는 자신의 벽을 부수고 자신도 그 날 하루 
동안은 진짜 어린이가 되기로 한 것처럼 보였고 다
른 어린이들처럼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의 끔찍한 기억들을 떨쳐냈음에 틀림
없었다. 

Janet은 나에게 인생은 맞서 싸울 가치가 있고 때
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여도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 주
었다. 

이 어린 소녀가 병과 부모를 잃었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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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the Elderly
By Megan P.
 
I had always been lucky to have my grandfather in 
good health. 

However, this changed a year ago when he had a 
stroke, which caused him to require extra care. 

Watching my family deal with my grandfather's 
illness made me aware of the care and services the 
elderly need and has made me realize how 
important it is to volunteer at a nursing home.
 
My grandfather's stroke affected his legs, which 
made it difficult for him to walk.

His legs became very weak, so he tried a walker, but 
this lasted only a month. 

Not only was he unable to walk, but he also began to 
fall out of bed at night.
 
My family started looking into nursing homes. It took 
us weeks before we finally decided on a nursing 

그 리 고 나 서

home. 

Unfortunately, my grandfather will have to stay 
there until he improves.
 

노인들 도와드리기
Megan P.

나는 운이 좋게도 할아버지가 아주 건강하셨다. 

그러나 1년 전 할아버지께서 뇌졸중을 겪으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변했는데, 그로 인해 할아버지는 특
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뇌졸중 질환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요양원에서 자원 봉사하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뇌졸중은 그의 다리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할아버지는 걷는 것을 힘들어 하셨다. 

그의 다리는 매우 약해졌고 그래서 보행기를 시도
해 보셨지만 이것도 고작 한 달 밖에 가지 않았다. 

그는 걸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밤에 침대에서 떨
어지기까지 했다. 

내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마침내 한 요양소를 정하는 데에 몇 주가 걸렸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상태가 좋아지실 때까지 그
곳에 계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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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n, I have volunteered at his nursing home 
one day a week. 

I have seen how lonely some of the residents are. 

I have learned many things about nursing homes, 
including all about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the 
care the residents receive,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I have helped plan activities for the residents. 

I have painted the women's nails and read them 
letters from their children. I have taken the residents 
for walks. 

I have also helped plan birthday parties and exercise 
days.

Through my volunteering I have made a new friend - 
Irene. 

She has a son who lives far away and cannot come 
to visit often. 

Through our conversations, I have found two 
unusual connections. 

Her son graduated from Jonathan High School 
where my mother teaches, and like me, Irene was a 
cheerleader in high school.

번역

그 이후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요양원에서 
자원 봉사를 했다. 

나는 그곳에 계신 분들 중 일부가 얼마나 외로워하
시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삶의 질, 그들이 받는 보살핌, 그리고 
그들 주변 환경을 포함한 요양원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요양소에 계신 분들을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
는 것을 도왔다. 

할머니들의 손톱을 칠해드리고 자녀들의 편지들을 
읽어드렸다. 나는 환자분들을 산책시켜드렸다. 

생일 파티와 운동회를 계획하는 것도 도왔다.

자원 봉사를 통해서 나는 Irene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그녀에게는 멀리 살아서 자주 올 수 없는 아들이 하
나 있었다. 

대화하면서 나는 두 가지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했
다. 

그녀의 아들은 나의 어머니가 가르치고 있는 
Jonathan High School을 졸업했고, 나처럼 
Irene은 고등학교의 치어리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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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volunteer experience has shown me that I can 
bring joy to the elderly. 

Everyone will have parents and grandparents 
growing older and becoming dependent on their 
children. 

The experience of volunteering and visiting my 
grandfather has made me a stronger and more 
caring person.

My Students' E-mails
By Cha Jaemin
 
I was a little surprised when I taught my class in 
Vietnam. 

Students didn't even know how to turn off the 
computers. 

I thought to myself, "I will do my best to teach these 
students. 

I will make classes where students enjoy learning." 

I prepared for the classes, keeping that in mind. 

I hoped my students could practice on their own and 
ask me questions about anything they didn't 
understand.

번역

자원 봉사 활동 경험은 내가 노인 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는 
부모와 조부모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원 봉사와 할아버지를 찾아뵌 경험은 나를 더 강
하고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학생들로부터 온 이메일들

나는 베트남에서 수업을 할 때 약간 놀랐었다. 

학생들은 어떻게 컴퓨터를 끄는지도 알지 못했다. 

나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거
야.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만들자." 라
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염두해 두고 수업을 준비했다.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이라도 내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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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lso hoped / students would tell me about their 
daily lives. 

In my poor Vietnamese, I tried to tell them jokes, and 
I taught them some Korean, which helped break 
down the wall between us.

 I tried as many things as possible to create 
innovative classes.

Presenting class materials on a screen, which is not 
new in Korea, was a fresh idea for them. 

I told them that they could do whatever they could 
anything which

imagine using computers. 

Fast typing and information search contests were 
very effective in checking how the students were 
doing.

Once I taught students how to send e-mails. I 
showed them how to create an e-mail account and 
asked them to send me an e-mail.
• 의문사 + S + should + R = 의문사 + to R

It was a simple process: They just needed to enter 
their names, IDs, and passwords. 
• enter_______ & enter into_____________

번역

또한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내게 
말해주기를 바랬었다. 

능숙하지 못한 베트남 언어로 나는 그들에게 농담
을 건네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한 국어를 조금 가
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혁신적인 수업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많은 것
을 시도했다. 

수업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에서는 새로
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신선한 아이디어였다. 

나는 그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빠른 타자치기와 정보 검색 대회들은 학생들이 어
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
다. 

한번은 내가 학생들에게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가
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메일 계정을 만드
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게 이메일을 보내도록 요구
했다. 

그것은 간단한 과정이었다. 그저 이름, ID 그리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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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however, had a difficult time making an 
account because they had never done it before.
• have trouble - ing / have a hard time -ing / have 

difficulty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Two hours passed. One after another, e-mails 
began to pile up in my mailbox. 

I was moved to tears while I checked them: 
t o u c h e d

"Remember us back in Korea." "We will not forget 
you." "Don't forget our days together." 

I was touched to think of my students typing one 
m o v e d 의 미 상 주 어

letter after another with great care.
 
Now we are at the end of the three-month computer 
program. 

I had never taught students before I came here, but 
they accepted and trusted me. 

They told me how much I influenced them, and they 
promised they would never forget me. 

I was able to laugh a lot while working with these 
sincere, bright students, and I am really grateful to 
them. 

I will never forget these students who call me, 
"Seonsaengnim, Jilmun!" in their poor Korean.

번역

그러나 그들은 전에 이런 것을 전혀 해 본 적이 없
었기 때문에 이메일 계정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
었다. 두 시간이 지났다. 

하나씩 하나씩 내 수신함에 이메일이 쌓이기 시작
했다. 

나는 메일들을 확인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우리
는 선생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우리가 함께 보낸 
날들을 잊지 말아요.”

나는 학생들이 한 글자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타자 
쳤을 것을 생각하니 뭉클했다. 

지금은 3개월간의 컴퓨터 과정의 끝에 있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
지만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고 믿어주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줬고 나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성실하고 밝은 학생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
는 많이 웃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매우 감사한다. 

나는 서툰 한국어로“선생님, 질문!”이라며 나를 부
르던 이 학생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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