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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riends, Special People

Have you heard about the Special Olympics World 

Games? 

The Special Olympics World Games are an 

international sporting competition for intellectually 

challenged children and adults, hosted by Special 
주 최 하 는

Olympics. 

Special Olympics is an organization which provides 

training and sports competitions for  more than three 
with (x)

million intellectually challenged athletes around the 
지 적 으 로  장 애 가 있 는

world. 

“Let me win. But if I cannot win, let me be brave in 
용기를 내어

the attempt.” This is the oath of Special Olympics. 
도전할 것이다 맹 세

Switching between summer and winter, the Special 

Olympics World Games are held every two years. 
열 린 다 2 년 마 다

Here are some stories about Special Olympics and 

the Special Olympics World Games. 

 특별한 친구들, 특별한 사람들

스페셜 올림픽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를 지닌 아이들과 성인

들을 위한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로, 스페셜 올림픽 

협회가 주최한다. 

스페셜 올림픽 협회는 전 세계 3백만 명이상의 지

적 장애 선수들에게 훈련과 대회를 제공하는 조직

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길 수 없더라

도, 용기를 내어 도전할 것이다.” 이것이 스페셜 올

림픽의 선수 선언문이다. 스페셜 올림픽은 여름과 

겨울을 번갈아 매 2년마다 열린다. 

여기 스페셜 올림픽 협회와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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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 Shriver, the Birth of a Global Movement

 

In the backyard of her home in Potomac, Maryland, 
뒷 마 당 에 서

Eunice Kennedy Shriver started a summer day 

camp, known as Camp Shriver. 

Shriver saw that people with intellectual challenges 

were being treated unfairly and children with special 
대 우 받 다 부 당 하 게

needs had no place to play. 

She believed when given the same opportunities 
giving (X)

and experiences as others, / intellectually 
지 적 장 애 인

challenged people were far more capable than 
강 조

commonly assumed. 
일 반 적 으 로 여 겨 지 다

In 1962, she put her belief into action by holding the 
실행해 옮 기 다 개 최 하 다

first Camp Shriver annual event, where children with 
연 례

intellectual challenges explored their capabilities in a 
발 견 하 다

variety of sporting events. 

Camp Shriver continued until it was replaced by a 

larger, better organization, Special Olympics. 

Shriver 캠프, 국제적인 운동의 시작

 

Eunice Kennedy Shriver는 Maryland 주의 

Potomac에 있는 그녀의 집 뒷마당에서 Shriver 

캠프로 알려진 일일 여름 캠프를 시작하였다. 

Shriver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

를 받고 있으며,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이 놀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

회와 경험이 주어진다면, 그들도 일반적으로 여겨

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

었다. 

그녀는 1962년에 첫 번째 연례 Shriver 캠프를 개

최하면서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겼는데, 이 행사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Shriver 캠프는 스페셜 올림픽 협회라는 더 크고 

나은 조직으로 바뀌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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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Special Olympics

In 1968, Shriver was asked to hold an Olympic-like 
개최하다

athletic competition, which became the first 
운 동 경 기

International Special Olympics Summer Games. The 

competition was held in July at Soldier Field in 
7 월 에

Chicago, Illinois. 

“The Chicago Special Olympics will prove a very 
증 명 하 다

fundamental fact. The fact that exceptional 
기 본 적 인 사실을 특 별 한

children ... can be exceptional athletes. The fact that 

through sports they can realize their potential for 
가 능 성 을

growth,” Shriver said in her Opening Ceremony 
성 장

address.

She also introduced the Special Olympics Training 

Program, a new national program that would offer 

people with intellectual challenges everywhere “the 
가 진 지 적 장 애

chance to play, the chance to compete, and the 
경 쟁 할

chance to grow.” 
성 장 할

In 1971, the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의 원 회 는

officially allowed Special Olympics to be one of only 
공 식 적 으 로

two organizations to use the name “Olympics”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in 1988, Special Olympics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인 정 받 았 다

Olympic Committee(IOC).

스페셜 올림픽 협회의 역사

1968년, Shriver는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개

최할 것을 부탁받았고, 이는 최초의 국제 하계 스페

셜 올림픽이 되었다. 그 대회는 7월에 Illinois 주의 

시카고에 있는 Soldier Field에서 열렸다. 

“시카고 스페셜 올림픽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증

명할 것입니다. 특별한 아이들이 특별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스포츠를 통해 그들의 성장 가능

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Shriver가 개

막식 연설에서 말했다.

Shriver는 또한 스페셜 올림픽 훈련 프로그램을 도

입했는데, 이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서나 ‘운동할 기회, 경쟁할 기회, 성장할 기회’ 제공

하는 새로운 국가 적인 프로그램이다. 

1971년,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스페셜 올림픽 협

회가 미국에서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단 

두 개의 조직 중 하나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

했다. 마침내 1988년에 스페셜 올림픽 협회는 국

제 올림픽 위원회(IOC)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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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s of Special Olympics

Special Olympics could not have succeeded 

without  the commitment and passion of its millions 
If it were not for 헛 신 과 열 정

of volunteers. These volunteers create lifetime 

friendships and great memories. 

• without(But for) N,  S +would / would have pp =  If it 
were not for N(= Were it not for N), If it had not been 
for N(= Had it not been for N)

Two important groups of volunteers, the coaches and 

spectators, support the athletes of Special Olympics. 
지 지 해 준 다 . 

The job of the coaches is  to help athletes be the 
are (X)

best they can be. Coaches are not only role-models, 

but also leaders that help athletes find their own 

abilities. 

Just as important are the spectators who attend all 
보 어 도 치 attend to (X)

the events and cheer the athletes on for 
응 원 하 다

encouragement.

스페셜 올림픽 협회의 후원자

 

스페셜 올림픽 협회는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열정이 없었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

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평생 지속될 우정과 멋진 기

억을 만들어 준다. 

중요한 두 자원봉사자 그룹인 코치와 관중은 스페

셜 올림픽 선수들을 지지해 준다. 

코치의 일은 선수들이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가 되

도록 돕는 것이다. 코치는 롤모델일 뿐만 아니라 선

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

더이다. 

모든 경기에 참석하며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응

원하는 관중들도 역시 코치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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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nger the Unconfident Girl  

“I’m no longer a shy girl! Now I have many friends 
더이상 ~ 가 아 니 다

and feel confident about everything!”  Ann Chan has 

Down syndrome. As a child, she was shy and 

unconfident. When her mother realized that Ann was 

capable of figure skating, she encouraged Ann to 
독 려 했 다

learn how to skate and participate in figure skating 
참 여 하 다

programs. 

Ann liked skating and won a bronze medal at the 

2004 Special Olympics Canada Ice-Skating 

Competition. In 2007, she became a member of the 

Hong Kong Special Olympics Skating team. At the 

32nd Hong Kong Special Olympics Ice- Skating 

Competition in 2008, Ann won the gold medal, which 

qualified her to participate in the 2009 Special 
자 격 을 주 다

Olympics World Winter Games. 

 After ten years of positive experiences from 

participating in the Special Olympics World Games, 

Ann became self-confident and much more active in 
자 신 감 을 적극적으로

competitions. She also got better at communicating 
경기에 임하게 되었다

with other people. Competition has taught her 

independence and improved all areas of her life. 
독 립 심 을 모든 면을

Currently, Ann is learning how to dance and play the 

piano. These activities improve her skating skills. 
향 상 시 킨 다

Listening to her favorite song, Ann says, “I really 

want to figure skate to this song!”

더 이상 자신감 없는 소녀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수줍음 많은 소녀가 아니에요! 이제 저

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느껴

요!” Ann Chan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없었다. Ann의 어

머니는 그녀가 피겨 스케이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아차렸을 때, Ann이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우고 피겨 

스케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Ann은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했고, 2004년 캐

나다 스페셜 올림픽 아이스 스케이팅 대회에서 동

메달을 땄다. 2007년에 그녀는 홍콩 스페셜 올림

픽 스케이팅 팀의 구성원이 되었다. Ann은 2008

년 32회 홍콩 스페셜 올림픽 아이스 스케이팅 대회

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로써 2009년 스페셜 

올림픽 세계 동계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었

다.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한 10년간의 긍정적인 경험

으로 Ann은 자신감을 얻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

소통도 더 나아졌다. 경기는 그녀에게 독립심을 가

르쳐 주었고 그녀 인생의 모든면을 개선시켜 주었

다. 현재 Ann은 춤과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녀의 스케이트 실력을 향상시킨

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Ann은 

“이 음악에 맞춰 정말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싶어

요!”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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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nning Man From East Timor

“I want to run and run and run until the end of my 

life.” Across the nation, East Timor has been 

involved in conflicts for more than 30 years to gain 
휘 말 려 왔 다 분 쟁 에

independence from Indonesia. 

In a war -torn country, people with intellectual 
전쟁으로 파 괴 된 지 적 장 애 를 가 진

challenges are often forgotten and abandoned. 
잊 히 고 버 려 진 다

Alcino Pereira, an intellectually challenged orphan 
고 아 인

from East Timor, who is unable to speak, has never 

had access to health care. 
받 아 본 적이 없다 의료 혜택을

He can use one of his arms but only in a very limited 

way and walks with a limp. Despite these intellectual 

and physical challenges, he loves to run. 

•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In his worn-out shoes, Pereira runs every day in his 
닳아 해진

home town of Dili. So he got his nickname, the 

“running man.”

 

동티모르의 러닝맨

 “나는 내 삶이 다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싶습

니다.” 동티모르는 전역에 걸쳐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30년이 넘도록 분쟁에 휘말려 왔

다.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

은 종종 잊히고 버려진다. 지적 장애를 가진 동티모

르 출신 고아인 Alcino Pereira는 말을 하지 못하

며 의료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는 한 쪽 팔만을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

할 수 있고 절름발이이다. 이러한 지적, 신체적 장

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닳아 해진 운동화를 신고, 그는 매일 그의 고향인 

Dili를 달린다. 그래서 그는 'running man' 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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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7, Alcino Pereira became the first athlete to 

represent East Timor in the Special Olympics World 
대 표 하 는

Games in Shanghai, China. 

This made him an internationally famous celebrity. 
유 명 인 사

The Prime Minister, the Catholic Bishop, and the 
수 상 카 톨 릭 주 교

people of East Timor joined together to raise money 
마련하다

to support his trip. 
후 원 하 다

Although Pereira did not win his long-distance race, 
장 거 리

all the spectators rose to their feet and cheered as 
기립했다

he crossed the finish line. Returning to his country, 
고 국 으 로

he became a famous figure to help raise  public 
인 물 일 조 한 불러일으키는데 대 중 의

awareness of intellectually challenged citizens in 
의 식 을

East Timor. 

Alcino Pereira is a good example of how a person 

participating in the World Games can be a good 

role-model for others, even if he or she is not a 

winner. 

번역 

2007년, Alcino Pereira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스페셜 올림픽에서 동티모르를 대표하는 첫 선수가 

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수상

과 가톨릭 주교, 동티모르 국민들은 그의 여행을 후

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합했다. 

비록 Pereira가 장거리 경주에서 우승하지는 못했

지만, 모든 관중은 그가 결승선을 지날 때 기립하여 

그를 응원하였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동티

모르의 지적장애를 가진 시민들에 관한 대중의 의

식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한 유명한 인물이 되었

다. 

Alcino Pereira는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이 

비록 우승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