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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Students Use Talents to Help Others

When staff members of the Food Bank were 

searching for volunteers to lend a hand at their 

annual fundraising event, they called on the local art 
요 청 하 다

institute. The students learning cooking from the 

school supported the event by preparing and 

serving meals. Design students also volunteered by 

painting pictures on the wall of the new Food Bank.

"It was an impressive display of art at work," said the 

director of the Food Bank. “ We are fortunate to 

have the art institute in our community," he said. 

"The students coming from all over the country 

bring their talents, gifts, and ideas to help us 
brings(X)

improve the human conditions of many people."

The Food Bank story provides just one example of 

how students majoring in a variety of arts can 
전 공 하 는

volunteer using their skills and talents. At art 
to use(X)

schools, volunteerism is encouraged as a positive 

way for students to express themselves creatively.
t h e m ( X )

"We believe that giving back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 want students to be connected to the 

community," said the director at the art school. 

"While students are helping the community, they are 
During(X)

actually building their work skills as well.”

타인을 돕기 위해 재능을 사용하는 예술 학교 학생들

Food Bank 직원들이 매해 열리는 기금 모음 행사

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찾을 때, 그들은 지역 예술 

학교에 요청하였다. 학교에서 요리를 배우는 학생

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함으로써 행사를 도울 

수 있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새 

Food Bank 건물 벽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인상적인 예술 활동이었습니다.” Food 

Bank 원장이 말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예술 학교

가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는 말했다. “다른 여

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재능, 기술, 그리고 아이

디어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향상시

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Food Bank 이야기는 다양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들이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봉사 활

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단지 하나의 예이다. 

예술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학생들이 그들 자

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해 내는 긍정적인 방법으로써 

권장된다.

“우리는 되돌려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것 중에 하나라고 믿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연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술 학교장이 말했다. “학생들

이 지역 사회를 돕는 동안, 그들은 사실상 그들의 

작업 기술 능력 또한 향상시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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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Your Talents

Skill-based volunteering is the practice of using 

work-related knowledge and skills in a volunteer 

opportunity. In other words, skills normally used to 

generate income are provided to a nonprofit 
g e n e r a t i n g ( X ) i s ( X )

organization free of charge. Many teenagers can 

also share their skills and passion with others. Here 

are some examples of how you can be involved.

• free of charge =  at no cost = for free = for nothing

ANIMAL CARETAKERS

If animals are your passion, here are some ideas. 

Check with an animal shelter. Volunteer activities can 

include cleaning cages, feeding and exercising 

animals, assisting with adoptions, working in the 
입 양

office, or planning fundraising events. 

In addition, you can also consider raising a guide 
to ra ise(X)

dog for a blind person. If your interests are more in 

tune with endangered species, you can think about 

volunteering at a wildlife center or natural habitat 

where you can participate in awareness campaigns 

or fundraising activities.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당신의 재능을 나누세요

 재능 기반 자원봉사는 일과 관련된 지식이나 능력

을 봉사 활동 기회에 사용하는 실천이다. 다시 말하

면, 보통 수입을 창출해 내기 위해 사용하는 재능이 

비영리 조직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많은 청소

년들도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

다. 여기에 어떻게 재능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시가 있다.

동물 관리자

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동물 보호소를 확인해 봐라. 우리 청소하기, 

동물 먹이 주고 운동시키기, 입양 돕기, 사무 업무

하기, 기금 마련 행사 계획하기 활동이 봉사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당신은 맹인을 위한 안내견을 기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당신이 멸종 위기의 종에 더 

관심이 있다면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기금 마련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야생 동물 보호소나 자연 서식

지 센터에서의 봉사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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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READING OUR MIND

If you enjoy reading, you have a skill that is easy to 

share. Community shelters often have children who 

are as hungry for fun stories as for a meal.(빈칸추론)

Libraries and children's hospitals may love your offer 

of story time. On a more personal level, you can read 

to an elderly neighbor or someone who is blind. 

Also, look for a local organization that may need 

readers for a "talking books" program.

IF YOUR HEART IS IN ARTS

 

Young volunteers with an interest in arts can share 

their talents, as individuals or a group. Check with 

senior centers, daycare programs, or recreation 

programs. You may offer assistance at an art center 

or a local art gallery.

You can also present musical performances, magic 

shows, or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at senior 
양 로 원

citizen homes, hospitals, or other community 

facilities. Your contribution will help keep arts alive in 
공 헌

your community while it brings enjoyment to others.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다

당신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공유하

기 쉬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보호소에

는 종종 식사만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에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있다. 

도서관이나 어린이 병원은 아마 당신이 제공하는 

이야기 시간을 좋아할 것이다. 좀 더 개인적인 차원

에서는 당신은 이웃 노인들이나 시각 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 줄 수 있다. 또한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

을 위해 책 읽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지역 단체를 

찾을 수도 있다.

당신의 마음이 예술에 있다면

예술에 관심이 있는 젊은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재

능을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나눌 수 있다. 노인 복

지 센터, 탁아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확인해 봐라. 당신은 예술 센터나 지역 예술 전시관

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음악회, 마술 쇼, 또는 다른 형태의 오락을 

양로원, 병원이나 그 밖의 시설에서 할 수 있다. 당

신의 공헌이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당신

의 지역 사회에 예술이 살아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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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YOUR PASSION FOR SPORTS

If you love sports, you can share your athletic talent 

and passion as a coaching assistant in sports or 

recreational activities.

"Help Wanted" signs are often posted at volunteer 

organizations that serve people with disabilities, or 

recreation programs for kids from low-income 

families. 

They often seek volunteers to help out with 

swimming, basketball, soccer, or other recreational 

activities. As a student, you might think / your skills 

are not good enough to help others, especially for 

people in need. 

But there are many things you can do with your 

skills even if they are not at a professional level. 

Using your skills and passion, you can realize your 

own potential while you help other people.(빈칸추론)

스포츠에 대한 열정 사용하기

당신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당신의 운동 재능과 

열정을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보조 코치로

서 나눌 수 있다. 

‘구인 광고’는 장애우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위

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원봉사 단

체에 종종 게시된다. 

그들은 종종 수영, 농구, 축구 혹은 다른 레크리에

이션 활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학생으

로서 당신은 당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당신의 재능이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

라도 당신의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사용할 때, 당신은 다

른 사람을 도우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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