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Update 2017. 8. 21.

영어1(시사신) 1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l Sistema: Changing Lives Through Music

By the age of 11, Edicson Ruiz was already in 

trouble. In Caracas, Venezuela, he worked at a 

supermarket to earn money for his poor family. 

His city, crippled by crime and poverty, was not a 
마비된, 불구가 된

safe place for a boy to grow up. Ruiz's behavior was 

becoming increasingly violent, and his mother was 

worried. 
wor ry ing (X )

Then a neighbor told them about a local music 

school.  "They gave me a viola and sat me in the 

middle of the orchestra. 

I heard the sound of the double basses, and I 

thought, yes! This is the instrument for me!" recalls 
회 상 하 나 다

Ruiz. When he was 15 years old, Ruiz won first prize 

at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Bassist's contest in 

Indianapolis. 

El Sistema: Changing Lives Through 

Music 

11살이 되었을 때, Edicson Ruiz는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그는 가난

한 가족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일했다. 

범죄와 가난으로 마비된 그 도시는 소년이 자라기

에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Ruiz의 행동은 점점 더 

난폭해졌고, 그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다. 

그 때 한 이웃이 지역 음악 학교에 대해 말해 주었

다. “그들은 제게 비올라를 주었고, 저를 오케스트

라의 중앙에 앉혔어요. 

저는 콘트라베이스 소리를 듣고 생각했죠, 그래! 이

게 나를 위한 악기야!”라고 Ruiz는 회상한다. 15살 

이었을 때, Ruiz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국제 

베이시스트 협의회 연주대회에서 1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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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16, he gave his first concert in Germany and was 

immediately offered a place in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Academy." At 17, he 

became the youngest full member of the Berlin 

Philharmonic.

Exceptional? Surely, but behind this rise to success 
예 외 적 인

there stands an inspiring system of music education 

called simply "El Sistema" by many Venezuelans - 

"The System." 

It has been rescuing poor youngsters from a life of 
구 출 하 다

crime and hopelessnes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Many of the kids studying in The System 

come from poor, desperate neighborhoods. 
h o p l e s s

It uses classical music to build their self-esteem and 
목적

confidence.The System grew out of the vision of one 
생 겨 났 다 통 찰 력

man, Jose Antonio Abreu, who wanted to make a 

change in the social conditions in his country. 

번역

16살에 그는 독일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으며, 곧바

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원에 자리를 

제의 받았다. 17살에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최연소 

정회원이 되었다.

예외적인 경우인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으로의 도약 뒤에는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에 의

해 그저 ‘El Sistema’라고 불리는, ‘The System’

이라는 희망을 주는 음악 교육 시스템이 있다. 

그것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난한 젊은이들을 

범죄와 절망의 삶으로부터 구해 왔다. The 

System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가난하

고 절망적인 지역 출신이다. 그

곳은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사용한다. The System은 Jose 

Antonio Abreu라는 사람의 통찰력에서 생겨났고, 

그는 자국의 사회적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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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breu began in 1975, there were just two 

symphony orchestras in Venezuela. The first day, he 

could gather only 11 youngsters for a rehearsal in an 

underground garage. 

He recalls, "We were rehearsing in very small 

space, but I had a feeling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something very big." At the next rehearsal, there 

were 25 musicians; the following day, 46; and the 

day after, 75. 

Today nearly 300,000 kids are in The System. There 

are 176 orchestras for children, 216 for young 

people, and 400 more ensembles, orchestras, and 
합 창 . . . .

choirs.

Every day after school throughout Venezuela, kids 

come together to practice over 4 hours. With 8 hours 

of school, it makes for quite a long day. Why do 

they practice so hard? 

Are they all trying to become successful musicians 

like Edicson Ruiz? More than 800,000 children have 

passed through The System, the majority of whom 
t h e m ( X )

did not become professional musicians, though.

번역

Abreu가 1975년에 시작할 당시에 베네수엘라에

는 단 두 개의 교향악단만이 있었다. 첫날에 지하 

차고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그는 겨우 11명의 아이

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것이 무언가 아주 

큰 것의 시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리허설

에는 25명의 음악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46명이, 그 다음 날에는 75명이 모였다. 

오늘날 약 30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The 

System에 속해 있다. 176개의 어린이 오케스트라

가 있고, 216개의 청년 오케스트라가 있으며, 400

개의 앙상블과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더 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방과 후에 매일 아이들이 모

여 4시간 이상 연습을 한다. 8시간의 학교 수업시

간까지 더하면 꽤나 긴 하루가 된다.그들은 왜 이렇

게 열심히 연습하는 것일까? 

그들은 모두 Edicson Ruiz와 같이 성공한 음악가

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8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The System을 거쳐 갔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전

문 음악가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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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eu explains that their hard work is rooted in a 

strong desire to escape poverty. The most tragic 

thing about poverty is not the lack of bread on the 

table, but the feeling of being hopeless and having 

no sense of self-esteem.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For these teenagers, practicing music together is the 

only way to experience joy, motivation, and 

teamwork in life, which eventually inspires them to 

dream about their future. 

As they work together to create music, each child 

builds for him or herself a new identity. They 

become someone who is responsible and capable. 
c o m p e t e n t

Abreu adds, "Music changes the children in ways 

that cannot be undon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young person will always end up as a musician. 

He or she may become a doctor, a lawyer, or a 

university professor. But, what music gives that child 

remains with him or her forever."

번역

Abreu는 그들의 노력이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빈곤

의 가장 비참한 점은 식탁에 빵이 없기 때문이 아니

라 절망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십대들에게 있어서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삶에서 기쁨, 동기 부여, 그리고 팀워크를 느

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은 결국 그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도록 격려하게 한다. 

음악을 창작하기 위해 협동하면서, 어린이들은 각

자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들은 책임

감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다. 

Abreu는 “음악은 아이들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

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아이들이 반드시 음악가가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이들은 의사, 변호사,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음악이 그 아이에게 가져다 준 것

은 그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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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Lennar Acosta for instance, who served time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in Caracas. At 17, he 

already had a history of violent crime. 

When the detention center started an orchestra, 

Lennar tried the clarinet. He remembers the first 

time he picked up the instrument: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en I held a gun." 

Through music, he learned how to interact with 

people without violence. For the first time in his 

young life, he enjoyed the experience of working 

hard. 

Recently he went to Germany to learn how to build 

and maintain pipe organs.The secret ingredients of 

the program's continuing success are love and 

enjoyment. 

There are a lot of teachers who share a great deal of 

affection with children. Children in turn respond with 
보답으로 반 응 하 다

joy and confidence. Returning home, the children 

spread this joy to their families. 

번역

Lennar Acosta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카라카스

의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17세에 그는 이미 폭력 

전과가 있었다. 

소년원에서 오케스트라를 시작했을 때, Lennar는 

클라리넷을 시도해 보았다. 그는 악기를 집어든 순

간을 기억한다. “총을 들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

어요.” 

음악을 통해서 그는 폭력 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길지 않은 인생 중 처음으로 그는 열

심히 일하는 경험을 즐겼다. 

최근에 그는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고 보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독일에 갔다. 이 프로그램의 지속

적인 성공 비결은 사랑과 즐거움이다. 

아이들에게 엄청난 애정을 쏟는 많은 교사들이 있

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이들은 즐거움과 자신감

으로 확답한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은 이 즐거

움을 가족에게 퍼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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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hat makes a child play the violin at home, 
this joy

while his father works at his carpentry and his 

mother cleans the house. 

The parents begin to enjoy the music, and soon join 

willingly in the activities of the orchestras their 
자 발 적 으 로

children play in. 

Abreu's voice fills with confidence as he shares 

with the world his vision for The System: "The 

uplifting spirit of music will eventually overcome 
사기를 높이는

poverty. 

From the minute a child is taught how to play an 

instrument, he or she is no longer poor."

 

  

번역

이 즐거움이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고 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는 동안 집에서 바이

올린을 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음악을 즐기기 시작하고, 곧 자녀들이 연

주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다. 

The System에 대한 비전을 세상과 나눌 때 Abreu

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음악의 희망

을 주는 기운이 결국 빈곤을 극복할 것입니다.” 

아이가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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