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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cket: Soccer Ball by Day, Light by Night

Most of us take electricity for granted. But 95 
당연히 여기다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Africa has little or no 

access to it. 

• percent, all, part, the rest, the majority, 분수, some, 

most + of +명사는 명사에 수의일치 시킴

In fact, about 1.5 billion people, more than one fifth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 without electricity. This is 
전 기

a big problem to solve. One possible answer came 
a r i s e

from a team of four Harvard University 

undergraduates. 

These young people had an idea for providing 

electricity to areas that desperately need it. How? 
몹 시

Through the use of a soccer ball called sOccket.
Thorough (X) calling (X)

sOccket was developed as a group project for an 

undergraduate engineering class. One team 
 학 부 공 학 수 업

member explained how the idea came about. “All of 
explained about (X) 발 생 하 다

us had volunteered in Africa. 

• happen=occur, take place, arise, come about, result 

sOccket : Soccer ball by Day, Light by 

Night

    

우리들 대부분은 전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

러나 아프리카의 인구의 95%가 전기를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사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상이 되는 약 15억 명

의 사람들이 전기 없이 살고 있다. 이것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다. 한 가지 가능성 있는 해결책이 하버

드 대학의 4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에서 나왔다. 

이 젊은이들은 전기가 몹시 필요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어떻게? 

sOccket이라고 불리는 축구공을 이용해서이다.

sOccket은 학부 공학 수업의 그룹 프로젝트로 개

발되었다. 팀 멤버 중 한 명이 그 아이디어를 어떻

게 생각해 냈는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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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aw kids playing soccer all the time and most of 

these kids had homes with no electricity, so they 

sometimes had to study under the streetlights 

outside. 

We saw this huge need for electricity. So, we said, 

'Hey, why not put the two together?' And that's 
~하는 것은 어때 ? 합 치 다

how sOccket came about.”

• this is why(그래서), this is how(그리하여),this is 

when(이때가 ~순간이다), I guarantee that(단언컨대 ~하다), 

The reason is that(그 이유는 ~때문이다)   

The way sOccket works is very simple. When you 
작 동 하 다

kick the ball, a magnet inside the ball bounces back 
자 석 튀 다

and forth through a coil and produces electricity. 

Then a battery inside the ball stores the electricity 

for later use. 

In South Africa and Kenya, sOccket was given to 

kids to play soccer with. It was found that 30 minutes 

of play was able to produce enough energy to power 

a small light for three hours.

• They gave kids sOccket to play soccer with 

• Kids were given sOccket to play soccer with 

• sOccket was given to kids to play soccer with.

번역

“우리 모두는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축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이들 대

부분이 전기가 없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때때로 밖에 있는 가로등 아래에서 공

부해야 했지요.

“우리는 전기의 엄청난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래

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이봐, 두 가지를 합치는 것

은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sOccket이 만들

어지게 되었습니다.” 

sOccket이 작동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공을 차

면, 공안의 자석이 전선을 통해 앞뒤로 튀며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공 안의 배터리가 나중에 사용

하기 위해서 전기를 저장한다.  

남아프리카와 케냐에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아이

들에게 sOccket이 주어졌다. 30분의 경기가 3시

간 동안 작은 전등에 전원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에

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밝혀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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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am is currently updating the sOccket. They are 
현 재

trying to make the ball store even more energy 
강 조

during play. 

So far, the sOccket has been changed to be a lot 
until n o w 강 조

stronger than the original. This is good news for poor 

people who wouldn't be able to afford replacements 
살 수 있다 대 체 물 . . . .

for sOccket easily. 

While the original could only last a few months, the 
반 면 에

new version can last more than a year. The team has 
지속되다

an ambitious plan for the future. 
야 심 찬

They plan to sell the ball in developed countries and 

use all profits to make the sOccket available to kids 
수익 전부를 목적 이용할 수 있도록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hope to distribute as 
나 누 워 주 다

many sOcckets as possible to people in po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번역

그 팀은 현재 sOccket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들

은 경기하는 동안 그 공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sOccket은 처음의 것보다 훨씬 더 강하

게 바뀌었다.  이것은 sOccket을 대신할 것을 쉽

게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처음의 것은 오직 몇 달만 지속될 수 있었던 반면

에, 새 버전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다. 그 팀은 

미래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선진국에 그 공을 팔아서 수익의 전부를 개

발도상국의 아이들이 sOccket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sOccket을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

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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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Help Now

• Change your life.

• Do something important.

• Gain self-confidence and make new friends from 
자 신 감

other countries.

Work in an Orphanage in Cambodia

Project Summary

Cambodia is a poor country with a large number of 

families still living in poverty. There are lots of 

orphaned children throughout the country as a 

result of poverty and other social ills.
사 회 적 병 폐

 

Our volunteer programs in Cambodia collaborate 
협 력 하 다

with local orphanages to protect these unfortunate 
현 진 의 고 아 들 과 불 행 한

children. 

As an orphanage volunteer in Cambodia, you can 
고 아 를 위 한 자 원 봉 사 자 로 서

support children in their studies and encourage 
격 려 하 다

them in activities that help them to grow socially 
성 장 하 다

and creatively. Your contribution will make a lasting 
기 여 는 지 속 적 인

impression on the lives of these children. 
인 상 을 남 기 다

Welcome to Help Now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중요한 것을 하세요.

자신감을 얻고 다른 나라의 새 친구들을 사귀세요.

캄보디아의 고아원에서 일하세요.

     

캄보디아는 많은 가정이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국에는 가난과 다른 사

회적 병폐들로 인한 수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우리의 자원 봉사 프로그램들은 이

러한 불행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고아원

들과 협력합니다. 

캄보디아의 고아를 위한 자원 봉사자로서, 여러분

은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아이들이 사회적

으로 창조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여는 

이 아이들의 삶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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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 Qualifications 

   

While no training or qualifications are required, you 
~ 이 지 만

are expected to be open-minded as well as to have 

a passion and love for children.
열 정

 

Responsibilities

• Help the children with everyday chores.

• Play sports and games with children.

• Help children develop skills in English, music, art 

and dance.

 

Room / Food / Supervision

We provide room, board and supervision for 
숙 소 감 독 . . .

volunteers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 의 기 간 동 안

Depending upon the location of the project, 
A c c o r d i n g t o

volunteers will either stay at our guesthouse or with 

a host family.
민박가정

Our guesthous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Phnom 

Penh, near  the Olympic Stadium. The staff is made 
nearly (X)

up of English-speaking and French-speaking 

people who treat volunteers with kindness and 

respect. 

• with + 추상명사 = 부사 (~하게) = kindly and respectfully

There is television and Internet access in the 
a s s e s s ( X )

guesthouse. Volunteers will have free time to enjoy 

the many nearby tourist attractions.
주 변 의 관 광 명 소

훈련/ 자격

훈련이나 자격은 요구되지 않지만, 열린 마음과 아

이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Responsibilities

아이들이 매일 하는 일들을 도와줄 것

아이들과 스포츠와 게임을 같이 하며 놀아줄 것

아이들이 영어, 음악, 미술, 그리고 춤 실력의 향상

을 도와줄 것

Room / Food / Supervision

우리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숙소와 음식, 감독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의 장소

에 따라, 자원 봉사자들은 우리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거나 민박 가정에서 지낼 것입니다.  

우리의 게스트하우스는 올림픽 경기장 근처의 

Phnom Penh 도심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들은 친절하고 정중하게 자원봉사자들을 대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인터넷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에게는 주변의 많

은 관광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자유 시간도 주어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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