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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a Father's Love

| Prologue |
도 입 부 . .

Here is a wonderful story about a father and son 

who have a very special relationship. The father’s 

name is Dick Hoyt, and the son’s name is Rick Hoyt.

  

When Rick was born, the umbilical cord became 
탯 줄 의 . . .

wrapped around his neck and cut off the oxygen to 

his brain. This resulted in cerebral palsy and left 
뇌 . . . . . . . 마 비 . . .

Rick paralyzed, unable to move on his own or to 

speak.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generate, trigger

When Rick was eight months old, the doctors 

advised his parents to give up on him, saying, “This 
R i c k . .

child will be a ‘vegetable’ for the rest of his life.” 
식 물 인 간 . . . . . .

But Rick’s parents were not willing to give up.They 
기꺼이 ~하다

decided to raise him as though he were a normal 
r i s e ( X )

child.

아버지의 사랑의 힘

프롤로그

여기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진 아버지와 아들에 관

한 멋진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이트

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 호이트이다.

릭이 태어났을 때, 탯줄이 그의 목을 감아 뇌로 가

는 산소를 차단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릭은 뇌성마

비를 앓게 되었고, 신체가 마비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릭이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들은 부모에게 

“이 아이는 남은 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것

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릭의 부모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릭을 보통 아이처럼 키우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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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ginning of Team Hoyt |

Rick had two younger brothers, and his parents were 

convinced that Rick was just as intelligent as they 
확신했다 assure.. . . brothers

were, so they wanted to send Rick to a public 

school. 

• were = were intelligent

However, because Rick could not speak, the school 

authorities believed that he was not mentally able to 
당국 [행정기관 ] . . .

comprehend enough to study at their school. 
이해하다 unde rs tand

Rick’s parents refused to accept that, and soon they 
앞문장...

themselves taught him the alphabet and even how 
강조용법 [생략가능 ] . .

to swim.

• how to swim = how ___________________1

In 1972, [when / which] Rick turned ten years old, a 

group of engineers from Tufts University heard 

about him and paid his family a visit. They told 

Rick a joke, and when he burst out laughing, they 

became convinced that his ability to comprehend 

was perfect. 

They built Rick an interactive computer with which 
대 화 형 . . . .

he could express his thoughts by using little head 

movements to input information.

  

호이트 팀의 시작

릭은 두 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릭 

역시 다른 두 아이만큼 똑똑하다고 확신했다. 그래

서 그들은 릭을 공립학교에 보내길 원했다. 

그러나 릭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당국

은 릭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충분한 이해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릭의 부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직접 아들

에게 알파벳과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다.

1972년, 릭이 열 살이 되었을 때, 터프츠대학교의 

공학자들이 릭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가족을 방

문하였다. 그들은 릭에게 농담을 했고, 릭이 웃음을 

터뜨리자 그의 이해 능력이 완벽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릭에게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약간만 머리

를 움직이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대화형 컴퓨터

를 만들어 주었다.

 how he should sw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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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at last, Rick was able to express himself using 

the computer. His parents had expected that his first 

words would be “Hi, Mom” or “Hi, Dad,” so they were 

quite surprised when he said, “Go, Bruins!” 

The Bruins were an ice hockey team that had made 

it into the Stanley Cup Finals that year. This 

showed that Rick really liked sports, so his father 

quit his job and began taking Rick running. 

In 1978, Rick heard of a local athlete who was 

severely injured in an accident and paralyzed. Rick 
마 비 된 . . . . . . .

suggested to his father that they participate in a 

five-mile benefit run to help the athlete. 

• participate = take part in

Dick agreed, and he ran the race, pushing his son 

all the way in a wheelchair, and they finished next 

to last. After the race, Rick told his father, “Dad, 

today for the first time ever, I didn’t feel 

handicapped.” They began competing in more races. 
장애가 있는 d i s a b l e d

In 1981, they ran the Boston Marathon and finished 

in the top quarter of the field.

번역

마침내 릭은 컴퓨터를 사용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

게 되었다. 그의 부모는 릭이 처음 할 말이 “안녕, 

엄마” 또는 “안녕, 아빠”일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그

가 “이기자, 브루인스!”라고 말하자 깜짝 놀랐다. 

브루인스는 그 해 스탠리컵 결승에 진출한 아이스

하키팀이었다. 이것은 릭이 진정으로 스포츠를 좋

아한다는 사실을 보여 줬고 그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릭을 달리기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1978년, 릭은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해 마비가 

된 지역의 한 운동선수의 소식을 들었다. 릭은 아버

지에게 그 선수를 돕기 위해 5마일 자선 달리기에 

참가하자고 제안하였다. 

딕은 동의했고, 경주 내내 휠체어에 탄 아들을 밀며 

달려 꼴찌에서 두 번째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경주

를 마치고 릭은 “아버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게 장애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더 많은 경주에서 뛰기시작했다. 1981년 

그들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고 상위 25% 

안에 드는 성적으로 경기를 마쳤다.

�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분석자료
Update 2017. 6. 5.

실용영어_독해작문(능률찬) 5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eyond the Limits |

After competing in marathons for four years, Rick 

and Dick were ready for a new challenge. They 

decided to participate in a triathlon. Dick was not a 
철인 3종경기 . . . .

very good swimmer and hadn’t ridden a bicycle since 

he was six years old. 

People told Dick that the triathlon would be 

impossible for him and Rick and that he would be 

crazy to put his son through such an ordeal, but 
시 련 . . .

Rick and Dick were determined to make their 

“impossible” dream come true.

  

In the swimming part of the triathlon, Dick tied a cord 
철 인 레 이 스 줄 strap..

around his waist and pulled  Rick for 3.9 kilometers. 
잡아당겨 헤엄쳤다

Then he cycled 180 kilometers with his son riding 

behind him and finally pushed him in his wheelchair 

the entire 42.195 kilometers of the running portion 
구 간 . . . . .

of the race.

한계를 넘어서

4년간 마라톤에 참가한 후, 릭과 딕은 새로운 도전

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철인3종경기

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딕은 수영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었고 여섯 살 이후로 자전거를 탄 적도 없었다.  

사람들은 딕에게 철인3종경기는 그와 릭에게는 불

가능할 것이며,아들에게 그런 시련을 겪게 하는 것

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말하였지만, 릭과 딕은 그들

의 ‘불가능한’ 꿈을 실현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철인3종경기의 수영 종목에서, 딕은 허리에 줄을 

묶고 릭을 끌며 3.9킬로미터를 헤엄쳤다. 그러고 

나서 딕은 아들을 자전거 뒤에 태운 채 180킬로미

터를 달렸으며, 마지막으로 42.195킬로미터의 마

라톤 구간을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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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competitors but one  had already finished 
except a person ?

when Rick and Dick finally made it to the finish line, 

but the spectators all waited to see them finish and 
목적

stood up to cheer for them.

Rick said, “I never could have done this without my 

father.” Dick told his son, “I never would have done 

it without you.” 

• withou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 withou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After that, the father-and-son team went on to 

participate in many competitions and eventually even 

ran and cycled 6,000 kilometers across the entire 

United States.

번역

릭과 딕이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한명

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가자들은 이미 경주를 마친 

상태였지만, 관중들은 모두 그들이 완주하는 모습

을 보기 위해 기다렸고 기립하여 환호해 주었다.

릭은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일을 절대로 해

낼 수 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딕은 아들에게 

“네가 없었다면 나도 이것을 결코 하려고 하지 않았

을 거야.”라고 말했다. 

그 후 이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진 팀은 계속해서 

많은 대회에 참가하였고, 결국에는 전 미국 대륙에 

걸쳐 총 6,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달리고 

자전거를 탔다.

 if it had not been for 1

 if it had not been f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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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logue |
결 말 . . .

A few years ago, Dick had a heart attack /during a 

race.When he was examined by doctors, they 

discovered that the problem was in his major 

arteries.
동 맥 . . . . .

The doctors told him that if he hadn’t kept himself in 

such good condition through all the exercise /he’d 

been doing, he would probably have died fifteen 

years before. 

Through all the training and competitions, Dick had 

not only brought joy to his son’s world but had also 

saved his own life. 

Thanks to his father’s devotion, Rick had amazing 
a m a z e d ( X )

experiences that took him beyond the limits of his 

body, and he also learned to feel that he was a 

valuable human being with something special to 

contribute to the world. 
기 여 하 다

번역

에필로그

5 몇 년 전, 딕은 경주 도중에 심장마비를 겪었다.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을 때, 그의 대동맥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그가 여태까지 해 왔던 모든 운동들을 통하

여 자신의 몸을 이처럼 잘 관리해 오지 않았더라면, 

15년 전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모든 훈련과 대회들을 통해, 딕은 아들의 세계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

명 또한 구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릭은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

는 멋진 경험을 하였고 또한, 자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지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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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Rick graduated from Boston University 

with a degree in special education and computer 

science i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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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k and Dick Hoyt went on to start the Hoyt 

Foundation, through which they participate in 

many benefit events to raise money for other 

disabled people. 

You can see them in the Boston Marathon every 

year.Here are some statements that Rick has made 

using his computer:

"My father has made my dreams come true.”

"My father is the wind under my wings."Now over 

the age of 70 and 50, this father-son team is still 

running to meet ever greater challenges.

번역

또한 1993년 릭은 특수 교육과 컴퓨터 공학 학위

를 받고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릭과 딕 호이트는 호이트 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 

많은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당신은 매년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들

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릭이 자신의 컴퓨터로 말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내 날개 밑을 받쳐 주시는 바람입니다.”

이제 각각 일흔 살과 쉰 살이 넘은 이 아버지와 아

들 팀은 더욱 위대한 도전들을 마주하기 위해 여전

히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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