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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On August 2, 1928, 17-year-old Ronald Reagan 

called to swimmers at Lowell Park in Dixon, Illinois, 
소 리 쳤 다

to come out of the water. The sun was setting, and 
나 오 라 고 지 고 있 는

his duties as a lifeguard were coming to an end for 

the day when he suddenly heard the sound of 

splashing water. He ran to the edge of the Rock 
가장자리

River and peered out across the black water. In the 
내 다 보 았 다

twilight, (a)he saw a shape splashing in the water. A 
황 혼 속 에 서 형 체 가 첨 벙 거 리 다

swimmer had failed to listen to Reagan's call and 

was struggling against the strong current.
허 우 적 거 리 다

(B) Reagan pulled the man out of the water. His 

boss, Mr. Graybill, was waiting for (b)him at the 
Reagan

water's edge and resuscitated the unconscious 
인공호흡으로 소생시키다 의 식 을  잃 은

swimmer. The swimmer's narrow escape from death 

brought Reagan's number of rescues up to twenty-

five.

01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번역

(A) 1928년 8월 2일에 17세의 Ronald Reagan

은 일리노이 주의 Dixon에 있는 Lowell Park에서 

수영객들에게 물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해가 

지고 있었고, 인명 구조원으로서 그 날 그의 임무가 

끝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갑자기 물이 첨벙거

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Rock River 의 가장자

리로 달려갔고, 검은 강물을 내다보았다. 황 혼 속

에서, 그는 한 형체가 물속에서 첨벙거리는 것을 보

았다. 한 수영객이 Reagan이 외치는 소리를 듣 지 

못했고, 강한 물살을 맞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B) Reagan은 그 남자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

의 상사인 Graybill 씨가 강 가장자리에서 그를 기 

다리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그 수영객을 인공호흡

으로 소생시켰다. 그 수영객이 간신히 목숨을 건짐

으로써 Reagan의 구조 횟수는 25회로 늘어났다. 

 ③ (C)-(D)-(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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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ithout a moment's hesitation, Reagan ran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into the water. Because the swift current could 
급 한 물 살

quickly carry (c)him downstream, Reagan knew he 
하 류 로

could not swim straight toward the drowning man. He 
물 에 빠 진

swam in a curve  upriver, allowing the current to 
곡선을 그리며 강 위 로 물 살 이

carry him to the swimmer. Reagan knew time was 
Reagan

running out. The man had already slipped below 
다 되 어 간 다

the surface once before Reagan got to (d) him .
한 번 도달하다 swimmer

(D) The man panicked. He grabbed onto Reagan 
허 둥 댔 다

and began to pull  him under. The two men 
끌어 다겼다 물 속 으 로

struggled to stay afloat. Thinking quickly, Reagan 
허 우 적 거 렸 다 물에 떠 있는

had to punch the man into unconsciousness to make 
목적

him stop squirming. (e) He  then wrapped his arm 
몸 부 림 치 다 Reagan

around the limp swimmer and began swimming 
축 늘어진

back against the current. It took all of Reagan's 
물 살 다 썼다

strength to make it back to shore.  *squirm 움직거리다
힘 을

02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

른 것은?1

03 윗글의 Reagan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2

번역

(C)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Reagan은 물로 뛰어들 

었다. 급한 물살이 그를 금세 강 아래쪽으로 떠내려 

보 낼 수 있었기에, Reagan은 자신이 물에 빠진 

남자 를 향해 곧바로 헤엄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았다. 그 는 강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헤엄쳐서 

물살이 그를 그 수영객에게 데려가도록 했다. 

Reagan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

다. 그 남자는 Reagan이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

미 한 번 수면 아래로 빠져 들어갔다.

(D) 그 남자는 허둥댔다. 그는 Reagan을 꽉 붙잡

은 채,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 두 

남 자는 떠 있기 위해 허우적거렸다. 순간적으로 생

각하고 서, Reagan은 그 남자가 움직거리는 것을 

멈추도 록 하기 위해 그를 주먹으로 때려 의식을 잃

게 해야 했 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축 늘어진 수영객

을 팔로 감고 물살에 대항하며 헤엄쳐 나오기 시작

했다. 강가로 되돌 아오는 데 Reagan의 모든 힘이 

소진되었다.

 ④ (d)1

 ② 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본 경험이 없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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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Sean and Tony were good colleagues before 

Sean was named chair of the board and chief 
임 명 되 었 다 최고경영자

executive officer of a company. As a board member, 
이 사

Tony had voted enthusiastically for Sean's 
표를 던졌다 찬 성

appointment because in addition to liking (a)him, he 
임 명

thought Sean had the intelligence and background 

for the job. But once they began working together, 

things started to fall apart.
틀 어 지 다

(B) Board meetings thereafter became occasions for 

shouting matches between the two of them, with the 

other board members looking on in disappointment 
실 망 속 에 서

and disapproval. Before long, Sean was advised to 
반 감 오래지 않아

resign and forced to leave (b)his position in the 

company, and Tony resigned in disgrace soon after. 
불 명 예 스 럽 게

This was a sad ending to what could have been a 

wonderful working relationship.

01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1

번역

(A) Sean과 Tony는 Sean이 한 회사의 이사 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좋은 동료

였 다. 이사로서Tony는 그를 좋아하는 것 외에도 

Sean이 그 일에 걸맞은 지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

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Sean의 지명을 열렬히 찬

성하는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일단 그들이 함께 일하

기 시작하 자,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B) 그 후의 이사회 회의는 그들 두 사람 간의 고함 

지르기 시합의 현장이 되었고, 다른 이사들은 실망

감과 반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Sean은 사임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회사에서의 그

의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강요당했으며, Tony는 이

후 곧 불명예스럽게 사직했다. 이것은 훌륭한 업무 

관계가 될 수도 있 었을 일의 슬픈 결말이었다. 

 ⑤ (D)-(C)-(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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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t one point, Sean ordered Tony to stop 

conferring with an employee representative privately, 
논 의 하 다 직 원 대 표

which was not an unreasonable request. But the 
부 당 한

public manner in which he told Tony made (c)him 

feel as though Sean was trying to control him. He 

reacted with anger and outrage, blasting Sean 
비 난 했 다

during a board meeting. Tony's anger was a hurtful 

blow to Sean, so (d)his response in defense was 
일 격

also anger.

(D) Although very talented, Sean was not fully 

prepared to work with board members like Tony, 

who had their own ideas about how things should 

be done. In addition, Sean rarely took the time to 

invite others to join in (e)his decision-making 

process. As a result, despite the many excellent 

decisions / he made for the company, he displeased 
기 분 을 상 하 게 하 다

members of his board because he made almost all 

decisions by himself.

02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

른 것은?1

03 윗글의 Sean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2

번역

(C) 어느 때인가 Sean이Tony에게 직원 대표와 사

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지시했는데, 이

는 부당한 요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Tony에게 

말 한 공개적인 방식이 그로 하여금 마치 Sean이 

자신 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

다. 그는 분노와 격분의 반응을 보였고 이사회 회의

에서 Sean 을 비난하였다. Tony의 분노는 Sean

의 마음에 상 처를 주는 일격이어서, 자신을 방어하

는 그의 대응 또 한 분노였다.

(D) 매우 재능이 있었지만, Sean은 Tony와 같은 

이사들과 같이 일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

는 데, 이들은 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그들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Sean은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하기 를 좀처럼 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

가 회사를 위해 내린 많은 뛰어난 결정에도 불구하

고, 그는 거의 모든 결정을 혼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 다.

.

 ③ (c)1

 ④ 일에 관해 주관이 있는 이사들과의 협업에 능숙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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