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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Washing is required to remove any dirt and remains 

① sticking to the waste plastic. It increases the 

purity of the plastics and in some cases ②improves 
청 결 함

the efficiency of other processes such as sorting. 
분 류

The principles are the same as ③those applied to 
원 리 principles

any household washing detergent. The impurities 
가 정 용 불 순 물

must stick more ④strongly to the cleaning medium 
달라붙다 세 척 도 구

than to the plastic to allow for removal. Washing also 
목적

removes labels and water-soluble glue residues. 
수 용 성 잔 여 물

Once the materials are washed, they then need to be 

dried. This can be done mechanically by simply using 

gravity and a conveyor to allow any liquid ⑤drained 
운 반 장 치

away. Thermal methods use hot air to dry the plastic 

flakes.
조 각

폐플라스틱 세척

세척은 폐플라스틱에 달라붙은 오물과 남은 찌꺼기

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것은 플라스틱의 청

결함을 증대하고 몇몇 경우에는 분류와 같은 다른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원리는 가정용 세탁 세제에 적용되는 것들과 동일

하다.제거를 위해서는 분순물이 플라스틱보다는 세

척 도구에 더 강하게 달라붙어야 한다. 세척은 또한 

라벨과 수용성 접착제 잔여물을 제거한다.

자재들이 일단 세척이 된 다음에 건조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액체든지 빠지게끔 중력과 운반 장치

를 사용하여 단순히 기계적으로 될 수 있다. 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리기 위해 뜨

거운 공기를 사용한다.

 ⑤ to dr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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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As a result, the city of Curitiba,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two million, has one of the most heavily 

used yet lowest cost public transit systems in the 

world.

The bus system in Curitiba, Brazil, provides a 

splendid example of what is possible when a 
훌 륭 한

government truly gets behind public transportation. 
 지원하다

( ① )Residents of Curitiba say the bus system plays 

a huge role in making their city livable and joyful. 

( ② )The buses run reliably and frequently, in some 
신뢰할 수 있게

cases as often as every ninety seconds.

( ③ )The stations are convenient, well-designed, 

comfortable, and attractive. ( ④  )Nearly three-

quarters of the city's commuters use the bus system 

to get to and from work. 

( ⑤ )The city's streets are surprisingly free of traffic 

jams, and the air is nearly pollution-free.

브라질 Curitiba 시의 버스 체계

그 결과, 인구가 2백만이 넘는 Curitiba 시는 세계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도 비용은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중 하나를 갖고 있다.

브라질 Curitiba 시의 버스 체계는 정부가 대중교

통을 진정으로 지원할 때 가능한 것에 대해 훌륭한 

예를 하나 제공한다.

Curitiba 주민들은 버스 체계가 그들의 도시를 살 

만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버스들은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자주 운행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매 90초만큼 자주 운행된다.

버스 정류장은 편리하고, 잘 설계되어 있으며, 편안

하고, 매력적이다. 그 도시의 거리에는 놀랍게도 교

통 체증이 없고, 공기는 거의 오염되어 있지 않다.

그 도시의 통근자들 거의 3/4이 직장으로 출근하고 

직장에서 퇴근하는 데 버스 체계를 이용한다.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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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raditional professional health care assumes that 

something about the client is broken (illness) and 

needs to be fixed (treatment). Within most health-

related professions, including nursing, it is accepted 

that the special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will 

make the difference in the client's life. 

But nursing techniques or interventions are 
기 법 붕 재

responsible for only about I5% of the outcome. Thus, 

the strength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s of the 
회 복 력

client are responsible for most of the change and 

how it occurs. 

Nurses need to understand how clients make 

changes and how, as nurses, they can best support 

each client. By doing this, the emphasis shifts from 
주 안 점 이

problems and deficits defined by the nurse, to 
분명히 밝혀진

possibilities and strengths identified in egalitarian, 
평 등 한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clients. This allows 
협 력 적 인

the client's support system and environment to move 

into central roles.

* resilience 회복력 ** egalitarian 평등주의의

번역

전통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는 고객의 어떤 것이 망

가 졌고(질병) 고쳐져야(치료) 한다고 간주한다. 간

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강과 관련된 직종 내에서

는 전문가의 특수한 지식이 고객의 삶에 변화를 만

들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간호의 기법이나 간호 중재는 결과의 약 

15%만의 원인이다. 따라서 고객의 힘, 회복력, 사

회적 지원이 대부분의 변화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원인이 된다. 

간호사는 고객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며 간호사로서 

자신이 어떻게 각각의 고객을 지원 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호사가 분명하게 

밝힌 문제점과 결함으로부터, 고객과의 평등한 협

력 관계에서 찾은 가능성과 힘으로 주안점이 옮겨

진다. 이리하여 고객의 지원 체계와 환경이 중심적

인 역할로 이동할 수 있다.

 ③ 간호사는 치료에서 환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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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Microwaves cause water, fat, and sugar molecules 

to vibrate 2.5 million times per second, producing 
진동하게 하다

heat.

(A) It occurs for a longer time in dense foods such 
통 째 의

as a whole turkey or beef roast than in less dense 

foods like breads, small vegetables and fruits. 

During this time, the temperature of a food item can 

increase several degrees.

(B) For that reason, directions may advise letting a 
사 용 법

food "rest" for a few minutes after turning off the 

oven or removing food from the oven.

(C) After the oven is off or food is removed from the 

oven, the molecules continue to generate heat as 

they come to a standstill. This additional cooking 
정 지 상 태

after microwaving stops is called carryover cooking 
뜸 들 이 기

time, resting time, or standing time. 
휴 지 시 간 대 기 시 간

전자레인지 조리 원리

전자레인지는 물, 지방, 그리고 설탕의 분자를 초당 

250만 번 진동하게 하여 열을 만들어 낸다.

그것(추가적인 조리)은 빵, 작은 채소와 과일과 같

이 밀도가 덜한 음식에서보다 통째의 칠면조나 비

프로스트같이 밀도가 높은 음식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한다.이 시간 동안 음식의 온도는 몇 도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전자레인지의) 사용법이 전자레

인지를 끄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꺼낸 후에 음

식을 몇 분 동안 ‘그대로 놔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가 꺼지거나 음식을 전자레인지로부터 

꺼낸 후에는 그 분자들은 정지 상태에 이르는 동안 

계속에서 열을 만들어 낸다. 전자레인지의 작동이 

멈춘 뒤의 이러한 추가적인 조리는 여열 조리 시간, 

휴지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라고 불린다.

 ④ (C) - (A) -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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