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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기출자료집  

Part 6 핵심템플릿 요약본 

 

2월호 

2021년 1월 2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o be successful, a manager should be good at communication.”  

Q11 당신은 다음 글에 동의합니까, 아니

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성공적이기 위해

서 리더는 소통을 잘 해야 한다”  

(답변: 동의)  

First, if a leader is a good communicator, he can express his points clearly 

and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others. 

첫째, 리더가 의사소통을 잘한다면,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Second, friendly communication will create positive atmosphere. 둘째, 우호적인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분위

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9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think having a nice job would contribute most to living a 

satisfying life? 

Q11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가장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답변: 동의) 

First, people feel happy when they do something they like.  첫째,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Second, if I have a great job which pays me well, I can enjoy more things 

in life.  

둘째, 만약 내가 돈을 잘 버는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6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Should parents encourage their kids to learn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even if their kids are not good at it?  

Q11 비록 아이들이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우도록 독려(권장)해야 할까요? 

(답변: 권장할 필요 없다) 

First, when kids are forced to learn something that they are not good at, 

they will get extremely stressed out.  

첫째, 아이들은 그들이 잘 못하는 것을 배

우도록 강요 받을 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Second, there are many alternatives of learning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such as singing or dancing.  

둘째, 악기를 배우는 것 이외에도 노래, 춤 

등 음악을 배우는 방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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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3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If the wage were same, which department would you want to 

work in: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or customer service 

department?  

Q11 만약 임금이 같다면 연구개발 부서와 

고객 서비스 부서 중 어떤 부서에서 일하

고 싶습니까? (답변: 연구개발부서) 

First, I studied psychology and statistics in college, so I want to get a job 

related to my majors.  

첫째, 나는 대학에서 심리학과 통계학을 공

부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Second, I am an introverted person and I not good at dealing with 

people’s requests.  

둘째,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의 요

청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2021년 1월 30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I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going to have day trip, which 

activity do you think would be more valuable for the students: to tour 

a local corporation or visit an art gallery?  

Q11 만약 초등학생들이 당일 여행을 간다

면, 지역 기업을 방문하는 것 또는 미술관

을 방문하는 것 중 무엇이 학생들에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미술관) 

First, visiting an art gallery is a fun way to learn about history and arts.  첫째,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은 역사와 예술

을 배우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Second, gallery offer various types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programs 

such as exhibits or docent-led tours.  

둘째, 갤러리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 자료 

또는 전시물이나 작품설명과 같은 프로그

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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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2021년 2월 6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A university professor should have a sense of humor to give a lecture 

in a more effective way.” 

Q11 당신은 다음 글에 대해 동의합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강

의를 할 수 있도록 유머감각을 가져야 합

니다” (답변: 동의) 

First, it will create friendly and positive atmosphere.  첫째,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할 것입니다.  

Second, it will enhance interaction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둘째,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13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A person’s job satisfaction is affected more by salary than the 

assigned duties.” 

Q11 당신은 다음 글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직업 만족도는 할당된 직무보

다 급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답변: 동의) 

First, a high salary will increase the quality of my life. 첫째, 높은 연봉은 내 삶의 질을 높일 것입

니다.  

Second, a high paying job will give me a sense of fulfillment.  둘째, 보수가 높은 직업은 나에게 성취감을 

줄 것입니다.  

 

2021년 2월 20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If salary were the same, which would you prefer: working at a 

small company or working at a large company? 

Q11 만약 급여가 같다면,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 아니면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답변: 작은회사) 

First, I can cover more roles and responsibilities.  첫째, 저는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Second, there is more networking in a small company.  두번째, 작은 회사에서는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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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7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Which do you think contributes more to a team’s effectiveness: an 

experienced leader or good relationships among team members? 

 

Q11 경험이 많은 리더와 팀 구성원들 간

의 좋은 관계 중 어느 것이 팀 성공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팀 구성원들 간의 좋은 관계) 

First, if the team members have good relationships, they will get along 

with others well.  

첫째, 팀원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다

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것입니다.  

Second, it will create friendly and positive atmosphere. 둘째,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2021년 2월 28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 best way to relieve stress is reading books.”  

Q11 당신은 다음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아

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답변: 비동의) 

First, reading itself is stressful.  첫째, 독서는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Second, reading hurts my eyes and arms.  둘째, 독서는 나의 눈과 팔을 힘들게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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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 

2021년 3월 6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Which one do you think contributes more to be an effective 

business leader: having communication skills or organizational skills? 

Q11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처리 능력 중 

어떤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업무 처리 능력) 

First, a leader with good organizational skills would know what is more 

important and urgent than others. 

첫째, 좋은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Second, the leader can plan ahead and make a detailed work schedule in 

advance.  

둘째, 리더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업무 일정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3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y students to choose a subject they enjoy.” 

 

Q11 당신은 다음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아

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 동의) 

First, it helps students stay engaged and become active learners.  첫째, 이것은 학생들이 계속 참여하고 적극

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Second, students will have more self-motivation.  둘째, 학생들은 더 많은 동기 부여를 갖게 

될 것입니다.  

 

2021년 3월 20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Consider a career that you are familiar with. Do you think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is changing the way people work for that 

career? 

Q11 당신에게 익숙한 직업을 생각해보세

요. 기술의 발전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세

요? (답변: Yes)  

Firs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people can work 

remotely.  

첫째, 현대 기술의 발달 덕분에 사람들은 

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Second, it also has changed the way people communicate for work. 둘째, 이것은 사람들이 업무를 할 때 의사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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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1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 advancements of technology will influence farming industry in the 

future.”  

Q11 당신은 다음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아

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기술의 발전은 미래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답변: 동의) 

First, there will be more online resources that farmers can access for better 

agricultural activities.  

첫째, 더 나은 농업 활동을 위해 농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들이 더 많아

질 것입니다.  

Second, more human labor will be replaced with machinery or electronic 

systems.  

둘째, 더 많은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나 전

자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2021년 3월 27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What are the advantages of being a leader in a group?  Q11 그룹에서 리더가 되는 것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First, I can improve my management skills.  첫째, 나는 경영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습

니다.  

Second, it would give me a sense of fulfillment.  둘째, 이것은 나에게 성취감을 줄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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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호 

2021년 4월 3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Which do you think influences more to one’s happiness: doing 

volunteer work or having an enjoyable job? 

Q11 봉사 활동을 하는 것과 즐거운 직업

을 갖는 것 중 어떤 것이 행복에 더 영향

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즐거운 직업) 

First, it will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because my mental health will get 

improved. 

첫째, 즐거운 직업을 갖는 것은 나의 정신 

건강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여

줍니다.  

Second, we usually do something better when we like what we do. 둘째, 우리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더 나은 일을 합니다.  

 

2021년 4월 4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 most effective way to promote products or services is advertising.” 

 

Q11 당신은 다음 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광고입니

다.” (답변: 동의) 

First, companies should increase the brand recognition to raise awareness 

of what they sell.  

첫째, 기업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

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Second, when people want to buy something, they usually search for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eforehand.  

둘째,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인

터넷에서 미리 정보를 찾습니다.  

 

2021년 4월 10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For high school students, art and music should be given the same 

importance as math and science.” 

Q11 당신은 이 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예

술과 음악은 수학과 과학만큼 중요해야 합

니다.” (답변: 동의) 

First, taking music and art classes contributes to enhancing their creativity.  첫째, 음악과 미술 수업을 듣는 것은 그들

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Second, it’s an excellent way to relieve stress and relax.  둘째, 이것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푸는 훌륭

한 방법입니다.  

 

 

 

 

 



 

Copyright ⓒ 2021 By 정하진. 무단 복제 및 재배포 절대 금지 

9 

2021년 4월 17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Employees should be permitted to use social networking sites to 

communicate with their colleagues in the workplace.” 

Q11 당신은 다음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아

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직장내 동료와 소통하기 위해 소셜 네트

워킹 사이트 사용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답변: 비동의) 

First, it would be so confusing and distracting.  첫번째,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Second, it will lower work productivity.  두번째, 이것은 일 생산성을 낮출 것입니

다.  

 

2021년 4월 24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What are the disadvantages of sharing office space with 

colleagues? 

Q11 사무실 공간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

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First, we get distracted by others’ noise.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음에 방해를 

받습니다.  

Second, I need to be more careful of the noise that I make as well.  둘째, 제가 내는 소음도 더 조심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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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호 

2021년 5월 1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skills to learn in high school: music 

or computer skills? 

Q11 음악과 컴퓨터 기술 중 어떤 것이 고

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입

니까? (답변: 컴퓨터 기술) 

First, by developing their computer skills at school, they will be better 

prepared for their career or further studies in the future.  

학교에서 컴퓨터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그

들은 그들의 직업이나 더 많은 공부를 위

해 보다 더 대비할 수 있습니다. 

Second, better computer skills will enhance their learning techniques.  둘째, 더 나은 컴퓨터 기술은 그들의 학습 

기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021년 5월 8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Which one do you prefer: visiting museum in person or virtual 

museum online? 

Q11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과 가상 

온라인 박물관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

까? (답변: 가상 온라인 박물관) 

First, visiting a virtual museum is time saving and fast.  첫째, 가상 온라인 박물관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빠릅니다.  

Second, it’s safer.  둘째, 더 안전합니다.  

 

2021년 5월 15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Is it important for a team leader to have skills for managing 

conflicts? 

Q11 팀 리더가 갈등을 관리하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답변: 중요하다) 

First, quick settlement will create friendly and positive atmosphere.  첫째, 신속한 해결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Second, this skill will also contribute to increasing concentration level.  둘째, 이 기술은 집중력 향상에 기여할 것

입니다. 

 

2021년 5월 22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When learning a new hobby,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learning 

from family or learning about it by reading a book? 

Q11 새로운 취미를 배울 때 가족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책을 통해 배우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책) 

First, it’s more accurate because books are written and edited by 

professionals.  

첫째, 책은 전문가들에 의해 쓰이고 편집되

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Second, written stories are more in-depth and detailed so I can search and 

read the specific information that I want.  

둘째, 쓰여진 내용이 좀 더 상세하고 면밀

해서 제가 원하는 자세한 정보들을 찾고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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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9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It is impossible to be a valuable employee if you cannot work in a 

team.” 

Q11 당신은 다음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아

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팀으로 일하지 못한다면 가치 있는 직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 동의) 

First, sometimes being a team player is even more important than being 

skillful and knowledgeable.  

첫째, 때때로 팀플레이어가 되는 것은 능숙

하고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Second, if I have a trouble working with others, my performance will 

suffer.  

둘째, 만약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성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

다.  

 

  



 

Copyright ⓒ 2021 By 정하진. 무단 복제 및 재배포 절대 금지 

12 

7월호 

2021년 6월 5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It is important to have outdoor playtime during the school time.” 

Q11 당신은 다음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아

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수업시간 동안 야외에서 노는 시간을 갖

는 것은 중요합니다.” (답변: 동의) 

First, it’s an excellent way to relieve stress and relax.  첫째, 이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푸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Second, they can stay healthy and fit. 둘째, 그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2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a statement? 

“Reading a book relaxes you more than exercising.”  

Q11 당신은 다음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책 읽는 것은 운동하는 것보다 더 긴장을 

풀어줍니다.” (답변: 동의) 

First, it calms us down.  첫째, 진정하게 해줍니다 

Second, exercising is often tiring and demanding. 둘째, 운동은 지치고 힘이 듭니다.  

 

2021년 6월 13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Every commercial should be entertaining to be effective.”  

Q11 당신은 다음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광고는 효과적이기 위해 재밌어야 

한다” (답변: 동의) 

First, most people will skip the commercial unless it’s fun or eye-catching.  첫째, 광고가 재밌거나 눈길을 끌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를 보지 않고 넘깁

니다.  

Second, we usually remember fun things longer. 둘째, 우리는 주로 재밌는 것들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2021년 6월 19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Which would prepare a job candidate better for a career in 

business: foreign language courses or computer-skill courses? 

Q11 비즈니스 커리어를 위해 외국어 수업

과 컴퓨터 수업 중 어떤 것이 구직자를 더 

잘 준비시키는 수업인가요?  

(답변: 컴퓨터 수업)  

First, people in business do a lot of document-writing works.  첫째,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은 문서 작성 

작업을 많이 합니다.  

Second, they need to make a marketing decision based on data analysis.  둘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마케팅 결정

을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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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6일 기출변형모의고사 

Q11. Are there any disadvantages of organizing for activities for a 

vacation in advance?  

Q11 휴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First, it will require more preparation time and effort 첫째, 더 많은 준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

니다.  

Second, planning in advance can take the fun out of the trip.  둘째, 미리 계획을 세우면 여행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