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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 and Cons of Social Networking Sites

Do you know what social networking sites are? The 

term might not be familiar, but there’s a good chance 

that you use at least one every single day. They are 

websites or online services designed to help you 
고 안 된

build and maintain online networks of social 

contacts. 

• 법이나 제도의 취지/목적:~의 취지는, ~의 목적은: be designed to 
~ / be intended to ~/ be meant to ~ / be to ~/ be aimed at 
~ing

Generally, they allow users to share ideas and 

information with people who have similar interests. 

Social networking sites have become very popular in 

recent years. There are, however,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using them. Mijin and Taemin 
u s e ( X )

will now share their personal opinions on this topic.

Mijin: The Pros

 

I think that using social networking sites is a great 

way to make our lives more interesting. I especially 

like the fact that they offer people a new medium 

through which they can express themselves 

creatively.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한 찬반 의견

당신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뭔지 아는가? 아마 

이 용어가 좀 친숙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매일 적

어도 한 가지는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사람

들이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고안된 웹 

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이 사이트들은 사용자가 공통의 관심사

를 가진 사람들과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 최근 몇 년간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제부터 미진이와 태민이가 

이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할 것이다.

미진 – 찬성

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이 우리의 삶을 더 

재미있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좋다. (빈칸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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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ever leaving their homes and without 

having to pay anything at all, people keep blogs, 
사 용 하 다

send messages to their friends, share funny photos, 

play games, and even invite others to attend 
부 탁 하 다

interesting events.

• attend 참석한,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 attend on 시중들다

These sites also allow us to meet new people, 

reconnect with old friends, and strengthen our 

current relationships. I have a close friend who 

recently went abroad to study. 
해 외 로

• abroad 해외로/ aboard 탑승한(부사,천치사) / board 탑승하

다, 하숙하다 /broad 넓은

Despite the distance, we are still able to keep in 

close contact through a social networking site / we 

both use. In some ways, it’s like she never left. 

When one of us posts a message, the other can 
작 성 하 다

respond instantly.

•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Even if neither of us is in front of a computer, we can 

use our smartphones. Social networking sites are 

also helpful for people who are shy or suffer from 

social anxiety.

번역

집을 떠나지 않고, 또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 사람들은 블로그를 사용하고, 친구들에게 메시

지를 보내고, 재미있는 사진을 공유하고, 게임을 하

고, 심지어는 흥미로운 행사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

하도록 초대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현재의 인간관

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해 준다. 내 친한 친구 한 

명은 최근에 해외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다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지낼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친구가 외국에 가 있지 

않다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 중 한 명이 메시지를 

작성하면, 다른 한 명이 바로 답장을 써 줄 수 있다. 

(빈칸추론) 

우리 중 누구도 컴퓨터 앞에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된다.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또한 

수줍음을 잘 타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

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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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now some people of my age who have a hard 

time meeting new people or talking to others face 

to face. But thanks to these sites, they can still 

have active and rewarding social lives. Finally, 

social networking sites are used as a tool to 

promote social change and an alternative to more 
대 안 , 대 체 제

traditional methods of communication.

• have trouble - ing / have a hard time -ing / have difficulty -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People can be more active in a variety of areas such 

as saving abandoned animals, raising awareness 
높 이 다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so on by sharing 
이동

important information. 

And in times when there are natural disasters, the 

sites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forms 
역학을 하다

of communication, such as newspapers or 

telephones. During serious flooding in Thailand, for 

example, social networking sites were used to keep 

people informed of how to stay safe.

In summary, I think social networking sites are one 

of the best inventions in recent years. Without them, 

the world would be a less friendly place!

• without(But for) N,  S +would / would have pp =  If it were 
not for N(= Were it not for N), If it had not been for N(= Had 
it not been for N)

번역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내 또래의 친구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 덕분에 그 친구들은 

활기차고 보람된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마지

막으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사회 변화를 촉진

하는 도구와 전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의 대안으로 

사용된다. (빈칸추론)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기 동물을 

구하거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는, 이러한 사이트는 

신문이나 전화 같은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대

체 역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안전

하게 대피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

는 데 사용되었다.

 

요약하자면, 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최근 몇 

년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소셜 네

트워킹 사이트가 없다면, 세상은 아마 덜 친근한 곳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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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min: The Cons

  

I agree that social networking sites have the 

possibility to change our lives in a positive way by 

introducing us to new people and ideas. 

Unfortunately, this rarely actually happens. 

In reality, these sites discourage young people from 

going out and meeting their friends face to face. 

Instead, they end up staying home alone in front of 

the computer, wasting their time.

• prevent, stop, keep,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 end up -ing / in + 명사: ~한 상황으로 끝나다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one group of 

researchers in America, teenagers spend an 

average of nine hours a week on social networking 

sites. That’s far too much time to spend alone. These 

site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adults as well. 
• spend[waste] N -ing / on + N 

• affect = have an effect[impact / influence] on 영향을 미치다 

One of my friends has  complained that her parents 
have (X)

are spending less time with her and more time 

online by themselves. This kind of behavior can 

eventually lead to serious family problems.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s  

태민-반대

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

람들과 생각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실제로는 거의 일

어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이러한 사이트들은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 대신에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결국 

홀로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될 뿐이다. 

 

미국의 한 연구 집단에서 행한 한 설문 조사에 따르

면,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평균 9시간 정도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보낸다고 한다. 그것은 혼자 

보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다. 이러한 사이트는 성

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부모님이 자기와 시간을 덜 보

내고 홀로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불

평한 적이 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결국 심각한 

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분석자료

Update 2017. 6. 5.

실용영어_독해작문(능률찬) 7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re’s also the possibility that social networking 

site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our health. The 

fast pace of these sites can be harmful to the brain. 

Some doctors worry that spending too much time 

online can lead to mental disorders in children, 

including *ADHD, difficulties with normal 

conversation, and social awkwardness.

Another problem caused by social networking sites 

is  cyberbullying. Since there is nobody watching 
are (X)

over the interactions that take place on these sites, it 

is very easy for young people to be cruel to one 

another. 

• 접속사 since: ~때문에(주절에 현재완료가 없을때), ~이후로(주

절이 현재완료) / 전치사 since: ~이후로 

And when someone posts something unkind on the 

Internet, it stays there for everyone to see. I’ve seen 

classmates who became very sad and even sick 

because of the treatment they received online.

번역

또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우리 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

한 사이트들은 우리의 두뇌에 해가 될 수 있다. 

몇몇 의사들은 온라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

면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정상적

인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 사회 부적응과 같은 

정신 질환을 겪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사이

버 폭력이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상호 교

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행동하기 쉽다. 

그리고 누군가가 인터넷에 불쾌한 것을 올리면, 그

것은 계속 남아서 모두가 볼 수 있다. 나는 온라인 

상에서 받은 대우 때문에 무척 슬퍼하고 심지어는 

아프기까지 했던 반 친구들을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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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more, rumors and false information can be 

easily spread on social networking sites. Finally, 

when we use social networking sites, we’re putting 

our personal information at risk. 

Cybercriminals carefully search through these sites, 

looking for information such as national identity 

numbers, phone numbers, addresses, and 

passwords. 

They can then take this information and use it for 
목 적

something bad without our knowledge! Nobody can 

say for sure whether social networks are good or 

not. 

Therefore, it is our job to use sound judgment to 

distinguish what is appropriate and what is not 

when using these sites.

 

번역

더욱이, 소문과 잘못된 정보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

트에서는 쉽게 퍼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소셜 네트

워킹 사이트를 사용할 때 우리의 개인 정보는 위협

을 받게 된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면밀히 검색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비밀 번호와 같은 

정보들을 찾는다. 

그러면 그들은 이 정보를 우리 몰래 나쁜 곳에 사용

할 수 있다! 아무도 소셜 네트워크가 좋은지 나쁜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할 때,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6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분석자료

Update 2017. 6. 5.

실용영어_독해작문(능률찬) 7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per Etiquette for Smart Social Networking

 

Online social networking sites are the hot way to stay 

in touch, but there are rules of online etiquette that 

you should follow. People will judge you based on 

your online personality.

Control Your Emotions

Never post when you’re angry or upset. Don’t upload 

pictures or comments you might regret later. Don’t do 

anything wrong or rude. Build a good reputation for 

yourself instead; it’s much harder to repair a bad 

reputation than to maintain a good one.

Select “Friends” Carefully

  

Be selective when adding new people to your 

friends list. Check their profiles if you don’t know 

them well. Do they have bad profiles? Make sure you 
평 판

want this person to be your friend. Keep in mind 
B e a r

that other users may judge you by the company / 

you keep.

똑똑한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올바른 예절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당신이 꼭 

따라야만 하는 온라인 예절에 관한 규칙이 있다. 사

람들은 당신의 온라인 상의 성격을 기반으로 당신

을 판단할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라

 

화가 났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글을 쓰지 말아라. 

나중에 후회할 만한 사진이나 의견을 올리지 말아

라. 잘못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지 말아라. 대신에 당신 스스로에 대한 좋은 평판

을 형성하라.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쁜 평

판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라

새로운 사람을 친구 목록에 추가할 때는 선별적이

어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프로필을 주의 깊

게 봐라. 그들이 불건전한 프로필을 가졌는가? 당

신이 이 사람과 정말 친구가 되고 싶은 것인지 확실

히 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사귀는 친구들을 통

해 당신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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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Before You Link

Providing links to dangerous contents, hateful 

materials or illegal downloads makes people angry. 
m a k e ( X )

This type of behavior won’t win you friends, and you 

may even lose some friends in the long run. You 

shouldn’t expect everyone to have the same 

opinions as yours about everything you upload.

Network with Respect

  

Continually sending too many messages to people 

will bother them. They won’t want to communicate 

with you, and you could find yourself banned from 

the social networking site. If your behavior wouldn’t 

be tolerated in the real world, it won’t be tolerated 

online either. 
t o o ( X )

링크를 걸기 전에 주의하라

 

위험한 내용이나, 혐오스러운 자료, 불법 다운로드

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을 화나

게 만든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하면 당신은 친구

를 얻지 못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올리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라

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존중하며 인맥 관리를 하라

끊임없이 과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남을 괴롭

히는 일일 수 있다. 그 사람은 당신과 이야기하길 

원치 않을 것이고, 당신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로

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 당신의 행동이 현실에서 받

아들여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라면 온라인 상에서도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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