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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uels: Energy for the Future?

Moderator: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the debate. Today's topic is biofuels, an energy 

source made from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corn, soybeans, or sugar cane. 
콩

As fossil fuels like gasoline or natural gas are fast 

decreasing,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biofuels 

now. So today we're going to hear from two teams 

about whether biofuels are a good energy alternative 

for the future.Let's begin with the "Pro" team.

Pro: I think / using biofuels is a great idea for the 

environment / because we can reduce CO2 

emission by 36 to 52 percent by using biofuels 

instead of oil and gas. As you know,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is CO2 emission, so we can slow 
배 출

down the global warming process by using 

biofuels.(빈칸추론)

바이오 연료: 미래를 위한 에너지인가?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오 연료인데, 이것

은 옥수수나 콩 또는 사탕수수 같은 농산물로 만들

어지는 연료를 말합니다. 

휘발유나 천연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들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

오 연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

리는 두 팀으로부터 바이오 연료가 미래를 위한 좋

은 에너지 대안이 될지에 관하여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찬성’팀부터 시작하시죠.

찬성: 저는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위

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름과 

가스를 사용하는 대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6퍼센트에서 52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

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기 때

문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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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I don't believe / biofuels are the best way to 

protect the environment. As the "Pro" team 

mentioned, biofuels have some benefits. However, 

biofuels can cause other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at is, we need lots of corn or soybeans to produce 

biofuels.To meet the need, we have to clear natural 
충족시키다 개 간 하 다

forests and make more farmlands. In this process, 

we cannot help but destroy many trees and 

eventually the ecosystem.(주제문)

• can not help -ing / can not  but R / can not help but R / 

have no other choice but to do

Pro: Of course, we need to find way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However, 

we shouldn't give up biofuels considering their 

great economic benefits. 

The biggest advantage of using biofuels is that you 

can produce them without limit as long as there are 

crops. Imagine you were filling up the gas for your 

car with ethanol made from the corn near your 
making(X)

house. Wouldn't it be great? If we used it for our cars, 

we would not worry about increasing gas prices.

번역

반대: 저는 바이오 연료가 환경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찬성’팀이 언급했듯이, 

바이오 연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

나, 바이오 연료는 다른 심각한 환경 문제를 불러일

으킬 수 있습니다. 

즉,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려면 옥수수와 콩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

리는 숲을 개간하고 더 많은 농토를 만들어야 합니

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나무들뿐만 아니

라 종국에는 생태계까지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찬성: 물론, 환경에 미치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의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오 연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 연료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곡식이 있는 한 

끝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집 근

처에서 키운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로 여러분 자동

차의 연료를 채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동차에 그것을 사용

한다면, 우리는 연료비 상승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

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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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But you need to consider that the production 

process of biofuels is not that simple. I mean, you 

first need to collect and transport crops from many 

fields both near and far to refinery stations to 

produce them. It is neither convenient nor cost-

effective.

Moderator: So are you saying / the disadvantage of 

biofuels is the production process?

Con: Yes, and there's more. Considering the 

amount of energy gained from the crops burned, 

biofuels are not a very efficient source of energy. 

For example, a study shows that you need 200 

kilograms of corn to produce only 85 liters of pure 

ethanol. This indicates that they won't meet the 

demand of all the people.

Pro: Yes, and that's why many researchers are 

developing new technology to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Also, they are trying to produce biofuels 

using animal waste, which would solve the crop 

shortage problem, too.

• this is why(그래서), this is how(그리하여),this is when(이때가 ~
순간이다), I guarantee that(단언컨대 ~하다), The reason is 
that(그 이유는 ~때문이다)

번역

반대: 그러나 바이오 연료의 생산 과정은 그렇게 간

단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말은, 바

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깝고 먼 농

지에서 곡식을 모아 정제소까지 운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편리하지도 않고 비용면에서 효과

적이지도 않습니다.

사회자: 그럼, 바이오 연료의 단점은 생산 과정이라

는 말씀인가요?

반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연소되는 곡식

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고려할 때, 바이오 

연료는 그다지 효과적인 에너지 자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의하면 고작 85리터의 순수

한 에탄올을 생산하는 데 200킬로그램의 옥수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이오 연료가 모든 사

람들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성: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많은 연구자

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

들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들은 동물

의 배설물을 사용하여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곡물 부족 문제 또한 해결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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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or: Now let's talk about the expectations or 

concerns related to biofuels.

Pro: The biggest charm of biofuels is their potential 

to solve difficult problems in our lives. As I 

mentioned earlier, if we use more animal waste or 

other unwanted sources to produce biofuels, we can 

solve the waste disposal problem while getting 

the energy / we need.

Con: The serious problem related to biofuels is the 

lack of food for people, especially for the poor. 

You've commented earlier that some unwanted 

sources can be used for producing biofuels, but we 

still mostly depend on crops like corn or soybeans 

for producing them.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lmost 

60 percent of people are now suffering from hunger. 

So if we continue to use crops for biofuels, grain 

prices will skyrocket and more poor people will go 

hungry. We should remember that there are many 

alternative energy sources, but there is no 

alternative for human life.

번역

사회자: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기대

와 우려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찬성: 바이오 연료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 삶의 어

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일 우리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 배설물이나 다른 종류의 폐

기물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으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

입니다. 일부 쓰레기들이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사

용될 수 있다고 찬성 팀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

히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대부분 옥수수나 콩

과 같은 곡물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거의 60퍼센트의 사람들

이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가 바이오 연료를 위해 곡식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면, 곡식의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를 겪게 될 것입니다. 대체 에너지 자원들은 많

이 있지만 인간 생명의 대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분석

Update 2017. 6. 21.

실용영어_독해작문(시사박) 8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derator: It's almost time to finish the debate. Can 

you give us a final statement about your position?

Pro: I believe / the future of biofuels is very promising 

because we can produce them without limit. And 

they can help us solve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and waste disposal. For these reasons, I 

give my full support to produce and use more 

biofuels.

Con: I don't think / biofuels are the best alternative 
대 체 에 너 지

for us because they can cause problems like 

ruining natural forests and, most importantly, taking 

food from the hungry. Therefore, I strongly oppose 

producing and using biofuels.

Moderator: Today we've heard from two teams abou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biofuels. 
장 점 단 점

Thank you all for your participation.

번역

사회자: 이제 토론을 끝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입

장에 대하여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찬성: 저는 바이오 연료를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연료는 지구 온난화나 쓰레기 처리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바이오 연료를 더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반대: 저는 바이오 연료가 최선의 대체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이오 연료가 자연 산

림을 파괴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로부터 식량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사회자: 오늘 우리는 두 팀으로부터 바이오 연료 사

용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들어 보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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