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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A Double-Edged Sword

• Moderator: Mr. Ahn
중 재 자

• Proposition Team: Minji, Jiho
찬 성 팀

• Opposition Team: Homin, Sora
반 대 팀

Mr. Ahn: Welcome to the Hanguk High School 

Debate Club. Today, we are going to debate on the 

topic, "Does TV do more good than harm?" The 

debate will be between two teams of two students 

each. The Proposition team will begin by presenting 
찬 성 제 시 하 다

their case in favor of television. 
주 장 지 지 하 며

The Opposition team will try to disprove the 
반 대 반 박 하 다

Proposition's arguments before building their own 
주장을 펼치다

case. Both teams will take turns supporting their 
번갈아가며 ~ 하 다 뒷 받 침 하 다

positions with evidence and directly questioning the 
질 문 하 다

opposing team through cross-examinations. Now, 
반 대 심 문 을 통 해 서

let's listen to the opening statement from the 
첫 진 술

Proposition team.

Minji: Thank you, Mr. Ahn. Hello, everyone. I am here 

to argue that TV does more good than harm. I think 
주 장 하 다

TV helps people relax. We live in a very competitive 

society and people often feel stressed. Watching TV 

is an easy way to relax after a hard day. 

Personally, I study at the school library until ten 

o'clock at night which makes me exhausted and 

stressed out. To relieve stress and relax before 
풀 다 쉬게하다

going to bed, I often watch popular soap operas or 
드 라 마

variety shows.

TV, 양날의 검

• 중재자: 안 선생님
• 찬성 팀: 민지, 지호
• 반대 팀: 호민, 소라

Mr. A: 한국 고등학교 토론 동아리에 오신 것을 환

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TV는 실보다 득이 많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것입니다. 토론은 각각 두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두 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

다. 찬성 팀이 TV 보는 것을 지지하며 주장을 제시

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 팀은 그들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찬성 팀의 주

장에 반박할 것입니다. 양팀은 순서를 번갈아 가며 

근거로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반대 심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대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제, 찬성 팀의 첫 진술부터 들어 보시죠.

M: 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TV

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TV는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으

며, 사람들은 자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TV 시청은 힘

든 하루 후에 휴식을 취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저는 보통 10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저를 지치고 스

트레스 받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스

를 풀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종종 인기 

있는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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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Ahn: The Proposition insisted that TV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lieving stress. Now it is time to 

hear the Opposition's side.

Homin: Thank you. Mr. Ahn. The Opposition believes 

that watching a particular TV program does not 

ease one's mind, but distracts students with 
산 만 하 게 하 다

thoughtless entertainment. 
깊 이 가 없 는

Many teenagers become overly excited about the 

lives of celebrities and spend too much time 

watching their favorite celebrities on TV. This 
유 명 인

interrupts their studies, which not only harms their 
방 해 한 다

academic performance in high school, but also hurts 

their chances for getting into a university.
진 학

Minji: Poor academic performance is not because of 
낮 은 학 업 성 적

TV. It is because of the students' poor will.
약 한 의 지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Homin: Thank you for pointing out that teenagers 
지 적 하 다

are not strong enough to control themselves. 

Teenagers are vulnerable to contents of mass 
취 약 한

media. That is the main point of our second 
두 번 째

argument. 
주 장

Youngsters who watch violent TV programs are 
청 소 년 들

more inclined to show violent tendencies. Watching 
경 향 이 있 다 폭 력 적 인 성 향 을

TV can make children and teens more violent.

번역

Mr. A: 찬성 팀은 TV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반대 측 의

견을 들어 볼 시간입니다.

H: 감사합니다, 안 선생님. 저희 반대 측은 특정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

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없는 오락물로 학생들을 산

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유명인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열

광하게 되고, TV로 좋아하는 유명인을 보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부를 방

해하며, 학업 성적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의 가능성에도 타격을 줍니다.

M: 낮은 학업 성적은 TV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약한 의지 때문입니다.

H: 십 대들이 스스로를 통제할 만큼 강인하지 않다

는 사실을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십 대들은 

대중 매체의 콘텐츠에 취약합니다.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주장의 논점입니다. 

폭력적인 TV 프로그램들을 보는 청소년들은 폭력

적인 성향을 보여줄 경향이 더 높습니다. TV를 시

청하는 것은 어린이나 십 대들을 더 폭력적으로 만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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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Ahn: The Opposition stated that TV is 
말 했 다

responsible for youngsters' violence. Now let's hear 

what the Proposition thinks about this.

Jiho: We think TV should not be blamed for violent 
원 인

behavior. According to some theories, everyone is 

born with violent tendencies, but people can learn to 
태어나다

control them as they grow older. Those who don't 

learn self-control are the ones who become violent

Homin: Even if TV does not provoke children into 
유 발 하 다

committing a crime, isn't it still true that violence on 
저 지 르 다

TV has a bad influence on children?

Jiho: You know some movies are rated "R." 

meaning "restricted" to those under 18. In a similar 

way, the government rates TV programs to protect 

children and help parents decide what is safe and 

unsafe to watch. Some television sets even have a 

control function that parents can use to choose 
목적

which shows can be seen. 

Now, let me move on to another point. TV is good 

for social interaction because it provides common 

topics for people to discuss their opinions. For 

example, one billion people watched the 2010 World 

Cup and four billion people watched the 2012 

Olympics. Watching these games on TV united not 
결 속 시 켰 다

only a nation but the world. 

번역

Mr. A: 반대 팀은 TV가 청소년들의 폭력성에 책임

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 찬성 팀

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봅시다.

J: 저희는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TV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람

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제력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H: TV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발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TV에 나오는 폭력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J: 여러분들은 몇몇 영화들에 18세기 미만의 아이

들에게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R'등급이 매겨졌다

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

린이들을 보호하고, 시청하기에 안전한 것과 그렇

지 않은 것을 부모들이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는 TV 프로그램에 등급을 매깁니다. 

어떤 TV 세트는 부모가 어떤 쇼가 보일지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

다. 이제, 다른 논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V는 사

회적인 상호 작용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를 제공하기 때

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명의 사람들이 2010년 

월드컵을 시청했고, 40억 인구가 2012년 올림픽

을 시청했습니다. TV를 통해 이러한 경기를 보는 

것은 한 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결속시킵니다. 

�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Update 2017. 6. 26.

영어1 두산(윤) 7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ra: Yes, sporting events can unite people, but not 
결소시키다

everyone watches them on TV. Many people today 

enjoy them through the Internet or smart phones. 

Crowds do not gather to watch TV all the time. They 

only do it once every two or four years for those big 

sporting events you mentioned.

Jiho: But watching the same TV programs is good 

for social interaction because people talk about them 

for a while. Sporting events are not the only 

programs that people watch together. 

There are many other TV programs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share an interest in, such as soap 

operas, reality shows and comedies. These 

programs reflect common issues that anyone can 

relate to.

Sora: I can't agree with you on that last point. Let's 

use conversations between teenagers as an 

example. After watching TV, teenagers often make 

comments like. "The new song released by such and 

such group was awesome" or "Last night's show was 

fantastic." They rarely talk about global issues, nor 

speak out on important everyday concerns.

번역

S: 네, 스포츠 경기는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TV를 통해 보지는 않았습니

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을 통해 즐깁니다. 

TV를 보기 위해 항상 군중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방금 언급하신 큰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2

년 또는 4년마다 모일 뿐입니다.

J: 하지만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사회적 상

호 작용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잠시 동안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죠. 스포츠 경기

가 사람들이 함께 보는 유일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드라마, 리얼리티 쇼, 코미디 등과 같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TV 프로그램들은 누구든 연관될 

수 있는 공통의 쟁점들을 반영합니다.

S: 저는 그 마지막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십 

대들 사이의 대화를 예로 들어 봅시다. TV를 시청

한 후에, 십 대들은 종종 ‘이러이러한 그룹이 발표

된 신곡이 멋지던데.’ 혹은 ‘지난밤에 본 쇼는 대단

했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국제적 사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상

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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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Ahn: Okay, teams. Both sides gave good 

speeches. Now, are there any other arguments 

supporting TV's harms or benefits?

Sora: We, the Opposition, believe that TV limits 

how people see the world by controlling the 

information provided. Producers often choose and 

broadcast issues from their points of view. 

They also show programs which they think most 

people want to see. And it is impossible to show all 

sides of a story with two-minutes of news.

Jiho: We, the Proposition disagree. People are 

conscious beings and they can choose which 

programs to watch or avoid. 

All the news programs in a country do not show the 

same news stories in the same way. Also, satellite 

TV allows programs from various regions to be 

broadcasted around the world. 

This gives people a chance to see stories in ways 

that differ from their local news programs. The 

variety of information is a real benefit because it 

allows people to understand many sides of a story 

and discuss those points of view with others. 

번역

Mr. A: 자, 양팀들. 양측 모두 훌륭한 연설을 해 주

었습니다. 자, TV의 득과 실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더 있나요?

S: 우리 반대 팀은 TV가 제공되는 정보를 통제함

으로써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자들은 종종 그들의 관점에서 주

제들을 선정하고 방송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싶

어 한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그리

고 2분짜리 뉴스로 이야기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J: 우리 찬성 팀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

식이 있는 존재이고 그들은 봐야 할 프로그램과 그

렇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있는 모든 뉴스 프로그램들이 같은 방식

으로 같은 뉴스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성 

TV는 다양한 지역의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 방송

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역 뉴스 프로그램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

니다. 이러한 정보의 다양성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

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관점을 논의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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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hort, TV enables the spread of information and 

opinions on important political and social issues, thus 

encouraging individual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society.

Mr. Ahn: Good, both arguments are strong and well 

organized. Let's move on to the closing speeches, 

beginning with the Proposition.

Minji: TV is our window to the world and a smart 

friend. It makes people think and talk about things 

outside their daily lives. TV also relaxes people with 

entertaining programs and unites them with sport 

competitions and news from around the world. 

The harms pointed out by the Opposition team are 

actually caused by individual weakness and are not 

the fault of TV. In conclusion, our team strongly 

believes that TV does more good than harm. Thank 

you.

Mr. Ahn: Thank you, Minji. Now it is time for the 

Opposition to offer the last speech of today's debate.

번역

요약하자면, TV는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확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

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하면서 말이죠.

Mr. A: 좋습니다. 두 주장들이 모두 강하고 잘 정리

되어 있군요. 이제 찬성 팀부터 시작하여 마무리 연

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 TV는 세상을 보게 하는 창이며, 똑똑한 친구입

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외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합니다. 또한 TV는 오락 프로그램

을 통해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 주고, 스포츠 경기와 

전 세계 뉴스로 사람들을 결속시킵니다. 

반대 팀에 의해 제기된 해로운 측면은, 실제로 개인

적인 나약함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며 TV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팀은 TV는 해가 되기보

다는 유익하다는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Mr. A: 감사합니다. 민지 양. 이제 반대 팀이 오늘 

토론의 마지막 연설을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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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in: Teenagers cannot help but keep watching 

TV despite the fact / it interrupts their studies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self-control. 

Also. young people are affected by the violence they 

see on TV and may mimic those crimes. Lastly, TV 

limits how people see the world because the 

information is controlled by media. 

Considering all these negative aspects, the 

Opposition team believes that TV does more harm 

than good. Thank you.

Mr. Ahn: This was a good debate. I want to thank all 

the debaters and audience for your participation. As 

you know, TV is a double-edged sword, resulting 

in both good and harmful effects. 

Now I would like all of you to think carefully about 

what the speakers have said and decide your 
정 리 하 다

position on this issue.

번역

H: 10대들은 충분한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TV가 

그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TV를 

계속 시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린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폭력에 영향을 

받아, 그러한 범죄를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정보가 매체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TV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법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저희 

반대 팀은 TV가 유익하기보다 해롭다고 생각합니

다. 감사합니다.

Mr. A: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모든 토론자들과 청

중들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결과적으

로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TV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연설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생

각해 보시고, 이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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