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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cities around the World

An eco-city is a city which is designed with 

consideration for its environmental impact. It is 
고 려 하 여

directed to minimize pollution and reduce global 
관 리 되 다 최 소 화 하 다

warming, thereby creating a city with the smallest 

possible ecological footprint.
생 태 발 자 국

Ecological Footprint?

People need what nature provides, but how do we 

know how much we are using? Our ecological 

footprint measures our demands on nature 
측 정 한 다 요 구

compared to nature's capacity to renew. In 2007, 
재 생 하 다

humans used ecological services 1.5 times as fast 

as the earth could renew them.
~보다

 

This ecological danger has threatened the earth, and 
위 협 했 다

in turn the well-being of people. For this reason, 

governments have come up with creative ways to 
떠 올 렸 다

conserve energy and reduce waste. The following 

are three cities that have succeeded in reducing 

their ecological footprint and human impact on the 

environment.

번역

생태 도시는 환경적이 영향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도시이다. 그것은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구 온난화

를 줄이도록 되어있고, 그것에 의하여 가능한 가장 

작은 생태 발자국을 가진 도시를 만든다.

생태 발자국?

 사람들은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우

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어떻게 알

까? 우리의 생태 발자국은 자연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비교하여 자연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측정

한다. 2007년에, 인간은 지구가 그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의 1.5배만큼 빨리 생태적인 서비스를 

사용했다. 

이 생태학적인 위험은 지구를 위협했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복지를 위협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들

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 다음은 그들의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줄이는데 성공

한 새 도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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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tiba, Brazil: A Model of Bus Rapid Transit

The city of Curitiba is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Brazil, and its economy is mainly based on industry 

and commerce. Due to its uncontrolled industrial 
통 제 되 지 않 은 industrious (X)

growth, the city has had problems with heavy traffic 

and air pollution.

In an effort to cut traffic jams and protect the 
교통체증

environment, a Bus Rapid Transit (BRT) system was 

introduced. Buses have their own lanes where they 

can travel at a higher speed. Fares are prepaid to 
선 불 이 다

reduce the stopping time at a station. In addition, the 

passenger loading is level so that passengers do not 
같은 높이

have to go up and down steps to get on or off the 
목적

buses. 

This system has made bus travel much faster and 

reduced the stopping time at each station.

The popularity of Curitiba's BRT has produced a 

change from automobile travel to bus travel. This 

has resulted in cleaner air, a smaller ecological 

footprint, and a happier and healthier lifestyle for the 

people of Curitiba.

브라질, Curitiba :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모범

Curitiba 시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 하나

이고, 그것의 경제는 주로 공업과 상업에 기초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산업 성장 때문에, 그 시는 교

통 체증과 대기 오염 문제를 갖게 되었다. 

교통 체증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간선급행버스 체계가 도입되었다. 버스들은 더 높

은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그들만의 차선을 가지고 

있다. 요금은 역에서의 정차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

불로 지급된다. 게다가, 승객 승강대가 (버스와) 높

이가 같아서 승객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기 위해 계

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다. 

이 시스템은 버스 운행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었고, 

각 역에서의 정차 시간을 줄였다.Curitiba의 BRT

의 인기는 자동차 운행에서 버스 운행으로의 변화

를 만들었다. 이것은 더 깨끗한 공기, 더 작은 생태 

발자국, 그리고 Curitiba 사람들을 위한 더 행복하

고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자료

Update 2017. 11. 16.

실용영어_독해작문(금성이) SP1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ttgart, Germany: A Cool City

Since Stuttgart lies in a valley surrounded by steep 
위치하다

hills, it is difficult for air to move through the city. 
관 통 하 다

Consequently, the air is trapped within the city, 
갇 히 다

creating an urban heat island. In addition, the 
열 섬 현 상

Stuttgart automobile industry has given rise to poor 
초래했다

air quality.

 

To bring cool winds from the hills and reduce the 

heat island effect, air flow lanes have been designed 
흐 름 통 로

and no development is allowed within these lanes. 
통 로

To deal with air pollution, more green spaces have 

been created, and cutting down trees in green zones 

is banned. As a result of these greening actions, 
금 지 되 다 녹 색 행 동

Stuttgart has succeeded in cooling off the city and 

improving air quality. Stuttgart's climate planning 

strategy is seen a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heat 

island management in the world.

Groningen, the Netherlands: The World's Cycling City

 

The city of Groningen is famous for having the 

highest bicycle usage in the world. Why and how has 

Groningen done it? Groningen is the largest city in 

the north of the Netherlands, and is a center for 

living, working, and shopping. Its increasing amount 

of traffic used to cause noise and pollution problems, 

so Groningen planned a car-free city. They chose 

two wheels over four!
보 다 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 시원한 도시

슈투트가르트는 가파른 언덕에 의해 둘러싸인 계곡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도시를 관통하

여 움직이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기가 도시 안

에 갇혀서, 도시의 열섬현상을 만든다. 게다가, 슈

투트가르트 자동차 산업이 나쁜 공기 질을 초래했

다.

 

언덕으로부터 시원한 공기를 가져오고 열섬 효과를 

줄이기 위해, 공기 흐름 통로가 디자인되었고 어떤 

개발도 이 통로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기 오

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녹색 공간이 만들어졌

고, 녹색 지대에서 나무를 자르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녹색 행동의 결과로, 슈투트가르트는 도시를 

시원하게 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슈

투트가르트의 기후 계획 전략은 세계에서 열섬 조

정이 가장 잘된 예들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네덜란드, Groningen : 세계의 사이클링 도시

 

Groningen 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전거 사용

으로 유명하다. Groningen은 왜 그리고 어떻게 했

을까? Groningen은 네덜란드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생활, 일, 그리고 쇼핑의 중심지이다. 그

것의 엄청난 교통의 증가가 소음과 오염 문제를 초

래하곤 했고, 그래서 Groningen은 차 없는 도시를 

계획했다. 그들은 네 개 대신에 두 개 바퀴를 선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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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ner city is entirely closed off to cars, and the 
폐 쇄 되 었 더

only way to get around is by walking, bicycle, or 

public transportation. To attract more cyclists, the 
자전거타는 사람

cycling lanes have been expanded, the pavements 

improved, and many more bike parking facilities 

provided. The result is that cyclists are able to 

move safely and efficiently. 

In addition, this plan saves on hidden costs such 

as traffic noise, air pollution, car parking, and health 

problems, leaving less impact or a smaller footprint 

on the planet. To top it all off, people who ride bikes 
게다가

are more likely to feel happy with their commute 

than those who drive.

 

An eco-city is planned in order to create the 

smallest ecological footprint, produce the lowest 

amount of pollution, efficiently control the climate, 

and in effect make itself an environmentally friendly 

city. Many cities are now working on building eco-

cities where the people can live happier and 

healthier lives. What can you and your government 

do to build such a city?

번역

도심 내부에서 차는 전면 폐쇄되고, 오직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

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더 끌어 

모으기 위해 자전거 차선이 확장되어졌고, 포장도

로가 개선되었으며, 더 많은 자전거 주차 시설이 제

공되었다. 그 결과 자전거 탑승자들이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계획은 차량 소음, 대기 오염, 차량 주

차, 그리고 건강 문제와 같은 숨은 비용을 줄여서, 

지구에 더 적은 영향이나 더 작은 발자국을 남긴다. 

게다가 더 좋은 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운전

하는 사람들보다 통근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낄 가

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생태 도시는 가장 작은 생태 발자국을 만들기 위해

서, 가장 낮은 양의 오염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으

로 기후를 통제하기 위해, 요컨대, 그 스스로를 친

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되어진다. 많은 도

시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태 도시를 건설하는 중이다. 너와 너의 정부는 그

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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