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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Nature Smart

Being nature smart — also known as having 

naturalistic intelligence — means you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relate to natural surroundings. 

This includes possessing a heightened sensitivity 

to nature, growing plants, and interacting well with 

animals. It may also include being able to detect 

changes in the weather or seasons. 

In other words, people with highly developed 
h i g h ( X )

naturalistic intelligence have a tendency to 

understand the natural world better than others. 

They delight in working and exploring outdoors.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 — 또한 자연주의적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 은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공

감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이는 자연에 대해 강화된 세심함을 갖는 것, 식물을 

기르는 것, 동물과 잘 교감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것은 또한 날씨나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

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우 발달된 자연주의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연의 세계를 더 잘 이

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야외에서 일하고 탐험

하는 것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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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efits of Being Nature Smart

Spending time in nature is crucial for the 

intellectual,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development of human beings. 

Swedish researchers compared children within two 

daycare settings: at one, the silent play area was 
보 육 환 경

enclosed by tall buildings, with low plants and a brick 
둘 러 싸 여 있 는

path; at the other, the play area was next to a garden 

with tall trees and rocks set in an orchard 
자리한

surrounded by woods. 

• with + 명사 + -ing / pp / 전치사구

The study showed that children in the “green” 

daycare, who played outside each day, had sharper 

physical skills and powers of concentration. 

Many other studies have also shown that immersion 
몰 입 . . .

in nature can relieve anxiety and stress, improve 
덜 어 주 다

physical health, and enhance concentration.

자연 친화적인 것의 혜택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에 있어 결정적이다. 

스웨덴 연구자들이 두 보육 환경의 아이들을 비교

했다: 한 곳에서는, 조용한 놀이 구역이 낮은 높이

의 식물과 벽돌 길과 함께 높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다른 한 곳에서는, 놀이 구역이 숲으로 둘

러싸인 과수원 안에 자리한 키 큰 나무와 바위가 있

는 정원 옆에 있었다. 

그 연구는 매일 야외에서 놀았던 “녹색(자연 친화

적)” 보육 시설의 아이들이 더 예리한 신체 기량과 

집중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른 많은 연구도 자연에의 몰입이 불안과 스트레

스를 덜어 주고,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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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Smart People

Janet Fout, an environmental activist, developed a 

profound relationship with nature when she was very 
깊 은

young. She was raised in her grandmother’s house, 

which was a simple white home on a dirt road in the 
소 박 한

town of Huntington, West Virginia. 

Day and evening, she spent hours playing hide-and-

seek or freeze-tag with the other kids in the 

neighborhood. 

• spend[waste] N -ing / on + N 

A water maple in the front yard offered her a branch 

low enough to grab by herself. She would often 

climb up the tree and enjoy the wide view below. 

Her memories of childhood were rich with the sights, 

scents, and feelings that came from paying attention 

to nature’s details.

   

“Sometimes on a summer night close to bedtime, I 

would fill a jar with lightning bugs and carry it to my 

room. I marveled at the bright patterns of the light 

the insects made. 

자연 친화적인 사람들

환경 운동가 Janet Fout는 아주 어렸을 때 자연과 

깊은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녀는 할머니 집에서 자

랐는데, West Virginia 주 Huntington 마을에 있

는 흙길 위의 소박한 하얀 집이었다. 

낮이나 밤이나, 그녀는 이웃의 다른 아이들과 숨바

꼭질이나 술래잡기를 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앞마당에 있는 은단풍나무는 그녀가 혼자서 붙잡을 

만큼 충분히 나지막한 나뭇가지를 제공했다. 그녀는 

자주 나무에 올라 아래의 넓은 경관을 즐기곤 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은 자연의 세세한 것들에 주

의를 기울인 데서 오는 풍경, 향기, 느낌으로 풍요

로웠다.

  

 “가끔 여름밤 잠들 무렵에, 저는 병을 반딧불이로 

채워 제 방으로 가져오곤 했어요. 곤충이 만들어 낸 

빛의 선명한 무늬에 경이로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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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I’d release all of them outside, leaving one free 

in my own room. Quietly lying in bed, I’d watch it. 

Fascinated and calmed by the tiny light, I’d slowly 

drift off to sleep.”

   

After the birth of her daughter, Julia Fletcher, Janet 

spent  time with her not only in the mountains, but 

also in the natural setting of their own yard. 

Janet recalls, “One of our favorite games was 

making names for the unusual colors we saw in 

nature. ‘That one is candlelight,’ Julia would say as 

we watched the sunset. 

She could have found a job for naming new colors at 

a paint company!” Janet and Julia also invented other 

games. 

For example, as they wandered through the woods, 

they would deliberately listen to “the sounds they 

could not hear.” 

번역

그리고는 한 마리만 제 방에 풀어놓은 채, 나머지는 

모두 밖으로 날려 보내곤 했죠. 조용히 침대에 누운 

채, 그것을 바라보곤 했어요. 아주 작은 빛에 매료

되고 평온해져, 천천히 잠이 들곤 했답니다.

그녀의 딸 Julia Fletcher의 출생 후에, Janet은 

산에서뿐만 아니라, 마당의 자연환경에서도 딸과 

시간을 보냈다. 

Janet은 회상하기를, “우리가 가장 좋아한 놀이 중 

하나는 우리가 자연에서 본 색다른 색깔들의 이름

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것은 촛불이야.’라고 우

리가 저녁노을을 바라볼 때 Julia가 말하곤 했죠. 

그녀는 페인트 회사에서 새로운 색깔들의 이름을 

짓는 직업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Janet과 Julia

는 다른 놀이도 개발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숲을 거닐면서, “들을 수 없는 소

리”를 신중하게 듣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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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t called this game The Sound of a Creature. A 

list might include:

   •sunrise

   •moonrise

   •dew on the grass

   •snowflakes forming and falling

   •an apple ripening

   •a leaf changing colors

   •a spider weaving its web

   •an earthworm moving through the soil

   

Janet believes that Julia’s early exposure to nature 

played a chief role in her oral, verbal, and artistic 

development.  She is also convinced that her 

daughter’s keen attention to nature’s details will 
강 렬 한

continue to enrich her life. “Julia was not as attracted 

as her peers by fancy new stuff. 

The view from a mountaintop, the sound of a singing 

bird, and the beautiful rainbow after a summer’s rain 

have left a long-lasting impression on her,” says 

Janet. 

Even now as a grownup, Julia has not lost her love 

of nature and simple pleasures. “These values were 

rooted deeply in her during those early years,” says 

Janet, “the years when Julia and I listened to the 
시 절 . . .

sounds of creatures.”

번역

Janet은 이 놀이를 생물의 소리라고 불렀다. 목록

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일출

•월출

•풀 위의 이슬

•뭉쳐서 떨어지는 눈송이

•익어가는 사과

•색이 변하는 나뭇잎

•거미줄을 엮는 거미

•흙 사이를 움직이는 지렁이

Janet은 Julia의 자연에의 이른 노출이 그녀의 구

술, 언어, 그리고 예술적 발달에서 주된 역할을 했

다고 믿는다. 그녀는 또한 자연의 세세한 것들에 대

한 딸의 깊은 관심이 그녀의 삶을 계속해서 풍요롭

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Julia는 그녀의 또래만

큼 값비싼 새 물건에

매혹되지 않았어요. 

산꼭대기에서 보는 풍경, 노래하는 새 소리, 그리고 

여름비 후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녀에게 오래 지

속되는 인상을 남겼죠.”라고 Janet이 말한다. 

어른인 지금도, Julia는 자연과 소박한 즐거움에 대

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가치들은 어린 시

절 동안 그녀에게 깊이 뿌리 박고 있었어요. Julia

와 제가 생물의 소리를 들은 그 시절이요.”라고 

Janet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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