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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ergy Used in a Internet Search

We all love using search engines to learn things. 

Search engines check the entire Internet to find sites 
that are related to the words / you enter into them. 

But when you use a search engine, not only does 
your computer use energy, but also the site links up 
to thousands of other websites and their servers also 
use energy to come up with all the results you see.

At this moment, countless desktops, smartphones, 
and laptops are being used to find answers to even 
the silliest questions. 

But most of us don't know that the simple act of 
searching for a word like "pizza" can cause harm. 

With every search, you send information to 
hundreds of machines, thousands of miles away. 

So, many machines being used at the same time 
consume a lot of energy. 

This can be harmful to our environment.

인터넷 검색에 사용되는 에너지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 검색 엔진을 사
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검색 엔진은 여러분이 입력한 단어와 연관된 사이
트를 찾기 위해 인터넷 전체를 확인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컴퓨터가 에너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
는 수천 개의 다른 웹사이트와 연결되고 그들의 서
버들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탁상용 컴퓨터
와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가 심지어 아주 어리석
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찾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피자’ 같은 단어를 검색하
는 단순한 행동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검색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수천 마일 떨어진 수백 
개의 기계에 정보를 보낸다. 

그래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기계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에 해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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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ergy Used in a Internet Search

When you do a search for "pizza," you get hits such 
as suggested restaurants, maps showing pizza 
places, restaurant reviews and even recipes. 

Every search requires many machines to process 
huge amounts of information in less than a second. 

Think of all the people doing similar searches at the 
same second.That is an incredible number of searches. 

In December 2009 alone, Web users around the 
world conducted an estimated 131 billion searches. 

Think of all the power required to display results for 
all those searches.

 Most resources that provide energy for electricity - 
such as coal, oil, and natural gas - release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This so-called greenhouse gas is largely blamed for 
global warming and causes great harm to the 
environment. 

The computers we use may save us time, but is this 
worth the damage they cause? 

In 2010, the production and use of computers, printers, 
mobile phones, and similar devices produced as much 
carbon dioxide as the airline industry!

 So, if you were working on a school project and 
needed to do research, which would be greener: 
using electronic devices or hitting the library?

인터넷 검색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피자’를 검색하면, 여러분은 추천 식당과 피자 가
게를 보여 주는 지도, 식당 후기, 심지어 요리법과 
같은 검색 결과를 얻는다. 

모든 검색은 많은 기계들에게 1초도 안 되는 시간
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순간에 비슷한 검색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해 봐라. 그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검색이다. 

2009년 12월에만 전 세계의 웹 사용자들이 약 
1,310억 번의 검색을 했다. 

그런 모든 검색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에너지를 생각해 봐라.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같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자원들은 대기에 이산
화탄소를 배출한다.

소위 이 온실 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입히는 피해만큼 가치가 
있는가? 

2010년에 컴퓨터, 프린터, 이동 전화와 유사한 기
기들의 생산과 사용은 항공 산업에서 발생한 만큼 
많은 인산화탄소를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학교 과제를 하고 있고 검색을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친환경적까? 전기 기기
를 사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도서관에 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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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eeseburger Footprint
 
What we do during our daily lives has more of an 
impact on the environment than you may realize. 

Our daily activities produce greenhouse gases, 
which contribute to the greenhouse effect and 
climate change. 

Everything form the food we eat to the clothes we 
wear to the transport we use can affect our planet's 
environment. 

One way to measure this impact is known as a 
carbon footprint. 

A carbon footprint refers to the amount of 
greenhouse gases, measured in units of carbon 
dioxide, produced by human activities.

Everything, even the most common product, has a 
carbon footprint. 

Can you guess what the carbon footprint of, for 
example, a cheeseburger is?

치즈버거 발자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보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일상 활동은 온실가스를 만들어 내는데, 그
것은 온실 효과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
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
리 행성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탄소 발
자국이 알려져 있다. 

탄소 발자국은 이산화탄소의 단위로 측정되며 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의 양을 말한다.

모든 것, 가장 일반적인 제품조차도,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치즈버거의 탄소발자국은 얼마인지 추
측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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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ble shows that the biggest factors are the beef 
and the cheese. 

The production of 108 grams of beef leads to the 
emission of 1,910 grams of CO2, and the production 
of 20 grams of cheese is responsible for the 
emission of 250 grams of CO2.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These numbers are particularly high / because 
raising animals produces much more carbon dioxide 
than growing vegetables or grain. 

It wakes 16 kilograms of grain to produce one 
야 기 시 키 다

kilogram of beef. 

When we add everything together, one 
cheeseburger results in the emission of 2,500 grams 
of CO2.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Thus, a simple cheeseburger has a very negative 
effect on our environment.

번역

구성 요소(그램)    이산화탄소(그램)
쇠고기 (108) 1,910
치즈(20)  250
빵(40) 50
샐러드(20) 10
양념(20) 80
조리와 운송 200
총계2,500
치즈버거의 탄소 발자국

표는 가장 큰 요소가 쇠고기와 치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쇠고기 108g을 생산하는 데에는 1,910g의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고, 치즈 20g의 생산은 250g의 이
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데 책임이 있다. 

이러한 숫자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채소나 곡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
어 내기 때문에 특히 높다.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16kg의 곡물이 든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산하면, 치즈버거 하나는 
2,50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치즈버거 하나가 우리의 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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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eburgers are one of the most popular foods in 
America. 

The average American eats three cheeseburgers per 
week, or about 150 burgers per year! 

That's a lot of beef, cheese, cooking and transport, 
and it really adds up. 

America's love of burgers contributes about 375 
기 여 하 다

kilograms of greenhouse gas per person per year. 

If we assume that the 300 million U.S. citizens meet 
the 3-burgers-per-week average, that's the rough 

거 의

equivalent of the annual carbon output from 10,000 
SUVs.

We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nscious of 
the impact of our actions on the environment. 

Will knowing this information encourage us to 
change what we consume in order to decreas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es in the environment? 

At present, we can only hope so. Surely, there is the 
need for tight control on how much carbon we dump 
into the air. 

We all must remember that with the right behavior 
we can make a positive change on the health of our 
planet.

번역

치즈버거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
이다. 

일반적인 미국인은 일주일에 3개의 치즈버거, 즉 1
년에 약 150개의 햄버거를 먹는다! 

그것은 많은 쇠고기와 치즈, 조리와 운송이고, 그것
은 실제로 쌓인다. 

미국의 햄버거 사랑으로 1년에 한 사람당 약 375kg
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만약 3억 명의 미국 시민들이 일주일에 평균 3개의 
햄버거를 먹는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SUV 차량 
10,000대에서 나오는 연평균 탄소 배출량과 거의 
맞먹는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점 
더 의식하고 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환경의 온실가스 양을 줄
이기 위해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변화시키도록 고
무할 것인가? 

현재 우리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확실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공기 중에 버리는지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옳은 행동으로 우리 행성의 건강에 긍
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