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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Adventure Club

Eco-Adventure Club (EAC)
encourages students at
ICS to engage in their
environment by allowing
them the opportunity to
protect it actively. It starts
in the classroom and
expands to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Through
this program, students will
experience a sense of
achievement in
contributing to the school's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The
program is an ideal way for
ICS to embark on a meaningful path towards improving the environment in both the
school and the local community while having a life-long positive impact on the lives of
the students, their families, school staff, and local authorities.

EAC는 ICS 학생들이 환경에 참여하길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교실에서 시작하여 학교로 확장 한 후, 이제는 더 넓은

커뮤니티까지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학생들은학교의환경,경영,
그리고 정책에 기여한 성취감을 경험할거라 믿으며, 학생, 가족, 교직원 및 지역 전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와 지역 사회 모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tudent-led and faculty-facilitated, the EAC introduces students to activities such as
camping, backpacking, animal tracking, and school/community/global projects. The
point is to build connection and community through outdoor experiences, not to reach a
summit and leave others behind. These adventures enable students to discover the
natural world while they learn about themselves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peers.



Students gain a sense of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that will follow them through
life.

학생이 주도하고 교수진이 진행하는 EAC는, 학생들에게 캠핑, 배낭 여행, 동물 추적,
학교/지역사회/글로벌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을 소개하며, 사람을 뒤에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야외 경험을 통해 연결과 커뮤니티를 구축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배우고 또래 학생들과 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연 세계를

발견할것입니다. 학생들은 독립심과 자립심을 경험에 볼 수 있습니다.

What are the benefits of the EAC?
EAC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EAC is Fun
EAC는 재미있습니다

Students join EAC
because they want to
have fun. However,
fun means a lot more
than just having a
good time. "Fun" is a
code word for the
satisfaction you get
from meeting
challenges, having
friends, feeling good
about yourself, and
feeling you are
essential to others.
While the students are having fun and doing things they like, they also learn new things,
discover and master new skills, gain self-confidence, and develop strong friendships.

학생들은 재미를 원하기 때문에 EAC에 가입을 합니다. 저희 동아리가 추구하는 재미는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란"도전을만나고,친구를사귀고,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에서 얻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학생들이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습득하여, 자신감을 얻고, 강한 우정을
발전할것입니다.



EAC Helps Students  Develop Interests and Skills
EAC는 학생들의 관심과 기술 개발을 돕습니다

In EAC,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EAC develops ability and dexterity.
Recognition and awards encourage them to learn about various subjects, such as
conservation, safety, physical fitness, community awareness, and academic subjects
These interests might become a hobby or even a career later in life.

EAC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완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상을 통해
학생들을 보존, 안전, 체력, 지역 사회의 인식 및 학문적인 주제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는걸 추구합니다. 이러한 관심사는 나중에 취미나 심지어 직업이 될 수도 있다.

EAC Provides Adventure
EAC는 모험을 제공합니다

EAC helps fulfill students'
desire for adventure and
allows them to use their
vivid imagination while
participating in games,
field trips, service projects,
outdoor activities, and
more. EAC Members find
adventure in exploring the
outdoors, learning about
nature, and gaining a
greater appreciation for
our beautiful world.

EAC는 학생들의 모험심을
충족시키며, 게임, 견학,
봉사 프로젝트, 야외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들은 야외
활동을 통해모험을찾고,자연에대해배우고,아름다운세계에대한감사한마음을갖게
될것입니다.



EAC Is a Positive Place
EAC는 긍정적인 공간입니다

With all the negative influences in today's society, EAC provides EAC members with a
positive peer group that can encourage them in all the right ways. Carefully selected
leaders provide good role models and a group setting where values are taught and help
to reinforce positive qualities of character.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에서 EAC는 EAC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격려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동료들을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리더들은 훌륭한 롤모델로서에 가치있는 성품의 긍정적인
자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EAC Improves the School's Environment
EAC는 학교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The program is an ideal way for
ICS to embark on a meaningful
path toward improving the
environmental footprint of the
school, a change that inevitably
leads to a more sustainable, less
costly, and more responsible
school environment.

저희 동아리 프로그램은 ICS가
학교의 생태 발자국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방향을 추구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책임감 있는

학교의 환경으로 이어질

변화입니다.

EAC Motivates
EAC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EAC challenges students to
engage in tackling environmental
problems at a level where they can
see tangible results, spurring them on to realize that they really can make a difference.



EAC는 학생들이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수준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탐구하고, 그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EAC Improves Attitudes
EAC는 태도를 개선해줍니다

The club instills in students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cultivates a sustainable
mindset they can apply daily. It equips members with the drive to make a difference and
to spread such proactive behavior among family and friends, ultimately passing it on to
future generations.

EAC는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양합니다. EAC는 변화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행동을 가족과 친구들한테 확산시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추게 한다.

EAC Involves Communities
EAC는 커뮤니티들을 포함합니다

EAC greatly emphasizes involving the local
community from the beginning. By doing so,
the lessons the students gain are transferred
back into the community, where they
promote more sustainabl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patterns all around.

EAC는 지역사회참여를강조합니다.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얻은 교훈은 지역

사회에서 환경 측면에서 책임이 있는

행동들을 촉진한다.

EAC Connects Globally
EAC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됩니다

EAC will also facilitate contact between
participating institution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se links provide an opportunity for schools to share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can also be used for cultural exchanges and improving
language skills.



EAC는 또한 국가 및 국제 수준의 참여 기관 간의 소통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학교들이 환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교류와 언어능력향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What Can You Expect from EAC?
EAC에서 무엇을 바라면 될까요?

EAC covers two distinct areas: Ecology and Outdoors Activities (Adventure). The
Saturday field trips will cater more towards the Ecology part of the club, and the
camping trips will be designed to incorporate the ‘adventure' side of the club.

EAC는 생태학 및 야외 활동 (모험)의 두 가지의 영역을 다룹니다. 토요일견학은클럽의
생태학 부분을 더 많이 다룰 것이며 캠핑 여행은 '야외 할동’을 통합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Ecology
생태학

After completing the first
semester of the
eco-club, it is clear that
we need to concentrate
more on a specific goal
and put all our energy
and ideas into that area.
So for the next semester,
we will focus on the
waterways in Incheon,
including the coastal
areas. Students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work on projects in both
the classroom and the field that will help them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problems
affecting our local area.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on creating a more green school.

EAC의 1학기를 마친 후에는 특정 목표에 더 집중하고 그 분야에 모든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쏟아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해안

지역을 포함한 인천의 물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교실과 현장 모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EAC는
또한 더 친환경적인학교를만들기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There will be a more substantial lean
toward engineering and project-based
learning, with students creating
projects that will help clean areas fast
and safer and projects to help record
data from our local waterways.

학생들은 지역을 빠르고 안전하게

청소하고 수로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공학

및 프로젝트 기반학습으로더실질적인

기울기가 있을 것이다.

Engineering
공학

The main goal for EAC is to design and
build equipment that will aid us in the
cleanup of Incheon’s waterways. The first major project will be the development of an
RC motorboat. This will help students locate trash underwater and in places that can’t
be easily seen. The next part of this engineering project is to create a way to clean up
this trash.

EAC의 주요 목표는 인천의 물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장비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RC 모터보트의 개발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물속을
쉽게 볼 수 없는 곳에서 쓰레기를 찾는 것에 도울 것입니다. 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다음 부분은 이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Students will base all projects on the NASA mission model. This means each
experiment/project will be split into five stages:
학생들은 NASA 임무 모델을 기반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즉, 각
실험/프로젝트가 5단계로 분할됩니다.

1) Project/experiment statement - what they want to achieve/investigate
프로젝트/실험 성명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조사

2) Logistics - How they will carry out the project/experiment
물류 - 프로젝트/실험 수행 방법



3) Risk management- what are some potential problems then may acquire
리스크 관리 -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4) Building/experiment
건축/실험

5) Evaluation- This is the most essential step as it will help them learn from their
mistakes.
평가- 이 단계는 학생들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A project guide can be seen at the back of this document.

프로젝트 가이드는 이 문서의 뒷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Outdoor Activities
야외 활동

These will be unique trips for some students
as they may have never experienced this
type of environment before. Camping trips
will be in a completely different setting from
typical classroom education.

The goal of most ICS students is to study
abroad eventually, which will require not only
a solid academic background but a whole
new set of skills that will help them to
succeed away from their families. When
EAC started, the main goal was to help care
for our school and the local community. Still,
another part is preparing students to live
happily and successfully away from home.

Students will take more control of the
weekend on camping trips. This will involve
students putting up and dismantling tents
independently, arranging the communal
area, sorting equipment so items can be easily found, and helping with the cooking and
cleaning.



이러한 환경을 이전에경험한적이

없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독특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캠핑 여행은
교실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ICS 학생들의 목표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학업 배경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완전히

새로운 기술 세트가 필요합니다.
EAC가 시작되었을때주요목표는
우리 학교와 지역 사회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표는

학생들이 집을 떠나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캠핑 여행에서주말을더

잘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공동
구역을 정리하고,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비를 분류하고, 요리와 청소를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During camping trips, students will continue to act independently and work on their
teamwork skills, but the instructors will do the more hazardous jobs. The primary area
instructors will control is the cooking of food. Students will still have the chance to help
prepare the ingredients, but the cutting and cooking will fall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tructors.
Campsites will be selected on the following category (the order does not reflect the
importance):

● Facilities (if they have clean and adequate washing areas)
● Location (places where we can successfully carry out the club's aims and

objectives)
● Type of campsite (We will select campsites that are child friendly)
● Safety ( campsites will be selected in regions of Incheon that are away from

industrialized zones meaning less pollution)



캠핑 여행 동안, 학생들은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팀워크 기술을 연습할

것이지만, 위험한 일들은 강사들이 할 것이다. 강사들이 할 주요 영역은 음식 조리이다.
학생들은 재료를 준비하는 면에서는 도울 기회를 가질 것이지만, 요리하는 것은

강사들의 책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캠프장은 다음 범주에서 선택됩니다(순서는 중요도를 반영하지 않음):

● 시설 (깨끗하고 적절한 세척 공간이 있는 경우)
● 위치 (클럽의 목적과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
● 캠핑장 유형 (어린이 친화적인 캠핑장을 선택합니다.)
● 안전(인천 내 공업화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가 적은 지역을 캠핑장으로 선정)

Camping trips will include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hiking, tracking map skills, and
photography. Each camping trip and all field trips will be planned carefully. Before
students visit the area, instructors will visit to analyze any potential dangers that may
occur, as well as to plan for an exciting weekend away from home.

As we are out of the classroom, an unforeseen injury is always possible. The procedure
will be as follows in this event:

1. The injury will be assessed. During this period, it will be determined if first aid can
be administered on the scene or if professional help is required.

2. If first aid can be completed in camp, the correct first aid procedure will be carried
out depending on the type of injury. If the injury is at a level that first aid would be
unsuccessful, then the correct services will be immediately contacted. (at this
point, parents would be notified as well)

3. After completion, the injury will be re-evaluated if first aid is administered in
camp.

4. Once first aid has been completed, parents/guardians will be notified by an
instructor. A detailed report of what happened, what type of injury occurred, and
the first aid steps taken will be given. Instructors would also give their
professional opinion on whether the student can stay or a parent/guardian should
come and collect them. Next, the student and parent can have a private
conversation so that you can decide together on the next cause of action.

캠핑을 할때 등산, 추적 지도 기술, 사진 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의 캠핑 여행과 모든 현장 학습은 신중하게 계획될 것이다. 학생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강사들이 방문해서 발생할 수 있는잠재적인위험을분석하고,집을떠나
신나는 주말을 계획할 것이다.



교실 밖에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상은

항상 일어날 수있다.이경우절차는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을 확인할 것이다.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2. 캠프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면

부상 유형에 따라 올바른 응급처치

절차를 밟게 된다. 응급 처치가

실패할 부상 정도면 즉시 올바른

서비스에 연락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에게도 통지됩니다).
3. 위 단계들을 실행 후 캠프에서

응급처치를 하면 부상을 다시

확인한다.
4. 응급처치가 완료되면 강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유형의

부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취한 응급처치 조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제공될
것이다. 강사들은 또한 학생이 머물 수 있는지 또는 부모/보호자가 와서 그것들을
데리러 와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해결책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중요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EAC is an Eco and Adventure club. This means
we will be visiting locations that may not be picture-perfect, and the camping
style may differ from what students have experienced. Students must help clean
and set up tents and equipment around the campsite. As previously mentioned,
an instructor will carry out hazardous jobs. Students must have the appropriate
equipment when on field trips, as these excursions will include hiking and
visiting locations with wild animals and plants that may affect the student.

EAC가 에코 앤 어드벤처 클럽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림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할 것임을 의미하며 캠핑 스타일은

학생들이 경험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캠프장 주변에 텐트와 장비를

청소하고 설치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생님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견학에는 하이킹과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야생 동식물이있는
장소 방문이 포함되므로 견학을 할 때 학생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EAC Schedule 일정

Time 시간 Tuesday 화요일 Saturday 토요일

4.00 - 5.30

Academic lectures on local
and global issues
지역및글로벌문제에대한

학술 강의

Ecology science lab
생태과학 연구실

Field trip logistics
견학 물류

Field trip 소풍
(time/location varies)
(시간/장소가 다름)

Field trips usually account for 2- 4 hours on a Saturday around Incheon. We will plan
three official longer weekend trips throughout the year to visit areas in Incheon. There
will also be a chance for a fourth trip in February to be a part of a ‘cold’ camp, but this is
not included in.
As students progress through this program, they will learn to write research papers that,
once reaching a particular standard, will be published.

견학은 보통 토요일에 인천을 중심으로 2~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는 인천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일년 내내 세번의공식장기주말여행을계획할것입니다.또한 2월에네
번째 여행이 '콜드' 캠프의 일부가 될 기회가 있지만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특정기준에도달하면출판될연구논문을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PROJECTS AND FIELD TRIPS
프로젝트 및 현장 여행

Science labs and Field trips will focus on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projects/science labs will have different levels so that students of different
ages can enjoy the classes and be challenged at a level that matches their abilities.

과학 연구실과 견학은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프로젝트/과학 연구실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수업을 즐기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레벨이 있습니다.

WHAT ARE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무엇입니까?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dopted by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in 2015, provides a shared blueprint for peace and prosperity for people and the
planet, now and into the future. At its heart are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are an urgent call for action by all countries - developed and developing
in a global partnership. They recognize that ending poverty and other deprivations must
go hand-in-hand with strategies that improve health and education, reduce inequality,



and spur economic growth – all while tackling climate change and preserving our
oceans and forests.

2015년 모든 유엔 회원국이채택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2030의제는현재와미래의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유 청사진을 제공합니다.그중심에는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있으며, 이는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개발 및 개발 중인
모든 국가의 긴급 조치입니다. 그들은 빈곤과 기타 결핍을 종식시키는 것이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바다와 숲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WHO WILL WE BE WORKING WITH?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될까요?

Science Voices

Science Voice is a globally distributed
organization working on improving equity in
digital science education. As humanity enters
the Anthropocene, a geologic epoch where
humans overwhelmingly impact Earth system
processes,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train responsible planetary stewards. This must be
done at all levels and educational settings, from the formal classroom to informal
learning events. Digital technologies are some of the most impactful ways of improving
science education universally when done right. Coupled with game-based learning,
role-playing, place-based learning, and other experiential learning modes, Science
Voices are working to transform science education to better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hey are currently working on two significant projects:
1) Greenworks, a global environmental classroom for role-playing curricula and
community impact projects.

2) Agavi, a digital science learning platform for low-resource areas, is also working on
experimental projects in ecological science.

Science Voice는 디지털 과학 교육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조직입니다. 인류가 지구 시스템 프로세스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질

시대인 Anthropocene에 진입함에 따라 책임감 있는 행성 관리인을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식 교실에서 비공식 학습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과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올바르게 수행될 때 보편적으로 과학
교육을 개선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 중 일부입니다. 게임 기반 학습, 역할극, 장소
기반 학습 및 기타 경험 학습 모드와 함께 Science Voices는 21세기의도전과제에더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과학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역할극 교과과정 및 지역사회 영향 프로젝트를 위한 글로벌 환경 교실인 Greenworks.

2) 저자원 영역을 위한 디지털 과학 학습 플랫폼인 Agavi는 생태학 실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Waterkeeper Alliance

The Waterkeeper movement was started by a
band of blue-collar fishermen on New York’s
Hudson River in 1966 because industrial polluters
were destroying their way of life. Their tough,
grassroots brand of environmental activism
sparked the Hudson’s miraculous recovery and inspired others to launch Waterkeeper
groups around the world. Today, Waterkeeper Alliance unites more than 300
Waterkeeper groups that are on the front lines of the planetary environmental crisis,
patrolling and protecting more than 2.5 million square miles of rivers, lakes, and coastal
waterways on six continents. From Alaska to the Himalayas, the Great Lakes to
Australia, the Waterkeeper movement defends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drinkable, fishable, and swimmable waters and combines firsthand knowledge of local
waterways with an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rights of their communities.

Waterkeeper 운동은 1966년 뉴욕 허드슨 강에서 일하던 블루칼라 어부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 오염자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친 풀뿌리 환경 운동 브랜드는 Hudson의 기적적인 회복을 촉발했고 다른

사람들이 전 세계에 Waterkeeper 그룹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Waterkeeper Alliance는 지구 환경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300개 이상의 Waterkeeper
그룹을 통합하여 6개 대륙에서 250만 평방 마일 이상의 강, 호수 및 해안 수로를

순찰하고 보호합니다. 알래스카에서 히말라야 산맥, 오대호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Waterkeeper 운동은 음용, 어업 및 수영이 가능한 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지역 수로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지역 사회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결합합니다.



What can members achieve?
회원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EAC members can obtain a series of badges and certificates to document their success
as a member of EAC. Each badge requires members to follow a series of tasks. Some
are easily obtainable, and others will take longer to achieve. EAC members can work on
obtaining badges outside of EAC with family members as long as they document their
progress as proof. The following badges are achievable as the club grows; more will be
added.

EAC에서 학생들의 성공을 문서화하기 위해 일련의 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배지에는 다른 기술이 필요하며 학생들은 배지를 받기 위해 일련의 작업을 따라야

합니다. 일부는 빠르게 요구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달성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클럽이 성장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범주의 배지가

개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음 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천문학 Astronomy
● 캠퍼 Camper
● 수집가 Collector
● 커뮤니티 Community 1, 2, 3, 4
● 보존 Conservation
● 공학 기술 Engineering
● 모금 Fundraising
● 원예 Gardening
● 하이커 5km, 10km, 25km, 50km, Hiker 5km, 10km, 25km, 50km
● 매듭 마스터 Knot Master
● The Big 5 (Incheon) - Mountaineering
● The Big 5 (Korea) - Mountaineering - Special Badge
● 트레킹 Trekking
● 기상학자 Meteorologist
● 내추럴리스트 Naturalist
● 100KM 하이킹 배지 100KM Hiking Badge - Special Badge
● 펫 케어 Pet Care
● 포토그래퍼 Photographer
● 과학자 Scientist

Members will be given the rules and regulation on how to achieve these badges once
they have joined EAC. Members will be able to simply iron on these badges to their
EAC clothing.



학생들은 EAC에 가입하면 이러한

배지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받게 됩니다. 회원은 EAC의류에
이 배지를 간단히 붙일 수 있습니다.

Who and How to Apply:
신청 대상 및 방법:

● Students from SET 4 - High
school will be able to apply.

● SET 4 -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Students interested in the EAC

core values.
● EAC 핵심 가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
● Students who do not mind being

outside in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It is possible that on
one of the trips, it may rain or that
the ground is muddy)

●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외부에

있는 것을 꺼리지 않는 학생. (여행 중 하나에서 비가 올 수 있거나 땅이진흙탕일
수 있음)

● Students who are independent and mature enough to spend time away from
home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 낯선 환경에서 집을 떠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고 성숙한 학생.
● Students looking for extra curricula activities that are different from a classroom

setting
● 교실 환경과 다른 과외 활동을 원하는 학생
● Students should see Mr. Morgan and ask for a form to be filled out by parents.
● 학생들은 Mr. Morgan을 만나서 학부모가 작성해야 할 양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 The application deadline is December 9th.
● 지원 마감일은 12월 9일입니다.
● The first meeting will be held on January 10th.
● 첫 회의는 1월 10일입니다.



Basic Equipment Needed
필요한 기본 장비

● Walking boots
● Walking trousers
● Waterproof jacket
● Rucksack
● Reusable water bottle
● Sun hat
● Appropriate clothing for the month. For example, a light long sleeve t-shirt for

trips in May

● 워킹 부츠
● 워킹 팬츠
● 방수 재킷
● 등산용 배낭
● 재사용 가능한 물병
● 태양 모자
● 그 달에 맞는 옷. 예를 들어, 5월 여행을 위한 가벼운 긴팔 티셔츠

Rules:
규칙:

● Students who enter the program must be able to commit to the schedule.
● During club time, students must follow all school rules.
● When on field trips, students must dress and act appropriately.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일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클럽 시간 동안 학생들은 모든 학교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견학을 할 때 학생들은 적절한 복장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Cost 비용

To run the club to the best of our ability and to be able to purchase high-quality
equipment, we will charge 720,000won (This is all-inclusive) a semester. This will
include:

● An item of EAC clothing
● At least 4 Tuesday meetings per month



● 1 - 2 field trips a month
● 3 long weekend field trips - this includes food,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
● Access to equipment and technology to carry out projects and experiments
● Material costs for projects and experiments
● Equipment needed to carry out the EAC aims and objectives
● Field trip insurance

클럽을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고품질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학기에

720,000원을 청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에코 클럽 의류 아이템
● 한 달에최소 4번의화요일
회의

● 월 1~2회 견학
● 3번의 긴 주말 견학 -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포함됩니다.
● 프로젝트 및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 및 기술
● 프로젝트 및 실험을 위한 재료비
● 에코클럽의 목적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Location 위치

The program will mainly focus on the Incheon area, with a more profound interest in
Cheongna and the islands off the coast. Our future goals are to create cleaner
environments on abandoned land, turning them into a more friendly environment for
wildlife and fauna. Students will also find local companies we can work with to help
them make their companies more eco-friendly. At the moment, we are focusing on our
local community, but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make this club more national,
helping out areas of Korea both on land and in the water.

프로그램은 주로 인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청라와 연안의 섬에 집중할 것입니다.미래
목표는 버려진 땅에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야생 동물들에게 더 친근한환경을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함께 일할 수 있는현지회사를찾아회사를보다친환경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역 사회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클럽을 보다

국가적으로 만들고 육지와 물 모두에서 한국의 여러 지역을 돕고 싶습니다.



Proposed Projects 제안된 프로젝트

At the end of the school year, these project reports will be made into a book so that
future EAC members can look back and use them for research or add to the previous
findings.

Mapping Pollution of Incheon
인천의 오염도 매핑

Ozone in the stratosphere protects the earth by absorbing harmful ultraviolet radiation
from the sun. However, when ozone occurs in the troposphere, i.e., the air we breathe,
it harms health. In this project, students will use data from EPA monitoring stations to
analyze the weather/climate conditions that can lead to harmful ozone levels.

성층권의 오존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는공기에오존이발생하면건강에해를끼칩니다.이프로젝트에서학생들은 EPA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해한 오존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씨/기후 조건을 분석할것입니다.

Silt deposits in rivers and streams
강과 시내의 실트 퇴적물

Silt is fine sediment that collects on rivers, streams, and lakes bottoms. The natural
process of the decay of organisms into the water can lead to the production of silt at the
bottom of a lake. Silt can be a rich source of nutrients for fish and bottom dwellers.
However, it can also be introduced by unnatural processes. One problem for rivers,
lakes, and streams is the buildup of excess fine sediment introduced by industry.
Because it often contains harmful chemicals, it can turn a beautiful clear lake into a
brown, contaminated, sludge-filled pond. Agriculture, other industries, and sewage can
introduce silt into streams and lakes. Students will test an aquatic environment for the
presence of silt and answer questions such as: Is it above or below normal levels? Can
you test upstream and downstream of a potential industrial site? Do the types of
organisms you find change in areas with an excess silty bottom?

실트는 강, 개울, 호수 바닥에 모이는 미세한 퇴적물입니다. 유기체가 물로 분해되는
자연적인 과정에서는 호수 바닥에 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트는 물고기와 바닥에
있는 생물들에게 영양소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강, 호수 및 개울에 대한 한 가지 문제는 산업에 의해 도입된

과도한 미세 퇴적물의 축적입니다. 그것은 종종 해로운 화학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맑은 호수를 갈색의 오염된 슬러지로 가득 찬 연못으로 바꾸기도 하죠. 농업,



기타 산업 및 하수는 개울과 호수에 토사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중

환경에서 미사 존재 여부를 테스트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정상
수준보다 높거나 낮나? 잠재적인 산업 현장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을 테스트가

가능한가? 발견한 유기체의 유형은 미사질 바닥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서 변화하나?

Air Quality and particles
대기질 및 입자

In this experiment, students will test air quality by measuring the number of air particles
from different locations. Breathing clean air is essential for keeping your lungs nice and
healthy. Tiny particles of dust and soot in the air can enter your lungs when you breathe
and block oxygen movement. Harmful particles can come from pollutants in the air like
dust, smog, soot, smoke, and other chemicals.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clean air
to our health, most cities keep track of air pollution by issuing smog warnings on days
when there is a high level of air pollution. Agencies measure the amount of air-polluting
particles (also called particulate matter). Polluting particles can be solid or liquid
droplets, big or small, and colored or colorless. Some are large and dark enough to be
seen with the naked eye or a magnifying lens. Are these polluting the air where we live?
What about near a construction site, industrial areas, or the park? Students will create
an experiment to answer these questions.

학생들은 다른 위치에서 공기 입자의 수를 측정하여 공기의 질을 시험할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공기에
작은 먼지를 호흡할 때 폐로 들어가 산소 이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해한 입자는
먼지, 스모그, 그을음, 연기 및 기타 화학 물질과 같은 공기 중 오염 물질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깨끗한 공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대기

오염이 높은 날에 스모그 경보를 발령하여 대기 오염의 양을 측정하여 추적합니다.오염
입자는 고체 또는 액체, 크거나 작거나, 유색 또는 무색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돋보기로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공기를 이것들이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건설 현장, 산업 지역 또는 공원 근처는 어떻습니까?학생들은이러한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험을 만들 것입니다.

Bird Migration
새 이주

Extinct might be a word you associate with animals that lived long ago, like the
dinosaurs, but did you know that over 18,000 species are classified as "threatened"
(susceptible to extinction) today? Scientists involved in wildlife conservation have a
tough job; they are in charge of determining what needs to be done to prevent a species



from becoming extinct. Habitat, food supply, and impacts of local human populations are
just a few factors these scientists consider. It is a lot to keep track of for a single
location, but the job becomes even more complicated when it is a migratory animal. In
this science project, students will get a firsthand look at their job. They will access real
data about migratory birds and use satellite images to analyze their habitats, then come
up with a conservation plan to protect the species from extinction.

“멸종”은 공룡과 같이 오래 전에 살았던 동물을 연상시키는 단어일 수 있지만 오늘날

18,000종이 넘는 종이 "위협" (멸종될 수 있음) 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야생동물보호에관련된과학자들은힘든일을하고있습니다.그들은종이
멸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서식지, 식량공급,지역인구의영향은과학자들이고려하는몇가지요인에불과합니다.
한 장소에서 추적해도 이미 어려운 가운데에, 철새인 경우 이 작업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본인들이 책임져야하는 역할을 직접

살펴볼것이며, 철새에 대한 데이터에접근하고위성이미지를사용하여서식지를분석한
다음 멸종으로부터 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Heavy metals in aquatic life
수중 생물의 중금속

You might know that lead can be toxic and that you can get lead poisoning from eating
or inhaling old paint dust. Lead is called a heavy metal, and there are other sources of
heavy metals that can be toxic, too. Silver, copper, mercury, nickel, cadmium, arsenic,
and chromium are all heavy metals that can be toxic in specific environments. In this
experiment, students will find out if one common heavy metal, copper, can be toxic to an
aquatic environment.

오래된 페인트 먼지를 흡입하면 납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납은 중금속이며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중금속 공급원도 있습니다. 은, 구리, 수은, 니켈, 카드뮴, 비소 및
크롬은 모두 특정 환경에서 유독할 수 있는 중금속입니다.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인 중금속인 구리가 수중 환경에 유독한지 알아낼 것입니다.

Heavy Rain in Aquatic Life
수중 생물의 폭우

Chemicals from Earth's atmosphere are making their way down to the planet through
rain which can infiltrate groundwater, lakes, and streams. How does acid rain affect
aquatic ecosystems?In this science project, students will test the effects of acid rain on



a simple aquatic environment consisting of small aquatic organisms, specifically some
plants and snails. The effect of possibly toxic chemicals on organisms is called
environmental toxicity.

지구 대기의 화학 물질은 지하수, 호수 및 개울에 침투할 수 있는 비를 통해 행성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성비는 수생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작은 수생 생물, 특히 일부 식물과 달팽이로 구성된 단순한 수생 환경의

산성비의 영향을 테스트할것입니다. 독성이 있을 수 있는 화학 물질이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 독성이라고 합니다.

Malformations in Amphibians
양서류의 기형

In this environmental project, students will evaluate the percentage of malformations
and types in local ponds and waterways and help national researchers track and study
the global problems affecting frogs and other amphibians.

저희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지역 연못과 수로의 기형 및 유형의 비율을 평가하고 국가

연구원이 개구리 및 기타 양서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문제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Microplastic Experiments
미세 플라스틱 실험

Microplastics: Beach Walk Activity – In this activity, students sift the sand and examine
the small pieces of plastic hiding in their beach sand.

Microplastics: Plastic Tow Activity – In this activity, students learn how a plankton net
can be used to collect and study microplastics in the water.

Calculating Impervious Surface – In this activity, students use a satellite aerial image to
calculate the amount of impervious surface.

Microplastics: Anemone Feeding Experiment – In this activity, students experiment and
observe the behavior of an anemone that is offered several different types of plastic.

Plastic vs. Natural Substrate: Marine Biofouling Experiments – In this activity, students
observe how different marine animals colonize on natural and plastic material that is
placed in coastal waters for four weeks.



미세 플라스틱: 해변 산책 활동 –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모래를 걸러내고 해변 모래에
숨어 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조사할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견인 활동 –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플랑크톤 그물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배울것입니다.

불투수면 계산 –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위성 항공 이미지를 사용하여 불투수면의 양을
계산할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말미잘 먹이기 실험 –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제공되는 말미잘의 행동을 실험하고 관찰할것입니다.

플라스틱 대 천연 기질: 해양 생물 오손 실험 –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연안 해역에 4주
동안 방치된 천연 및 플라스틱 재료에 다양한 해양 동물이 서식하는 방법을

관찰할것입니다.

Engineering projects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Students will build an RC boat equipped with cameras so that underwater trash can be
found and wildlife identified to help continue our bio-blitz of our local community.
Students will design tools to help collect trash on both land and waterways. How can
seawater from the oceans be turned into fresh water suitable for people to drink?
Through a process called solar desalination! In this science project, students will make
a solar desalination apparatus using readily available materials and a free power
source. This project will then be put online as a free blueprint for people who need it.
3D-printed, biodegradable mosquito traps. These will be used to help people in areas
that suffer from mosquitoes.

학생들은 카메라가 장착된 RC 보트를 만들어 수중 쓰레기를찾고야생동물을식별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바이오 블리츠를 계속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설계할것입니다. 바닷물이 어떻게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뀔까요? 태양열 담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태양열 담수화 장치를 만들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온라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3D 프린팅한 생분해성 모기 덫은
모기로 고통받는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Students are welcomed and encouraged to design their own experiments or
engineering projects.



학생들은 실험이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설계하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