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quipment List for Middle School Chadwick International Outdoor Education

본인의 장비에 반드시 학생의 이름과 학년(Class 2019)을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class 20__).
아래의 장비 물품들은 프로그램 활동을 하며 흙 등으로 더러워 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Experiential Education 부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032-250-5097 / 영어: 032-250-5090

ITEM DESCRIPTION

필수품목. 귀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물품들을 반드시 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플백
해당 가방은 반드시 모든 물품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더플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가방을 챙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데이팩 점심, 스낵, 물병, 여벌의 옷, 레인기어를 모두 넣을 수 있는 크기.

슬리핑백 (침낭)

슬리핑백의 충전물이 합성소재 이여야만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자연 섬유소재의 충전물이 든 

슬리핑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연 섬유소재라 함은 면소재나 거위/오리털 충전물을 말합니다. 

슬리핑백은 0 ℃ ~ - 10 ℃ 에서 사용하기에 편안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슬리핑백은 반드시 "머미" 

스타일로 후드가 있어야 하며, 그냥 "직사각형"의 제품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시 무게와 

사이즈를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려는 제품이 너무 크거나 또는 무거우면 앞으로의 

9/10학년에서 하게 될 백팩킹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부적합 할 수 있습니다. 

바닥패드
써머레스트(Thermarest) 공기주입식 매트리스 또는  (저렴한) 크로즈셀 폼(closed-cell foam)  

매트리스등이 가능합니다. 패드는 학생의 신장길이를 커버 할 수 있는 길이가 적당합니다. 

바닥타프 (Tarp)
우리의 텐트에는 바닥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커버 할 수 있는 자신의 바닥타프가 필요합니다. 이 

타프의 사이즈는 1m X 2m, 그리고 재질은 방수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하이킹 부츠
본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편안하고 튼든한 것. 새 신발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발목을 보호 할 수 있고 

견고한 제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워터프루프(방수) 제품이 좋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운동화 학교 체육수업시간에 신을 수 있는 신발, 가벼운 제품으로 가지고 오기를 권정드립니다.

워터슈즈

워터슈즈는 젖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켤레의 낡은 운동화를 가지고 오거나 KEEN 타입의 

워터슈즈가 가능합니다. 뒤꿈치를 감싸는 스트랩이 있고 발가락을 덮는 신발이어야 합니다. 

샌달(슬리퍼 스타일의)이나 플립플롭은 안됩니다. 

양말
5켤레.  하이킹 스타일의 두꺼운 양말이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면소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100% 울(Wool) 또는 합성소재의 양말을 구비하십시오. 

레인자켓(후드가 

반드시 달린것)과 

레인팬츠

레인자켓과 레인팬츠는 반드시 워터프루프(방수) 기능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바람막이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어텍스는 고가의 옵션이고 어부가 입을 만한 투습방수소재(coated nylon)는 

저렴한 옵션입니다. 자켓 내부의 재봉선이 테잎으로 덮어져서 방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판초 (커다란 천 가운데 머리를 내놓는 구멍만 있는 일종의 외투) 는 불가합니다. 

레인팬츠는 한국에서 다소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적기는 겨울입니다.

플리스 자켓 또는 

다운 자켓

 면소재 금지.  만약 새로 플리스 자켓을 구매 할 계획이라면, 이번 프로그램에서와 앞으로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무거운 옷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기위해 옷의 무게를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경량의 긴 내의 - 

상의

가벼운 합성소재의 섬유. 면소재 금지. 가벼운 상의를 손에 들었을때 조금의 빛이 투과되는 정도 

입니다. 해당 제품은 자외선으로 부터 보호를 위함입니다. 대부분 이 제품의 느낌은 부드럽고 

실키하며  여름에 해변에서 사람들이 입습니다. 레쉬가드도 가능합니다. 

중량의 긴 내의 - 

상의

다소 도톰한 합성소재의 섬유. 면소재 금지. 중량의 내의는 경량의 내의보다 보온성이 있습니다, 

도톰합니다. 중량의 내의는 겨울에 스키자켓 안에 입는 옷과 유사합니다.  

중량의 긴 내의 - 

하의

다소 도톰한 합성소재의 섬유. 면소재 금지. 중량의 내의는 경량의 내의보다 보온성이 있습니다, 

도톰합니다. 중량의 내의는 겨울에 스키바지 안에 입는 옷과 유사합니다

하이킹 팬츠 하이킹 바지는 한국에 매우 찾기가 쉽습니다.  이는 경량이며 100% 합성소재입니다.  면소재 금지.

다른 추가 물품을 절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은 아래의 리스트에 있거나 제공 되어 질 것입니다.

모든 백패킹 장비들은 사이즈와 무게가 고려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가볍고 압축성이 있는 제품들로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할 때 가벼운 제품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조금 큰 사이즈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입니다. 



반바지
1벌 또는 2벌. 보통의 반바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100% 합성소재로 된 제품이면 면소재보다 빨리 

마르고 가벼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농구 바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티셔츠 또는 

긴팔소매 셔츠
5벌의 보통 셔츠가 가능합니다. 합성소재의 제품이 면소재보다 가볍고 편안할 것입니다. 

수영복
학교에서 입는 수영복이면 가능합니다, 남학생/여학생 모두에게 수영복만을 입기가 불편하다면 

여벌의 합성소재의 짧은 옷을 수영복 위에 입을 수 있습니다. 

속옷 5벌

보온 장갑
보온장갑은 하이킹 장갑보다 두꺼워야 합니다. 단열의 기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플리스나 울소재. 

만약 보안장갑 대신 두켤레의 하이킹 장갑을 준비 해 와도 괜찮습니다. 

보온 모자 비니 스타일. 귀를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울 또는 플리스 소재. 면소재는 안됨. 

반다나 1개, 면소재 가능. 

햇빛 차단용 모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야구모자 또는 큰 챙이 있어 뒷부분의 목을 덮어줄 수 

있는 모자를 권장합니다. 

선글라스
자외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가져 오는것이 좋습니다. 스트랩이 있어 머리에서 지지해 줄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스트랩은 필수는 아닙니다.)

선크림 SPF 30 이상. 워터프루프 (방수) 선크림이 강력히 권장됨.

물병
두개, 1리터 물병. 또는 하나의 2리터 ‘Camelback’ 캐멀백 수화(水和) 타입 시스템. 반드시 세지않고 

견고한 제품이여야 함.

헤드램프 어떠한 헤드램프 타입도 가능. 반드시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올 것. (AA또는 AAA).

식기류
컵, 볼, 젓가락/포크와 숟가락. 접시는 옵션사항. 크기가 다양한 식기류를 여러 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개인용품

중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화장실의 사용은 가능하나 샤워실은 사용이 용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꼭지의 물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여 "샤워"에 관련된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럽지만 보온을 유지 하는것이 깨끗하고 차가운것보다 낫습니다. OE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서 청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야외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청결과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함의 발란스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다음의 제품들만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치솔, 치약, 빗은 선택사항.  / 드라이 샴푸, 바디스프레이, 비누, 

로션과 데오드란트는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이들 제품은 화학성분으로 하루의 끝에 

샤워를 통해 씻어내어 져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제품이 1주일 동안 몸에 뭍어있게 

된다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들 제품들의 냄새가 벌레, 곤충, 동물의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처방된 의약품

평소 복용하는 양의 두 세트를 지퍼락(ziplock bags)에 넣어 준비(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각 

세트에는 명확히 기재된 복용자의 영문이름, 의사의 이름과 연락처, 의약품의 이름, 복용 이유, 

복용방법 언제, 얼마나 복용하는지 등과 그 외 다른 중요한 정보들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지, 가능한 

부작용, 또는 함께 복용 할 수 없는 의약품, 복용을 놓쳤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이 라벨링 되어 

있어야 하고 잘 포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들은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리포트 되어져 있어야 

하고 학교 메디컬 폼에도 기제되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성용품 여행기간동안 생리주기가 변동될 수 있으니 예정된 주기가 아니더라도 여성용품을 가지고 오십시오. 

방충제

어떠한 브랜드라도 무방. 본인에게 잘 작용되는 제품을 본인이 가장 잘 알것입니다. 100% DEET 디트는 

독성이 있고 이로 인해 고가의 고어텍스 자켓같은 아웃도어 의류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필기구 펜, 연필, 색연필 등 저널링을 위한 필기구. 학생의 OE저널은 제공 될 것입니다.

업데이트 된 메디컬 

폼/비상연락정보

해당 사항은 학생이 가지고 와야 하는 준비물은 아니지만,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으로 부터 정보를 받아 프린트 해 가는 부분입니다. 하여 학부모님이 자녀의 새로운 메디컬 

정보, 알러지, 복용약품, 보험, 또는 연락가능 정보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님게서는 학교 

웹페이지 학부모 포털에서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인지폼 

(AoR)

이것 또한 가지고 오는 준비물은 아니지만, 부모님으로 부터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전 완료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학부모 포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아래의 물품들은 선택사항입니다.:

교정렌즈
콘텍스 그리고/또는 안경. 평소 콘텍스 렌즈를 사용하는 이는 콘텍트 렌즈에 문제가 있거나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으로 안경을 가져오는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양말
한 켤레. 합성소재, 얇은, 부드러운. 이것은 하이킹 양말 아래에 신는 용도입니다. 해당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없을 수 있으나, 본인이 발에 물집이 쉽게 잡히는 편이라면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플리스 바지, 

여분의 

플리스/다운 자켓

기상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쉽게 추위를 느낀다면 보온을 위한 여벌의 의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플리스 팬츠는 취침시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다운 자켓은 단열이 잘되는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운 제품은 젖게되면 그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보호제 SPF 30 이상
트레킹 폴(등산 

지팡이)
선택사항이지만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시계

필요하다면 알람기능이 있는 시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동안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동반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람기능이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룹 친구들을 서로 깨워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휴대전화 카메라는 절대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추가음식

통상적으로 추가음식을 가지고 오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제한하는 음식이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알러지 등으로 제한하는 특정 음식물이 있다면  본인의 음식을 

챙겨와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Outdoor/Experiential Education 프로그램 사무실에 (032-250-

5090) 연락을 반드시 취하여 정보를 전달 해 주셔야 하고 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개 중학교 프로그램에서만 가능 합니다. 작고 가벼운 여행용 베개를 필요하다면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발목 보호대
만약 장기간 지속된 (만성) 발목 문제가 있다면 발목 보호대를 또는 다른 발목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 생각 일것입니다.

타올/사롱(Sarong)

가벼운 "팩타올" 또는 사롱(sarong). 하루의 활동을 마무리 하고 건조를 위해 그리고 수영복 등을 갈아 

입을때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이들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올이나 

사롱은 몸을 가리거나 두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금지물품. 아래의 물품들은 프로그램에 절대 가지고 올 수 없는 아이템들 입니다. :

개인 귀중품

개인 위생 제품들의 양을 자제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학년, 10학년이 되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반드시 꼭 필요한 물품들밖에 가지고 갈 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번 여행에서 그 현실을 

준비하고 연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대전화
프로그램 기간동안은 휴대전화를 멀리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추가 음식* *예외의 경우 위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제품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방해 할 수 있는 아이패드,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들.

기타 학생 핸드북에 기제되어 있는 모든 금지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