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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hort project report written and translated to English by students at Chungryeol Girl’s 

High School in Tongyeong, Korea. During her sociology class, teacher Ms. Hong Dosoon led 

students to think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and find ways to make a small difference 

during their everyday school life. This short summary depicts some of the projects the girls have 

initiated in class, currently still in action.  – RCE Tongyeong (rceorg@gmail.com) 

 



Case 1. “Day of Environment Queen” – Action day for 

Sustainable society 

 Member : Kim Suyeon, Kim Haemin, Park JungEun, Kim Hyunji, Jung Heelim, Kim Jiyeon 

조원 - 김수연, 김혜민, 박정은, 김현지, 정희림, 김지연 

 

Our team decided to make Day of Environment Queen for sustainable society. Its purpose is that our 

friends pick up the trash by setting an example and that they can think about environment one more time. 

Concrete practice is that all of our team pick up the trash around our school, bringing eco bag during the 

day. Then we elect Today's Queen Of Environment at the end of a school day. In this way we choose 

Environment Queen of this month. We give environment friendly gift such as a cherry tomato, lettuce, red 

clay cloth to her. We want our school to be more clean by our team's activity. 

 

저희 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의 날을 맞아 환경여왕의 날을 만들어 실천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의 목적

은 저희 조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친구들이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저희 조원 모두가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동안 교실

이나 학교 주변의 쓰레기들을 주워 종례시간에 가장 많은 쓰레기를 주운 조원을 오늘의 환경여완으로 선정하여 달력에 

기록하고, 이렇게 한달동안 진행하여 오늘의 환경여왕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조원을 이달의 환경여왕으로 선정합니다. 

이달의 환경여왕에게는 원들이 준비한 친환경에코선물(방울토마토, 황토손수건, 상추 등..)을 줍니다. 저희 조의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쓰레기를 줍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학교가 더 꺠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Case 2. ‘Wash My School Uniform Myself’ project  

Member : Lee Naseul, Lee Chanyang 

조원 - 이나슬, 이찬양 

 

Our team’s projec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called 'wash my school uniform myself'. Every Saturday, 

we wash school uniform with hands rather than using washing machine, to reduce use of electricity. 

Handwashing also helps to make school uniforms clean and wearable for longer period, compared to 

washing machines. When we wash our school uniform, we don't use detergent. Instead, we use laundry 

soap. So this way it prevents water pollution too. And we use residual water to clean bathroom and flush 

the toilet. So this way cut down water usage to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내 교복 내 스스로 ' 날을 정해서 실천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복을 세탁기가 아닌 손으로 빨

아서 합성세제, 수도세, 전기세를 절감하고 교복을 깨끗하게 오래 입기 위함이다. 교복을 빨 때는 세제가 아닌 빨랫비누를 사용하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교복을 빨고 남은 물로는 내리고, 화장실 청소에 사용함으로써 수도세를 줄일 수 있다. 

* 7/11 Action report – Lee Chanyang 

I washed my uniform by using soap and washed bathroom by using water which I used when I washed 

my uniform. It was good because self laundry took shorter than washing machine. As I put in efforts to 

hand wash, I also felt more attached to my school uniform. I was so happy that I saved water and electricity. 



 

 

Case 3. No Snack Day  

Member : Kim Bomi, Park Heeju, Lim Hyemin 

조원 -김보미, 박희주, 임혜민 

We were surprised that girls at our school throw away so much trash. We had thought about that problem, 

just then we got a chance. We decided that we should go to school snack-bar less often to reduce the 

trash and donate the extra pocket money to local community. After that, we planned detail. First, we 

decided not to use school snack-bar every Wednesday and Friday. Second, we collected money that wasn't 

used, 1000 won each. Third, we plan to donate to orphanage, facility for the handicapped,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we will try to positively affect to our local community. Fourth, we will lead other students 

to participate in our project. So far, we have accumulated 9000 won altogether since June 24th! 

저희는 매일 매점을 지나치면서 넘치는 쓰레기에 놀랐습니다. 그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를 줄이고 매점을 가는 빈도를 줄여서 남는 돈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결

심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매주 수, 금은 매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둘째, 사용하지 않

은 돈을 1000원씩 모읍니다. 셋째, 그 돈을 고아원,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하게 기부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할것 입니다. 넷째,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것 입니다. 

 



Case 4. Ladies’ Day 

Member : Lee Sulim, Park Hyun, Oh Haneul, Jung Somi, Kang Jungyoon, Jung Bomi 

조원 - 이수림 박현 오하늘 정소미 강정윤 정보미 

 

Today, disposable garbage occurs frequently on unnecessary places. Therefore we selected 'lady's day' in 

order to reduce waste. The 'lady's day' is the day of using handkerchiefs and tumblers instead of 

generating a disaposable waste such as paper cups and plastic bottles. In order to make sure many 

students participate, we place extra handkerchiefs and tumblers in our bedside stand the day before.  

 

오늘 날, 불필요한 장소에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쓰래기를 줄이기 위해 '숙녀의 

날'을 선정하였다. '숙녀의 날'이란 휴지와 물티슈,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병과 같은 일회용 쓰래기를 발생시키는 것들 대

신에 손수건과 텀블러와 같은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물품을 사용하는 날이다. 또한 취침 전에 미리 손수건과 텀블러를 

자주 사용하는 곳에 놓아둠으로서 실천방안을 더욱 구체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