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 Family Day Event
Saturday November 18th2017
Dear UISZ Community,

It is my pleasure to invite you all to our annual UEF Family Day on Saturday, November 18th. This is a
joint event hosted by both UISZ and UISG. The aim of this day is for all our Utahloy Community to
come together, build relationships and enjoy the beautiful Zengcheng campus. With the exciting
school development taking place over the next few years, we see this year’s Family Day as a way to
celebrate the uniqueness of our current campus and the building of our brand new school.

Below you will find a basic outline of the day’s activities and events, as well as the transport
arrangements. One exciting addition to this year’s Family Day is the Brazilian Football Tournament.
This tournament will bring in teams from all over the Pearl River Delta for a day of fun football action.
In addition, this year’s Family Day will have food catered by One for The Road. With the mix of
football, food and fun, Family Day is sure to be a big success!
In addition, this year’s Family Day will have food catered for by One for The Road, which will be
available to purchase on the day. We will also have a family picnic area for you to bring your own food
and drink if you wish.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nd your family for this day of celebration.

Warmest Wishes,

Nicholas Evans
Head of School

11:00AM

Welcome by UEF Chair& Heads of School

11:15 AM– 2:15 PM ACTIVITIES:
-

Scavenger hunt at the top of turtle hill
(Starts at 11:30 & Parents should be in
attendance with children)

-

Pickup Basketball and Volleyball games in
the Gym

-

All Day Activities

Guided Kayaking in the river (Departing

Food and Drink from One For the
Road
Football Tournament
Petting Zoo
Bouncy Castle

at : 11:15/12:15/1:15/2:15)
Music and fun by the Pool
-

Guided Biking (Departing
at :11:15/12:15/1:15/2:15)

12:00 PM- 1:00 PM -

Social Cricket (UISG v. UISZ)

2:00 PM - 3:00 PM -

Social Football/Soccer (UISG v. UISZ)

4:00 PM

Activities end and buses depart

-

Booths and Vendors

TRANSPORTATION ARRANGEMENTS
Please return this form by EMAIL uiszc@uiszc.org or have your child bring it back to school by
Tuesday 14th November.
Student’s name ___________Year____
Boarder:

Yes/ No(Please move in a circle)

I will be using my own transport
License Number __________
I will be using school transportation
Number of people taking the bus

________

School bus pick up points：
9:45 am

Dongguan - Moonbay Garden

10:00 am

Dongguan - Dynatown West Gate

9:15 am

Guangzhou - Citic Plaza

10:00am

ZengCheng- Phoenix City McDonald

Parent’s Print Name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

Parent’s Contact phone Number : ___________________

誉德莱教育集团家庭同乐日活动时间表
2017 年11月18日周六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的家长和朋友们,
我非常荣幸可以代表学校邀请您参与我们在 11 月 18 日周六举行的年度誉德莱教育集团家庭同
乐日。这是一个由增城誉德莱国际学校和广州誉德莱国际学校联合举办的盛事。我们举办这次活动
的目的是让我们誉德莱集团的所有教职员工聚在一起，在我们如此美丽的增城誉德莱学校校园里建
立起更加友好的关系。由于在接下来的几年里，我们的学校将会有非常令人兴奋的变化，因此，今
年的家庭同乐日将会是最后一年，让我校的师生可以在这个美丽的校园里一起欢庆我们取得的进步，
并且庆祝我们崭新校区的投建。

在以下的表格里，您将会看到这一整天活动的基本介绍以及当天的校车安排。在今年的家庭同
乐日中，另外一项令人兴奋的活动是巴西足球锦标赛。当天参加锦标赛的队员们将会是来自珠江三
角州的专业足球运动员，那天的比赛将会为我们带来非常大的乐趣。另外, 今年家庭同乐日的食物
和饮料将会由著名的东莞西餐厅“临行前的最后一杯酒”提供。在那天，有足球锦标赛，美食和各
项有趣的活动，我相信今年的家庭同乐日将会举办得非常成功!
因此今年的家庭同乐日，我们将会由西餐厅““临行前的最后一杯”提供午餐，家长们可以那
天在购买午餐。我们也会在学校提供给家长们野餐的区域，让你们可以享用自己带来的午餐。

我们期待在今年的家庭同乐日中看到您的家人和朋友与我们一起庆祝这个特别的日子。

早上 11:00

誉德莱教育集团代表以及增城誉德莱国际学校校长为各位来宾致欢迎词

早上 11:15 – 下午

当天活动:

2:15

-

一整天活动

在龟山山顶上进行寻宝游戏 (从早上 11:30 开始，
家长需要陪同孩子们一起参与活动)

食物和饮料由西餐厅“临行前的最后一杯酒”
提供

-

在体育馆进行篮球和排球比赛

-

在相关老师的指导下在湖面进行皮划艇的活动(皮

足球锦标赛

划艇活动的时间分别为：11:15/12:15/1:15/2:15)

-

儿童爱畜动物园

在老师的指引下进行骑自行车的活动(骑车活动分
四次进行，出发的时间分别为：

充气城堡

11:15/12:15/1:15/2:15)

听音乐,在泳池边玩乐

中午 12:00 –下午

-

板球友谊赛 (广州誉德莱国际学校对阵增城誉德莱

1:00

国际学校)

下午 2:00 –下午 3:00 -

英式足球友谊赛 (UISG v. UISZ)

下午 4:00

活动结束并且广州誉德莱国际学校员工离开增城誉

-

设置食物摊位

德莱国际学校

您真诚的,

Nicholas Evans
校长
增城誉德莱国际学校

学校交通安排

请您于 11 月 14 日（星期二）之前把此表格通过邮箱 uiszc@uiszc.org 或让您的孩子交回学校。
学生姓名 ___________
住宿生:

年级____

是 /否 (请在合适选项中打圈)

我将乘坐私家车
车牌号码__________
我将乘坐校巴。
需要乘坐校车的人数

________

校巴接送点：
9:45 am

东莞 - 金月湾

10:00 am

东莞 - 星河传说西门口

9:15 am
10:00am

广州 - 中信广场
增城 - 凤凰城麦当劳

家长正楷签名：___________

家长联系电话：

签名：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UEF 가족의 날 행사 일정 안내
2017 년 11 월 18 일(토요일)
존경하는 UISZ 커뮤니티 여러분,
연간 행사 중 하나인 11 월 18 일(토) UEF 가족의 날 행사에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UEF 가족의
날은 UISZ 와 UISG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저희 모든 유탈로이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친목을 다지며 아름다운 정청 캠퍼스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의 가족의 날은 저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맞이하게 될 교정의 흥미로운 발전에 따라 저희 학교의 특별함과 새로운 학교 건축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행사 당일에 있을 행사와 활동들에 대한 개요 및 차량 배차 안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UEF 가족의 날 행사에 추가된 흥미로운 행사는 브라질 축구 토너먼트 경기입니다. 이 흥미로운 축구 경기를
위해 주강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축구팀들이 참석합니다.
또한, 올해의 가족의 날에는 동관의 유명한 펍/레스토랑인 One for The Road 에서 직접 와서 음식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하시는 경우 직접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오셔서 가족과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피크닉
공간이마련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을 이 축하의 날에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Nicholas Evans
총 학교장

11:00AM

UEF 대표 &학교장 환영 인사

11:15 AM– 2:15 PM 활동들:
-

거북 언덕 꼭대기에서 보물찾기

-

(11:30 시작.자녀분이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분께서 함께해야 합니다.)

-

농구 경기와 배구 경기(학교 운동장)

-

지도 교사의 안내 아래 학교 강에서

종일 행사
One For the Road 에서 판매하는
음식과 음료
축구 토너먼트 경기
어린이 동물원

카약타기(출발 시간: 11:15/12:15/1:15/2:15)

-

지도 교사의 안내 아래 자전거 타기

점핑캐슬
수영장에서 음악과 함께 수영 즐기기

(출발 시간:11:15/12:15/1:15/2:15)
12:00 PM- 1:00 PM -

크리켓 친선 경기 (UISG 대 UISZ)

2:00 PM - 3:00 PM -

축구 친선경기 (UISG 대 UISZ)

4:00 PM

행사 종료및귀가 버스 출발

-

각 부스 및 참가 업체

UEF 가족의 날 행사 교통편 신청서

아래 참가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uiszc@uiszc.org 또는 자녀를 통해 학교에 11 월 14 일
(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년: ___________________
기숙생:

네 / 아니요 (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해 주세요.)

교통편 선택
저는 제 자가용을 이용할 것입니다.
차량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학교 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학교 버스 이용 인원수________

학교 버스 탑승 위치：
9:45 am

동관 금월만

10:00 am

동관 싱허 서문

9:15 am

광저우 중신광장

10:00am

정청 – 봉황성맥도널드 앞

학부모님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