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parents,
Welcome to the world of Week Without Walls: Twin Moon Bay Edition. Yesterday, we made the
journey from our halls of UtahloyZengcheng to the esteemed destination of WeHouse in Twin
Moon Bay. The students began their journey by packing their science equipment, which will help
them to analyse soil samples and hypothesize about the goings on in the ecosystem. This will
allow them to complete their Group 4 Project.
As you can see from the photos, the students are enjoying their time immensely. Yesterday
when we arrived, we went on a beach walk and developed a sense of the lay of the land. Today
they are out on the beach engaging in data collection and experiments. Later this afternoon they
will create their presentations, and tomorrow they will exhibit their findings to the group.
This ha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for them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build a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ir year group. I am excited to see what they produce tomorrow!
Cheers to everyone,
Jon, Adam, Brian, Nana, and Ronnie

尊敬的家长,
欢迎来到“无墙周”露营活动的世界: 双月湾之旅。昨天 , 我们从增城誉德莱国际学校
启程，来到了双月湾著名的万科双月湾微豪湾舍酒店。学生们在旅行的一开始，就把他们科
学课需要用到的器材带到了校车上，这将有助于他们分析土壤的样本和对此生态系统进行假
设。这是他们第 4 组学习项目需要完成的作业。
正如附件照片中您可以看到的，学生们从旅程的第一天就表现得非常享受。在昨天，我
们抵达了双月湾后，我们的学生们迫不及待地来到了海摊散步，而这让我们有一种躺在大地
上拥抱自然的感觉。今天，学生们将会在沙摊上参与数据收集和进行相关的实验的活动。在
今天下午，他们将会分组准备他们明天的演示报告文稿，而在明天，他们将会以小组为单位，
将他们之前做实验的发现以演讲报告的形式呈现给此次同行的老师和同学们。
这次的旅行无疑将会加深和巩固 12 年级学生们之间的友谊，并且让老师和学生们建立
更加和谐友好的关系。我对于学生们明天的演讲非常期待!
感谢每一位给予这次旅行支持的家长和学校员工,
Jon, Adam, Brian, Nana, and Ronnie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Week Without Walls (캠프)의 세계(쌍월만 편)에 오싞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저희는 정청유탈로이
강당에서

쌍월만위하우스의

목적지까지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학생들은

토양

샘플을

분석하고

생태계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핚 가설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과학 실험 도구를 챙기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그룹 4 과학 프로젝트를 완성핛 수 있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매우 즐거운 시갂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착했을 때 저희는
해변가로 가서 산책을 하고 지형에 대핚 감각을 익혔습니다. 오늘 학생들은 해변에서 실험을 위핚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핛 것입니다. 오후에 학생들은 각자 발표 자료를 만들 것이고 내읷은 본읶의 연구
결과를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핛 예정입니다.
이 캠프에서 학생들은 같은 학년 학생들 안에서 서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핛 수 있는 훌륭핚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내읷 학생들의 발표가 매우 기대됩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Jon, Adam, Brian, Nana, and Ronn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