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Utahloy Community, 

 

Welcome to the second edition of the Year 12 Week Without Walls:  Twin Moon Bay 

Update.  Our students completed their Group 4 project yesterday in spectacular fashion.  They 

worked in groups of 4 or 5 and presented their findings to the group. This allowed them to work 

on their scientific presentation and inquiry skills.  The students were very appreciative of the 

work Mr. Burleigh, Mr. Abbas, Mr. James, and Nana did with them on the project.  They were 

definitely successful.   

 

Once the presentations were complete, we headed over to the restaurant and made our own 

lunch.  The students began to develop leadership roles at this time because they were asked to 

make lunch for each other. After lunch, we went to the beach and played a game of Human 

Knots.  The students were amazing as they navigated the knot and never gave up even though 

the solution looked impossible.  Leaders continued to emerge from this situation.   

 

After this, the students did a beach scavenger hunt in which their teams of 4 had to find a series of 

items such as red shells, smooth pebbles, shell fish in front of sand castles, etc.  Each team 

worked well together and each of them successfully completed the scavenger hunt.   

 

Next, we went to the local market to pick up food for our barbecue.  The students experienced 

the local market for the first time and bought some amazing food including fresh clams, oysters, 

shrimp, beef, chicken, tofu, and vegetable dishes.  We then went and had the barbecue.  The 

students cooked and shared with each other.  This experience was truly wonderful, as it was clear 

how the students came together and established a caring community.  They truly enjoyed this 

experience and finished the evening reflecting on all they accomplished and enjoyed throughout 

the day.   

 

Today, we are going on a mountain hike and will later engage in some beach sports, 

leadership team building activities, and reflections.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Sincerely, 

 

Jon, Brian, Adam, Nana, and Ronnie     

       

 

 

 

 



 

 

尊敬的誉德莱国际学校家长朋友们， 

 

    欢迎你们来到 12 年级 “无墙周”：双月湾之旅第 2 部分最新信息与家长的沟通。我们

的学生在昨天以非常惊艳和另类的方式，成功地完成了他们第 4 组学科（科学）的小组项目。

他们每 4-5 人组成一个小组，来展示他们这一小组的调查结果与发现。 这让学生们有机会锻

炼他们的演讲能力以及探究的技巧。学生们非常感激 Abbas 老师，James 老师以及石老师对

于他们这次演讲报告作业所作出的帮助。学生们这次的演讲非常地成功。 

 

当我们的演讲结束后，我们开始着手用学校餐厅给我们准备的食材制作我们的午餐。学

生们在这个时候开始发挥他们的领导才能，因为他们有任务，需要为其他的同学或是老师制

作一份午餐。午餐过后, 我们来到了海滩，一起玩人类结游戏。学生们表现得非常棒，他们

拿着绳结，即使看起来已经没有解决的方法了，但是他们并没有在此过程中放弃。在游戏的

过程中，我们的老师们可以看出来：在我们 12 年级的学生当中，不断地涌现出“小领导”。  

 

    在此之后, 学生们在海滩上玩起了寻物游戏，他们需要寻找一系列的物品，例如红色的

贝壳，光滑的鹅卵石，在沙滩城堡前面的无脊椎鱼类，等等。每一组的学生们合作无间，并

且最终成功地完成了沙滩寻宝游戏。  

 

    紧接着，我们来到了当地的农贸市场，挑选了当天晚上我们进行烧烤活动的食材。学生

们第一次来到了当地的农贸市场，并且买了非常多的新鲜食材，包括： 蛤蜊，牡蛎, 虾, 牛

肉, 鸡肉, 豆腐,和蔬菜。之后，我们就前往了烧烤店进行烧烤活动。学生们将食物烤熟，并

且将食物与其他的同学们和老师们一起分享。此等体验真是非常美好，因为我们 12 年级的

学生来自不同的地方，可是如今，已经非常熟悉并且建立了一个互相关心的团体。   学生们

在烧烤的过程中非常地愉快，并且在晚上，学生们进行了反思活动：对于他们这几天所做的

事情进行反省和思考。总地来说，在这一天，我们大家都过得非常愉快。 

 

今天, 我们将会去爬山，并且在稍后的时间进行一些沙滩的体育运动，团队建设游戏，

和反思活动。非常感谢各位家长和学校员工对于我们这次旅行的支持，并且很快我们就可以

与你们见面了。 

 

 

您真诚的, 

 

Jon, Brian, Adam, Nana, and Ronnie     

 

 

 

 

 



 

 

존경하는 유탈로이 커뮤니티 여러분께 

Week Without Walls 12 학년 쌍월만 캠프 안내문 제 2 편에 오싞 것을 환영하며 최근 

소식을 젂해드리겠습니다.저희 학생들은 어제 성황리에 그룹 4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4 명 또는 5 명으로 그룹을 이루어그룹에서 연구핚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 과제발표 및 연구 기술을 배울 수있었습니다. 학생들은 Mr. 

Burleigh, Mr. Abbas, Mr. James 와 Ms. Nana선생님이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도와주기위해 

수고핚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학생들의 프로젝트는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저희는 식당으로 향했고, 학생들 스스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점심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본인들의 

리더십을 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희는 해변에 가서 인갂 매듭 짓기 

게임을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매듭을만들어 나갔으며, 마치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젃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더십은 이러핚 

상황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해변에서 네팀으로 나뉘어 붉은 조개, 부드러운 조약돌 찾기 등과 같은 

보물 찾기도 하고 모래성 앞에서셀카 찍기도했습니다. 각 팀은 서로 힘을 합쳐 일을 

잘 수행했고 각각의 팀은 보물 찾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바비큐 파티를 하기 위해 음식을 사러 현지 재래 시장에갔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현지 재래 시장을 체험하고 싞선핚 조개, 굴, 새우, 쇠고기, 닭고기, 

두부, 야채 등을 포함핚 훌륭핚여러 식재료를구입해서, 바로 가서 바비큐 구이를  



 

 

했습니다.학생들은 요리를 하고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 경험은 학생들이어떻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살펴주는 관계를 형성하는지 분명하게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심으로이 경험을 즐겼고저녁에는 이날 하루 

이뤘던 모든 것을 되돌아 보는 시갂을 가지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는 산으로 하이킹을 갈 것이며, 나중에는약갂의해양 스포츠, 리더십 

팀워크형성하기 활동 및 리플렉션 활동을 핛 것입니다. 아낌없는 지원에 항상 감사 

드리며 곧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Jon, Brian, Adam, Nana, and Ronn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