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ade 3 & 4 Overnight Camping Event 

Dear Parents, 

On June 5th, the Grade 3 and 4 students will take part in the second annual camping event. The goal 

of this event is to introduce the students to camping and outdoor education in a safe and familiar 

environment, here at the CDS campus. The students will work together to solve problems, play 

collaborative games, and develop fundamental camping skills. The grade 4 students will sleep outdoors 

in tents, while the grade 3 students will sleep indoors. All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connect with 

nature and record their experiences in their journal.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activities, there 

will also be a BBQ dinner, a campfire  and an outdoor movie.   

학부모님께 

3 학년과 4 학년학생을 대상으로 6 월 5 일부터 1 박 2 일간의 캠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캠핑에 대해 알게 되고, 야외활동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단체활동을 통해 서로 협조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4 학년은 운동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3 학년은 실내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일기에 기록할 좋은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바베큐파티, 캠프파이어, 영화감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When: June 5th (after school) until June 6th (9:00am)  

날짜:6 월 5 일 금요일 방과후부터 6 월 6 일 토요일 아침 9 시까지 

Where: CDS campus 

장소: 학교내 

What to bring:  

● Sleeping bag (or blanket) and a pillow 

● Pajamas 

● toothbrush and face towel 

● Water bottle 

● Hat 

● Sunscreen 

● Optional: 

o Change of clothes 

o Bug spray 

o Flashlight 

o Rain jacket  

 

 

 



준비물 

    

● 침낭(담요), 베개 

● 잠옷 

● 세면도구(칫솔)와 수건 

● 물통 

● 모자 

● 썬스크린 

  선택사항: 갈아입을옷, 벌레물린데 바르는약, 후레쉬, 우비      

 

 
* Students may not bring their phone to this event.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 Dismissal: Saturday, June 6, at 9am, FP Playground (green-space) 

  캠핑이 끝나는 시각: 6 월 6 일 토요일 오전 9 시, FP 운동장 

* Except the parent volunteers doing the BBQ, this event is for students only (parent volunteers will 
have dinner with students at school)  

  바베큐를 준비해주시는 학부모님을 제외하고, 학생만 참여 가능합니다. ( 자원봉사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