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parents, 

 

As we announced before, we are going on a field trip to Incheon Grand Park, this Wednesday. Students will go to 

the zoo and arboretum, which will be instructed by a forest specialist. For this trip students have to prepare their 

own lunch.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는 수요일 Field Trip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동물원과 이에 속해 있는 

수목원을 방문할 계획이며 수목원 방문시 숲 해설가께서 아이들에게 관련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Field Trip에는 학부모님 들께서 자녀들의 점심 도시락을 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Purpose: Observing what animals and plants do to prepare for winter; related to each grade and their 

individual curriculum. 

목적: 겨울을 나기위해 식물과 동물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관찰 

 When: Nov 11th, Wednesday. 

일시: 11월11일 수요일 

 Where: Incheon Grand Park. 

장소:인천대공원 

 What to wear: Khaki pants, Dalton hoody or zip-up or cardigan. Layers will be allowed 

복장: 면바지, 달튼후디 혹은 집업자켓, 가디건. 날씨가 추울경우 겨울외투나 장갑,모자 착용가능합니다. 

 What to prepare: Lunch, healthy snack and water. 

준비물: 점심도시락, 건강한 간식과 물 

 What will students do: Observing various animals and plants and take botanical class. 

활동 내용: 여러가지 동물들을 관찰하고 숲 전문가의 숲 해설 교실 수강 

 Cost: Free! 

비용: 없음 

What we will experience is related to our educational curriculum, and all students are encouraged to attend. If the 

student does not attend, it will be recorded as being absent. We will leave school at 8:15 and come back to 

school by 4:00. The time for start and dismissal of school is as usual.  

이번 Field Trip 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부분은 모두 교과과정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

도록 협조해주십시오. 만약 불참시 결석으로 표시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아침 8:15 에서 출발하며 학

교로는 4시까지 돌아올 예정입니다. 등,학교 시간은 평소시간과 똑같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Thanks you for cooperation. 

 

Nov 9th, 2015 

Principal Shim Okry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