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7th, 2018

Re: UISZ Spring Concert at UISZ Secondary Library 25th May
Dear Parents,
Our annual Spring Concert– Annie Production will take place at UISZ Secondary Library on
Friday, 25th May 2018. Thisis a special event for our school community. Lunch will be provided
to parents who will come for the event. The Spring Concert will start from 2:00 pm.
Transport Arrangements
On Friday May25th, for those parents who require transportation from Dongguan,2 buses will
pick up from 3 different locations, please see below for times:

1）DYNATOWN, WESTGATE at 11:30a.m.
2）MOONBAY GARDEN at 11:40a.m.
3）PHOINEX CITY Mcdonald’s at 11:30 a.m.

Return buses will depart from UISZ at 3:35 pm.

If you intend to take your child directly from UISZ at 3:35 PM, you must complete and sign the
following form and return to school by no later than Wednesday, 23rd May.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erformance.
Sincerely,

Mr. Nicholas Evans
Head of School

Studen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umber of parents attending Spring Concert: ___________________
Please, choose the performance you wish to attend and the number of tickets you want.
______I would like to attend the Annie Jr. performance on 25th. I need 1, 2, 3, 4, tickets (circle
one).
I will like to take the following School Bus from Dongguan and Xintang:
1）DYNATOWN, WESTGATE at 11:30a.m.



2）MOONBAY GARDEN at 11:40 a.m.



3）PHOINEX CITY at 11:30 a.m.



4）I will come to UISZ using my Own Car



My Car’s Licence Number is:___________________

I would like to have lunch at UISZ.
(Yes)

(No)

please circle one

I will collect my child from UISZ at 3:35 PM from a teacher on duty.
(Yes)

(No) please circle one

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

2018 年 5 月 7 日
关于 5 月 25 号增城誉德莱国际学校春季音乐会
尊敬的家长，
我校年度的春季音乐会–安妮音乐剧将会在 2018 年 5 月 25 日周五在增城誉德莱国际学校
中学部图书馆举行。这是一个全校性的大型活动 ，我们将会为到场观看的家长们提供午餐。
春季音乐会将会从当天上下午 2： 00 开始进行演出。
交通安排
在 5 月 25 日周五，我校将会提供 2 辆校巴在以下 3 个校巴点接希望来校参加春季音乐会的
家长。详情请参照以下：
1）在星河传说西门的家长请在早上 11:30 上车
2）在金月湾的家长请在早上 11:40 上车
3）在凤凰城麦当劳的家长请在早上 11:30 上车

回程的校巴将会在下午 3:35 pm 从增城誉德莱国际学校出发。
如果您希望把你的孩子在下午 3:35 从增城誉德莱国际学校接回家。你必须填写随信表格并
且于周三 5 月 23 日之前交到学校相关人员处。
我非常期待与你们在音乐会上见面。
诚挚的

尼古拉斯艾文斯
增城誉德莱国际学校校长

学生姓名:

___________________________年级: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参加春季音乐会的家长人数: ___________________
请您选择以下您希望观看的音乐会表演场次，并且告诉我们您希望在这场表演中预留多少
个座位。
______我希望观看 5 月 25 日的小安妮音乐剧表演，我需要 1, 2, 3, 4, 张票 (请圈选其一)。
我希望乘坐以下东莞和新塘出发的校车：
1）星河传说西门的家长在早上 11:30a.m.上车



2）在金月湾的家长请在早上 11:40a.m.上车



3）在凤凰城麦当劳的家长请在早上 11:30 a.m.上车



4）我将会自驾来校参加



我的车牌号码是: ___________________

我需要在增城誉德莱国际学校用餐。
(需要)

(不需要)请圈选正确选项

我将在当天下午 3:35 从增城誉德莱国际学校在经过老师的允许下接我的孩子回家。
(会)

(不会)请圈选正确选项

家长签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日期:_____________________

2018 년 5 월 7 일

UISZ 봄 콘서트 (5 월 25 일 UISZ 중고등학교 도서관) 안내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정기 봄 콘서트로 Annie 작품을 2018 년 5 월 25 일(금요일)에 UISZ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공연합니다.이 행사는 저희 학교 커뮤니티 분들을 위핚 특별핚 행사입니다.공연에 참석하시는
학부모님께는 점심식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정기 봄 콘서트는 오후 2 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차량 배차
5 월 25 일(금요일) 행사 당일 동관에서 학교로 오는 교통편이 필요하싞 학부모님을 위해 3 장소에
2 대의 버스를 배차하였습니다. 시간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1） 싱허 서문 – 오전 11:30
2） 금월만- 오전 11:40
3） 봉황성맥도널드 앞 – 오전 11:30

귀가 버스는 UISZ 에서 3:35 분에 출발핛 것입니다.
UISZ 공연 후인 오후 3 시 35 분에 자녀분과 함께 자가차량으로 바로 귀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에 서명 후 5 월 23 일(수)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r. Nicholas Evans
Head of School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연 참석 학부모님 인원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석을 원하는 공연 시간과 티켓 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Annie 학생이 하는 25 일 공연에 참석 요망.

1, 2, 3, 4 장의 티켓 요망 (동그라미

표시).

동관과 싞탕에서 학교 버스를 이용해 학교에 올 것입니다.

1） 싱허 서문에서 오전 11:30



2） 금월만에서오전 11:40



3） 봉황성에서 오전 11:30



4） 자가용으로 UISZ 에 도착 예정



개인 차량 번호는 :___________________

저는 UISZ 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원합니다.

(Yes)

(No)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저는 UISZ 에서 오후 3 시 35 분에 담당 교사로부터 제 자녀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Yes)

(No)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시: 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