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0th, 2017
UISZ Community Summary Week 13
Dear UISZ Community,

UISZ teachers consistently utilize innovative approaches to learning and collaborating, preparing
our students with a new kind of thinking in local and global contexts, and this week was no
exception.

This Monday, early Years students went on a fieldtrip to My Gym in Donggaun for a day of fun and
activities. Students learned the value of play through various movement and exercises such as
gymnastics and the balance beam. The day ended with an art activity.

Students in Years 1 and 2 took learning beyond the classroom and went to Luofu Mountain to
study water and evaporation.

They explored how water travels up a mountain, and when they arrived it was raining! This made
some of the student think of evaporation and the weight of clouds. After walking around a
peaceful lake and feeding a thousand massive fish, they stopped by Ge Tongs Tomb, who
died around 1600 years ago.

After a picnic lunch, they discussed in pairs how the lake was up the mountain. Finally, this plan
was abandoned, as large wasps kept thinking the students were their lunch!

The cross country team has been very busy this year. In true IB style the students have been
balancing their training with other sports and other CCA’s allowing them to experience a broad
range of activities. This season they have travelled well to other courses and set some very good
personal best times. Training has been tough, especially at the start of the year when the heat and
humidity were a factor. Despite this, a few early runs have been achieved and good commitment
shown from the runners. The season culminates in the showpiece ACAMIS Cross Country event for
middle and high school runners held at UISZ.
This year, 10 schools are taking part, travelling from as far away as Dalian in the North East of
China. A total of over 120 runners will run the track on Saturday with every runners’ place
affecting the points total of the team event. Sunday will see the continuation of the Triathlon
event with athletes competing over 200m in the pool, 5km cycle and finishing with a tough 3km
run. Winners of this event can honestly call themselves true athletes. Pictured below is the Cross
Country team going on a practice run with Mr. Clevenger, and the Volleyball team practicing with
Mr. Baldwin.

On Tuesday, we recognized students who had performed well over the month of October. These
praise assemblies give us the chance to celebrate the progress and achievements of our students.
Awards included the merit winners for each of the four Houses, the Learner Profile of the month
award and School Captains award. Individual teachers also recognised specific students, by
completing positive referrals. Our merit winners for October were: Alex Zhan (Earth), David Jo &
Iris Lee (Water), Anna Zhuang (Fire), and Rosie Lee (Wind).

Congratulations to Rosie Lee, who was the overall winner for the highest number of merits in
Secondary; she received a total of 39 merits for October. Well done, Rosie!

Our Learner Profile (Thinker) winner for October was Carl Ye (Year 12, DP) and Henry Wong
(Year 10, MYP).
Our Captain awards were picked out by our School Captains: Helena Bozzetti Soares in Year
9 (Service), Danny Lin in Year 12 (Sports), Zoe Xu in Year 12 (Art) and our Star of the month is Ms.
George.

During the assembly, we also gave positive recognition to the work and participation of some of
our students: Marcelo, Harry, Future and Star for moving up in English phases. Danny Jo for an
excellent work attitude. Gary for an excellent learning attitude in TOEFL. Pedro for a positive
attitude and his commitment and drive to learn. Vivian Li for her commitment to the JR style art
project. Jessica for being exceptionally helpful and thoughtful to her peers. All Year 7&8 for their
positive attitude and can-do spirit on Week Without Walls. Sean for his courage in representing
Earth House. Well done to all!

To see more photos of these events, go to http://uiszc.edublogs.org
As the ides of November approach and everyone continues to wonder about ‘Time’s wing’d
chariot’, the routines in Dragon House continue to offer a degree of comfort and certainty in the
everyday.

On Tuesday the community hosted a BBQ to welcome our next Australian contingent. This was
well supported and appreciated and heralds more.
Cycle two of INSPIRE is almost midstride with various projects developing for out yr 7-9 group,
namely, the digital portfolio, the children’s script writing project and the Macbeth-appropriated
short film.

Our boarders are also responding positively to the Monday evening creative problem solving
conundrums posed by Mr. Baldwin.

Our year 10-12 boarders, are, on a more serious note, cranking up their preparations for exams
that loom ominously. In short, as Dickens’ noted, it has been ‘… the best of times’, yet not distinctly
different from any other moments in time.

As always,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us regarding any questions or concerns you might
have.
Warmest wishes,

UISZ School & Boarding Community

2017 年 11 月 10 日
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13周教学工作总结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家长们,

增城誉德莱国际学校的老师们坚持运用创新的方法进行教学和以及运用这种方式与其他的教职员工
们相互配合，目的是为我们的学生树立一个榜样，让他们无论是在面向国内还是国外都可以拥有一种
崭新的思维模式，在本周，也不例外。

本周一，全体幼儿园的师生们前往了东莞美吉姆教育中学进行了一次充满乐趣，活动纷呈的短途
旅行。学生们通过在健身俱乐部参与多种运动项目，例如体操，以及对于平衡木运动的尝试学到了非
常多的，在教室里学不到的知识与技能。在这次活动的最后，我们还为幼儿园的小朋友们组织了一次
艺术相关的活动。

1,2 年级的全体师生们在周一也前往了罗浮山进行了水和蒸发这个探索性单元的户外教
育短途旅行。

他们探讨了山泉水是如何在山间进行循环和流淌的这个问题。当师生们到达了目的地后，
不幸下起了雨，而这又恰恰引发了学生们对于水的蒸发以及云的重量等一系列问题的好奇与
思考。当师生们来到了一个非常平静而又风景优美的湖的时候，他们很高兴，因为他们发现
了湖里有非常多的观赏鱼。于是，学生们对湖里的鱼进行了喂食。紧接着，他们顺便参观了
附近的博物馆。

在中午的野餐过后, 学生们分别进行每 2 人为一组的小组讨论。他们讨论了这个湖的水
是如何引入并且流淌至山间的。最后, 我们并不能按原定的计划进行活动，因为我们的学生
一度吸引了大黄蜂的注意！

今年，在我校主办的中蒙联合国国际学校越野跑比赛显得非常热闹。它体现了真正的国际教育风
格：学生们需要同时平兼顾到参与这项比赛的训练和参与到其他运动比赛的训练；与此同时，学生们
还可以从我校所开设的课外活动课程中接触到许多各式各样的其他活动。在这个运动季中，学生们从
其他国际学校远道而来，他们来到我校后受到了我校师生的热情欢迎，并且得到了充分地休息。因此，
他们在比赛中都发挥得极好，并且打破了自己最好的单项运动纪录。学生们为这次比赛进行了非常艰
苦的训练和准备工作，尽管在今年的较早一段时间里，出现了连续高温与潮湿的天气，可是，参赛的
学生们克服了外在天气条件的影响，坚持为这次的比赛进行训练。由此看出，学生们在这次的比赛中
充分地体现出了承担，责任与献身的精神。在现在天气宜人，阳光明媚的日子里，增城誉德莱国际学
校在本周末将会迎来了中蒙联合国国际学校越野跑中学部和高中部的比赛。
在今年，我校将会迎来 10 所国际学校参与到本次活动所组织的各项比赛。在这些国家学校之中，
最远的国际学校来自中国东北部城市大连。超过 120 名的跑手将会在周六进行比赛，他们每一个赛程
所取得的成绩都将会影响到他们所代表学校的总成绩。在周日，我们将会进行的是这次运动比赛的附
加部分：铁三项全能运动员的比赛。参赛运动员们需要在规定的时间里完成超过 200 米的游泳比赛，
5 公里的自行车赛事以及完成非常艰难的 3 公里长跑运动。可以成功完成这三项运动比赛的运动员们，
他们可以很自豪地称自己是一名真正的运动员。 请看以下由 Clevenger 老师带领的，我校参加越

野跑比赛的学生们在练习时的照片以及 Baldwin.老师正在带领学生们进行排球练习的照片。

在本周二，我校师生组织了中学部 10 月份的颁奖典礼，以此来表彰在上个月表现出色的
学生们。我们颁发的奖项包括了在 4 个学生小组中取得最多奖励点的学生，以及获得具备学
习者特征的学生，还有的就是学生会主席所选出来的表现突出的学生的奖项。个别的老师也
会对于完成了积极评价的学生们进行公开的口头表扬。我们 10 月份获得最高奖励点的学生分
被是: 詹云天 (土地学生小组), David Jo 和 Iris Lee (水的学生小组), 庄瑷榕(火学生小组 ), 以
及 Rosie Lee (风学生小组)。

请与我们一起在此恭喜 Rosie Lee，她在 10 月份获得了中学部最多的，39 个奖励点。您做
得太好了，Rosie!

我们具备善于思考这个学习者特征的获奖学生是 Carl Ye (高中部 12 年级) 以及 Henry
Wong (中学部 10 年级)。
我们由学生会主席选出来的获奖的学生分别是：9 年级的 Helena Bozzetti Soares in Year
9 (在作服务方面表现突出的), 12 年级的 Danny Lin (在运动方面表现突出的), 12 年级的(在艺术
方面表现突出的) ，以及我们 10 月份教师之星的获得者：George 老师。

在这次的颁奖典礼上，我们对于积极参与学校组织的活动的学生也给予了肯定。这些学
生分别是： Marcelo, Harry, Future ，以及 Star，因为他们的英语水平有大幅度的提高，在之
后的学习里将会进入另外一个英语阶段的学习。Danny Jo 因为良好的学习态度受到了老师的
表扬。Gary 在学习托福课程中表现得非常良好的学习态度，得到了任课老师的肯定。Pedro
因为他积极的学习态度，和他对于学习高度的责任心和推动力，在这次的颁奖典礼上也获得
了老师们的一致嘉许。Vivian Li 在她的中学部艺术项目中表现出高度的责任心而受到老师的
表扬。而 Jessica 则是因为对于同学们特别地关心照顾和在学习上给予帮助受到了师生们的肯
定和表扬。全体 7，8 年级的学生们都因为他们在参与“无墙周”旅行的过程中拥有积极的
态度和“我可以完成任务”的精神受到了带队老师们的当众表扬。Sean 因为他有代表土地学
生小组发言的勇气而得到了师生们的认可。同学们，你们做得太好了！

如果您希望可以浏览我校更多的关于学校活动的照片，请您登陆以下网址：
http://uiszc.edublogs.org 。
时间飞逝，转眼间就已经到了 11 月份。学生宿舍“龙之屋”的工作人员每一天都非常努
力地工作，继续为我校每一位学生以及教职员工提供着舒适的住宿环境和高质量的服务。

在本周二，学校为了欢迎从澳洲远道而来的师生，特地在学校举行了烧烤活动。这次的
烧烤活动举办地非常的成功，得到了参与师生的一致好评。
寄宿学校的“激发”课程项目第二阶段已经进行了一半，我校的 7 – 9 年级的学生们在
这个阶段的课程项目中参与了非常多的不一样的活动：包括了建立自己的电子档案，学生的
电影剧本创作，以及马贝拉短片的制作。

我们的学生对于在周一晚上进行的，由 Baldwin 老师教授的，创造性解决问题的课程反
映非常积极。

我校 10-12 年级的寄宿生正在为他们即将进行的考试作准备，他们每天都非常勤奋地在学
习和备考。总而言之,正如迪肯所言，“现在我们的学生正处在最好的状态当中，然而这对于
其他任何的时间相比，也并没有任何的差别。”
一如既往地，如果您对于学校有任何的问题和担心，请您不要犹豫，联系我们。
最诚挚的祝福,

增城誉德莱国际走读和寄宿学校

2017 년 11 월 10 일
열세 번째 주UISZ 커뮤니티활동 요약 안내문
존경하는 UISZ 커뮤니티 여러분,
UISZ 선생님들은 교육과 협동 그리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글로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끝임없이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유치원생들은 야외 체험 학습으로 동관에 있는 My Gym 에 가서 하루 종일 즐겁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체조와 평균대와 같은 다양한 운동과 훈련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날 체험 학습은 미술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1~2 학년 학생들은 물과 기화 작용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 로우푸 산으로 야외 체험 학습을 갔습니다.

학생들은 물이 어떻게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학생들이 산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이 활동으로 몇몇 학생들은 기화 작용과 구름의 무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호수 주변을 산책하고 수천 마리의 큰 물고기들에게 밥을 준 후 학생들은 약 1600 년 전에
돌아가신위인인 Ge Tongs 의 묘지에 다녀 왔습니다.

소풍 점심 식사 후 학생들은 짝을 이루어 어떻게 호수가 산 정상 위에 생겼는지 의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거대한 말벌들이 학생들을 자신들의 점심이라고 여기는 일이 발생하면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크로스 컨트리 팀은 올해 매우 바빴습니다. 진정한 IB 스타일의 학생들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 및
CCA 와 본인들의 훈련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시즌에
크로스 컨트리 팀은 기존과 다른 코스를 연습 했고 각자 매우 좋은 개인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특히 연초에 훈련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무더위와 높은 습도 속에서도훈련을 매우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시행했던 다소 이른 오전의 달리기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며
학생들의 훌륭한 헌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UISZ 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개최된
ACAMICS 크로스 컨트리대회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올해에는 중국의 북동쪽의 대련에서 온 학교를 포함하여 10 개의 학교가 이 대회에 참여합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총 120 명이 넘는 모든 선수들이 팀 종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주를 할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200 미터가 넘는 수영, 5 킬로미터 사이클과 3 킬로미터 달리기를 마지막 종목으로 하는 철인
3 종 경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경기의 우승자는 자신 스스로를 진정한 운동 선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사진에는 Mr. Clevenger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 크로스 컨트리 팀의
모습과 Mr. Baldwin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는 배구 팀이 담겨 있습니다.

화요일에 저희는 10 월 한 달 동안 학생의 본분을 잘 수행한 학생들을 인정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칭찬 조례 시간은 저희에게 학생들의 발전과 성취를 축하할 기회를 줍니다. 시상식에서 저희는 각
4 개하우스 반에 주는 이달의 메리트 포인트 우수상과 학습자 프로파일 상, 회장단이 주는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선생님들도 개인적으로 특정 학생들에게 칭찬하고 학생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10 월의 메리트 포인트 우수상 수상자는 Alex Zhan 학생 (Earth), David Jo 학생과 Iris
Lee 학생(Water), Anna Zhuang 학생(Fire)과 Rosie Lee (Wind)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메리트 포인트를 받은 영예의 수상자인 Rosie Lee 학생을 축하합니다.
이다현 학생은 10 월에 총 39 점의 메리트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잘 했어요 Rosie 학생!

이달의 학습자 프로파일 상(생각하는 자) 수상자는 Carl Ye (12 학년, DP)와 Henry Wong (10 학년,
MYP)입니다.
저희 회장단이 주는 스쿨 캡틴상은 9 학년 Helena Bozzetti Soares 학생 (봉사부분), 12 학년 Danny Lin
학생 (스포츠부분), 12 학년 Zoe Xu 학생 (미술부분)이 받았으며, 이달의 스타상은 Ms. George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조례 시간에 저희는 또한 몇몇 학생들의 노고와 참여에 긍정적인 인정과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arcelo, Harry, Future 와 Star 학생의 영어 레벨이 올라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Danny Jo
학생은 훌륭한 과제 수행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인정 받았습니다. Gary 학생은 TOEFL 시간에 훌륭한
학습 태도를 보여 칭찬 받았습니다. Pedro 학생은 학업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와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 칭찬하였습니다. Vivian Li 학생은 JR 스타일의 미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Jessica 학생은 학급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모든 7~8 학년 학생들은 WWW 캠프에서 보인 긍정적인 태도와 할 수 있다는
정신에 대해 칭찬 받았습니다. Sean 학생은 자신이 속한 Earth House 대변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모두 잘 했습니다!

보다 많은 학교 행사 관련 사진들은 http://uiszc.edublogs.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 월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는 와 중에
저희 드래곤 하우스의 일상 생활은 매일 편안함과 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저희 커뮤니티는 BBQ 파티를 열어 호주에서 새롭게 도착한 방문학생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잘 진행되었으며, 더 많은 행사에 대한 좋은 전조가 되었습니다.
INSPIRE 의 두번째 사이클은 디지털 포트폴리오, 어린이용 대본 쓰기 프로젝트 및 맥베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단편영화와 같이 7-9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거의 중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저희 기숙생들은 또한 Mr. Baldwin 선생님이 제기한 월요일 저녁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및 수수께끼
풀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10-12 학년 기숙생들보다 진지하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문의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 및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