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st, 2017
UISZ Community Summary Week 16
Dear UISZ Community,
Nothing brings on the holiday cheer quite like a Winter Recital. Ms. Sihun Kim and Ms. Lydia
have been working diligently rehearsing with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to present a
delightful programme of holiday favorites last Friday afternoon.

The students gave outstanding performances, and the production exemplified the strengths of
our Music Curriculum. We enjoyed seeing the many parents who attended. More photos of this
event can be seen on the Communicator at http://uiszc.edublogs.org/2017/11/27/winter-concert/

P Class has been reviewing their letter names and sounds through the game “ I have…. who has…”.
Students are using these phonic skills in school and at home when reading their leveled readers.

Year 3&4 are currently working on a unit called Sharing the Planet. This unit allows the students
to inquire into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struggle to share finite resources with other people
and with other living things and communities. The central idea of this unit focuses on how water
is essential to life, and is a limited resource for many people.

There's an on-going discussion about how to save water during our day to day life and what we
can do to share the resources we are so fortunate to have. As we were learning about the Water
Cycle, many students had an idea of saving the rain to help those countries in dire need of clean

water. But how can we ship water to them? We may have an answer in the coming weeks with
our fundraising project and we would love for everyone to get involved!

TOEFL students have been engaged in a vocabulary competition for comprehension of English
and production of language on the exam. The activity will enable them to understand a wide
range of academic and conversational words. This will also help to develop fluency in speaking
and writing.

MYP Korean A L&L Year 7 students are studying “Living and Thinking’. They viewed
television shows, a movie, and read a novel about people helping in society, making
observations about themselves, helping others, what is worthy of service, and how we can all
help as global citizens to make a beautiful world. For their summative assessment, students gave
speeches on the topic of ‘Why we need to live with each other.’

Ms. Bozzetti and Mr. Peebles accompanied eight delegates and one chair to this year's Victoria
Shanghai Academy Model United Nations. Our delegates participated in rigorous debate and
resolution writing over the two-day conference. The committees they participated ranged from
the Asian Security council, discussing the proliferation of the South China Sea, to a committee
discussing the impact of conflict in the Sudetenland in World War II. The wide breadth of topics
allowed the students to really test their Model United Nations skills, which allows them to
practice skills that are vital to success in our rigorous IB programmes.

This event was also a great warm-up for our own schools Model United Nations, U2NESCO,
which will be taking place from January 19th-21st. We will have over ten international schools
with over 200 delegates. Our fifth annual conference will be the biggest yet. If you see a
delegate please congratulate them on a job well done last weekend in Hong Kong. More photos
can be found on the Communicator.

This week in Mr. Burleigh’s Physics class, students were tasked with building a working electric
motor from the most basic supplies: a few pieces of wire, paper clips, a battery and a magnet.
They showed a wide variety of approaches to the project and were very successful getting their
motors to work.

Some students even made advanced motors with working lights and on/off switches, but most
were happy just getting their design to work without help. Students used the full spectrum of

concepts in Physics, from electricity and magnetism to forces and rotation. What an amazing
time we had!

INSPIREd entered its seventh week for the second cycle and our primary and junior secondary
boarders continue to engage enthusiastically with its challenges. Where else would you have the
opportunity to charge around in the dark with lofted sword, rehearsing for a filming of Macbeth?
Or use creativity and teamwork to solve physical challenges?

Or write a collaborative children’s story for UISZ primary students? Or develop a thematic digital
portfolio? Or enjoy a wide range of outdoorsy activities?

This week also saw the much awaited placement of boarding bling including the IBP
wagon-wheel, new door signage and motivational quotes on the Dragon House stairwell, plus
our very tinselly flashing Christmas tree which certainly adds to the festive nature of the boarding
house.

On the academic front, our year 12 boarders are working assiduously to complete their DP
course-required essays and assessments. Week 8 marks the start of summative assessment week
and our 7-11 boarders. While they appear to be gainfully focused in their studies it is important
that parents, particularly of weekly boarders, exhort their children to prepare especially well
over this coming weekend so that all can breathe the rarefied air of success ‘… when the
hurly-burly’s done, when the battle’s not lost but 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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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月 1 日
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16周教学工作总结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家长们，
学校里没有任何一项活动能像冬季音乐会那样带给观众们充满节日的欢乐祥和的气氛。
Kim 老师，林媛老师和参与这次音乐会表演的学生们为此进行了非常努力的排练和准备工作，
在上周五下午，献给了全场观众们一场高水平的，令人非常愉悦的冬季音乐成品展示会。

参与音乐会表演的学生们表现得都非常出色，当天所呈现出来的音乐作品足以说明了我校提
供给学生们非常高品质的音乐课程教育。对于在当天可以看到如此之多的家长前来捧场，我
校的老师以及其他工作人员们都感到特别高兴。关于这次活动的更多精彩照片可以通过以下
我校与家长的交流平台网址找到： http://uiszc.edublogs.org/2017/11/27/winter-concert/

大班的小朋友们在幼儿园学习字母名称与发音，并且通过游戏和歌曲的形式表现出他们
在这个单元里所学习到的内容， 在游戏中，他们所唱歌的歌词大概为 “ 我有…. 谁有…。“

在家里，学生们运用这些在幼儿园里学习到的发音技巧，来对于适合他们这个阶段的读
物进行朗读。

3&4 年级的学生们正在学习的是 1 个名为“共享地球“ 的单元。这 1 单元提供给学生们探
索有关与其他人以及生物在同 1 社区中共享地球资源的权利与应当担负的责任。在这个单元
里，我们着重希望传递给学生们的中心思想和理念是： 水，这一个作为人类所必需的资源，
对于地球上许多人来说都是非常的有限和珍贵的。

为此，我们在课堂上还专门展开了持续性的讨论，师生们讨论了在我们的日常生活中，
如何才能做到节约用水，以及我们应该如何去做才可以与其他人更好地共享地球上现有的幸
得资源。由于我们的学生正在学习水循环的单元知识，因此，有非常多的学生提出我们可以
将雨水保存下来，将其巧妙地运用到一些非常急需干净水的国家或是地区中去。但是我们应
该如何将其运输到那些有需要的国家和地区呢? 我们学生在老师的引导下将会在之后的几周
里找到这个问题的答案，并且希望学校里的其他师生都可以加入我们的队伍，一起思考这个
问题和参与到我们即将进行的筹款活动中!

学习托福课程的学生们在本周的课堂上进行了 1 项托福词汇比赛，这个比赛的目的是为
了让学生们在面对托福考试中对于英语词汇的理解以及英语单词的构成方式有 1 个较之前更
加深刻和有效的理解和认识。这次的活动让他们认识和掌握了更加广泛的托福考试所要求学

生掌握的学术的和关于日常对话需要用到的单词。这也帮助了学生们在日常生活和学习中更
加流利地用英语进行对话和写作。

中学部韩语 A 的课堂上，7 年级学生们正在学习“生存与思考”这个单元的学习。 学生
们通过在课堂上观看相关电视节目，电影和在课后阅读小说等方式来学习人们是如何在社会
中帮助他人的， 学生们通过在平时的观察，对于他人给予帮助，明白到了做服务的正在价值
所在， 并且作为未来的全球公民，我们应该怎样做才可以让我们的地球变得更加美丽。在他
们这 1 个科目的期末考试中， 学生们将会以 “为什么我们需要与他人结伴居住” 为题目；来
进行个人的演讲。

Bozzetti 和 Peebles 老师连同 8 位学生代表和 1 位主席在上周参加了今年的维多利亚上海
学院模拟联合国大会的活动。我们学校的代表们参加了对于英语和专业知识要求非常高，为
期 2 天的辩论会以及为大会所提出的问题撰写了解决方案。参与这次活动的代表亚洲安全委
员会的代表们讨论了有关中国南部海域的扩散问题，以及讨论了二战后对于苏台德地区的冲
突以及这些国家与地区为此所受到的影响。如此范围广泛的命题让我校的学生们可以有机会
检测他们参加模拟联合国大会这类型大型活动的相关演讲和应变技巧，这些技能对于我们的
学生来说是非常有用的，因为它是完成国际课程项目的学习所必须掌握的技巧与技能。

这次的活动对于我校即将在 1 月 19 日 – 21 日主办的模拟联合国活动是 1 次非常好的热身。
我们在这次的活动中， 将会迎来来自超过 10 所国际学校，合共超过 200 名的学生代表们参
与。我们第 5 届的模拟联合国会议将会我校主办的，是有史以来最盛大的相关活动。如果您

看到上周参加模拟联合国会议的学生们，请您跟他/她说， 你在上周末香港的模拟联合国大
会表现得非常好。您也可以通过浏览我们上文所提及到的的交流平台找到更多的关于这次活
动的精彩照片。

在本周 Burleigh 老师的物理课上, 学生们被老师指派了 1 个任务，需要运用最基本的材料：
少量的电线，回形针， 电池和磁铁等来制作 1 个可以工作的电动马达。

他们运用了各种各样的方法来完成老师所布置的这个任务，并且在最后，都非常成功地
制作出他们的电动马达。有一些学生甚至制作出更为先进的，带有灯和开关装置的马达，可
是，班上的大多数的学生都可以自己非常轻松愉快地独立地完成这项任务，而不需要任课老

师的帮助。 学生们在这项课堂任务所运用到的知识点包括了物理学上的全波段光普，从力和
磁力，到力和旋转都一一体现在这个课堂作业上。在这堂物理课上，师生们都过得非常愉快！

学生宿舍“激发” 项目现今已经进入了第 2 阶段第 7 周的课程学习，而小学部和中学部低
年级的住宿生们继续与之前一样，以饱满的热情参加了这一系列的，充满挑战的活动。您觉
得在哪一所国际学校，您的孩子才可以有机会在晚上活动期间拿着宝箭为以莎士比亚的悲剧
“ 麦克白” 而改编的这个电影的制作进行排练？或者是师生们一起运用非常具有创意的方法
和团队合作的精神解决了身体上的挑战？

又或者是让小学部的学生们参与 1 项非常具有合作性的体育活动？ 再或者是创作 1 个具有主
题性的电子文件夹? 还是让小学生们进行一系列有益身心的户外体育活动?

在本周，我们不难发现在学生宿舍里增设了许多的新的标志性图标，其中包括了国际课
程项目的四轮展示版，新的公用卫生间图标以及在学生宿舍的楼梯上贴着的英语的名人激励
语录，加上那非一般闪烁的圣诞树，让整个学生宿舍面貌焕然一新，充满了浓厚的节日气氛。

在学术方面，我们 12 年级的住宿生们正在非常刻苦地完成他们的国际课程高中部的延展
性论文以及各个科目所需要完成的作业。在激发项目课程的第 8 周，我们将会迎来我校 7 年
级至 11 年级学生的期末考试。当他们看上去都已经非常有把握的时候， 对于家长来说，对
于别是对于 5 天住宿生的家长来说很重要的一点是在本周末，请您务必让您的孩子对于即将
在下周进行的期末考试进行充分的准备工作，以便让我们的学生都可以在这次的考试中取得
理想的成绩。
一如既往的, 如果您对于学校有任何的想法或是疑问或是建议，请您与我联系。
最真诚的,

增城誉德莱国际走读和寄宿学校

2017 년 12 월 1 일
열 여섯 번째 주UISZ 커뮤니티활동 요약 안내문
존경하는 UISZ 커뮤니티 여러분,
겨울 연주회처럼 연말 분위기를 한껏 즐기게 해줄 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김시헌선생님과 Ms.
Lydia 선생님은 지난주 동안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겨울 음악 발표회를 멋지게 준비하기 위해 초등 학생
및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리허설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학생들은 훌륭한 공연을 선사하였으며 공연한 작품은 저희 음악 수업 커리큘럼의 강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연에 오신 많은 부모님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되 더 많은 사진은 커뮤니티 웹 사이트인 http://uiszc.edublogs.org/2017/11/27/winter-concert/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P Class 학생들은 “나는 OOO 을 가지고 있고, 누가 OO 을 가지고 있다.” 게임을 통해 알파벳 포닉
사운드와 알파벳 이름 발음을 복습 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수준에 맞는 책을 읽을 때 이러한 발음
중심 어학 학습 기술을 학교와 집에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3&4 학년 학생들은 현재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학습 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은 유한한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물들 및 공동체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에서 필요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의 중심 개념은 물이 생물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과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기에는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 생활에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 학습 할때, 많은 학생들은
깨끗한 물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비를 모아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금 모금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몇주 안에 이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 모금 활동에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OEFL 학생들은 시험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영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어휘 경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폭 넓은 학술적, 회화적어휘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말하기와
쓰기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MYP Korean A L&L 수업을 듣고 있는 7 학년 학생들은 현재 ‘인생과 사고’ 단원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TV 쇼, 영화, 소설 등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타인을 돕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지구촌의 구성원인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업 과정의 결과로 종합 평가에서 저희 학생들은 ‘왜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연설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s Bozzetti 선생님과 Mr Peebles 선생님은 8 명의 학생들과 한 명의 의장과 함께 올해 빅토리아 상해
아카데미 학교에서 열린 MUN 에 참가하였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이틀에 걸쳐 열린 컨퍼런스에서
엄격한 토론안과 결의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남중국해의 확산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부터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일어난 주데텐 지역 분쟁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까지 이르는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주제들을 통해 저희 학생들은
엄격한 IB 프로그램의 성공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연습해 볼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MUN 기술을
실질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또한 저희 학교에서 1 월 19 일-21 일에 열리는 MUN 인 U2NESCO 를 준비하기에 아주
훌륭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10 여 국제학교에서 온 200 여명의 대표단을 맞이할 것입니다.
올해의 제 5 회 연간 컨퍼런스는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행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저희
대표단을 보시면 지난 주말 홍콩에서 있었던 MUN 을 잘 치러낸 것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사진은 학교 웹사이트 Communicator 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Mr. Burleigh 선생님의 물리 수업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들인 전선, 종이 클립,
건전지와 자석 몇 개를 이용하여 실제로 작동하는 전기 모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 주었으며 모터를 성공적으로 작동시켰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작동 표시등과 켜기/끄기 스위치를 이용해 고급 모터를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움 없이 자신이 설계한 모터가 작동하는 것에 행복해 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전기와
자기에서 힘과 자전에 이르기 까지 물리학에서 배운 모든 개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가져본
매우 놀라운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INSPIREd 프로그램 두 번째 사이클 7 주차에 접어 들면서 저희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숙생들은 열정을
가지고 도전에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맥베스 영화 촬영을 리허설을 위해 어둠
속에서 보검을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는 창의력과 팀워크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UISZ 초등학생들을 위한 동화책을 공동 창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주제별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디에서 이러한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번주에는 저희는 그동안 기다려 왔던 IBP (국제 기숙사 프로그램) 커리큘럼 프레임 디자인, 드래곤
하우스의 새로운 문 표지판과 계단에 부착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명언, 기숙사에 축제 분위기를
확연하게 형성해 줄 매우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포함하여 기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기숙사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학업적인 면으로는, 저희 12 학년 학생들은 DP 과정에 필요한 에세이 및 평가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 주 째는 저희 7 학년-11 학년 학생들과 기숙생들의 기말 고사가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주중에

학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5

일

기숙학생의

경우

부모님들께서 다가오는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주말에 집에서도 독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문의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 및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