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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SZ Community Summary Week 22
Dear UISZ Community,
At UISZ, we recognise that working in partnership with parents is crucial for your child to
flourish. We are delighted to welcome Mr. Antoine Ravnich, a parent guest, who volunteered 4
sessions of comics over the next two weeks in Years 3 and 4.

Students were fully engaged learning about different types of comics, setting up gutters, speech
bubbles, and express movement with stick figures on Tuesday. They will continue to learn how to
draw various facial expressions, body movements and actions and postures with a story to go
with it of course. Stay tuned for their masterpiece!

This week marked the 100th day of school, and as seen in the photos, students in Early years
found many ways to celebrate this event.

Students in TOEFL (year 9 and 10) are studying fashion. They have been learning clothing and
style vocabulary and the present continuous grammar point.

They conducted a fashion show in the classroom. The students designed and made clothes for their
models (other students) and read out descriptions as they walk down the 'runway'. The
clothes were made from materials found in the school.

MYP & DP Chinese B students together with Year 7 Chinese A students went on a Chinese culture
field trip in Zengcheng this wek. The students, supervised by Chinese teachers, went to RT-Mart,
the local market and a Cantonese restaurant.

At RT-Mart, students used Chinese Language learnedfrom class to perform various tasks.

They also purchased Chinese New Year decorations for primary and secondary classrooms from
the local market and helped teachers decorate their rooms.

For lunch, they experienced dim sum in a Cantonese restaurant. Students ordered food in
Chinese, made tea by turns and tasted the food they ordered.These activities provided th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explore Chinese food and festival.

Last week the High School Boys' Basketball team travelled to Hong Kong for the annual
ACAMIS tournament. The tournament saw the Cobras compete against six other schools from
across China.
Multi day tournaments are extremely demanding physically, you need high levels of fitness to
play just one game, over the course of the tournament the team played three days with either
two or three games each day. To their credit, the team's energy levels never dropped, not even
in the fourth quarter in the third game on day 2!
The team played some very skilled schools but their coaching shone through as they played
excellent defence and operated a team offense. The defence was so good that against a high
scoring team they shut them out for 0 points in the third quarter, no other school had achieved
that. With the next smallest school at the tournament having twice as many students as us, it was

a true credit to see how competitive we were against them. Games were narrowly lost (and won)
but always the focus was on improving the team performance.

Off the court the boys were a credit to their school: they made friends in between games, they
cheered other teams and they supported each other in the evenings.
The tournament ended with the customary sports banquet. Prizes and presentations are handed
out to teams and individuals at this ceremony. A much deserved place in the tournament MVP
team went to Alex Zhan who had lead the team's attack at Point Guard and worked tirelessly in
defence, I don't think he got any rest time on the bench.

A special mention for our injured player, Frank Xu, who up until his unfortunate ankle injury had
been playing excellent basketball, sadly his injury cut his tournament short. The team looks
strong for next year with manyYear 11's growing in skill and understanding, supported by the skill
of those in Years 9 and 10: Frank, Marcelo and Harbor.

With this year’s U2NESCO MUN in the books it is a great time to reflect on the entire process.
Planning for this event started ten months ago. With the leadership of Pei E Cheong, Linda Zeng,
and Mr. Peebles UISZ hosted the largest Model United Nations (MUN) that UISZ has ever seen in
the five-year history of MUN on campus.
This year’s MUN saw over 200 delegates from ten different international schools around
Southern China attend. There was three days full of fruitful debate over a wide array of topics,
ranging from educational topics centered around the promotion of indigenous languages, to
more economical topics discussing and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and
sovereignty. Students were exposed to a very academic setting that helped them develop English
language skills, confidence, and fostered new friendships. All these benefits will serve our students
well as they continue to move through UISZ.

An event like U2NESCO would never be possible without strong student leadership. A big thank
you to both Pei E Cheong, for being this year’s Secretary-General, and Linda Zeng, for being this
year’s President Chair. UISZ also had students participating as chairs, which are student leaders
within the committees. The chair role is vital to the successful running of a committee and is a
great leadership opportunity for our students.

With one more MUN for the year still left there is still an opportunity for our students to improve
their MUN skills. If any students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Southern China Model
United Nations, please let Mr. Peebles know.
In boarding, week three has flashed by with joy-filled and action-packed days for our boarding
students. The highlight was the MUN Conference in which most of our boarders participated with

great fanfare and enthusiasm. Dragon House was, to say the least, filled to the brim. Our year 10
boarders continue to work towards completing personal project drafts and our seniors are
ramping up for the Mocks that start next week.
Our primary boarders also continue to make the most of their afternoon and evening
opportunities.

The INSPIREd program continues to stir the heart with active problem-solving;

the joy of Robotics which enters its next exciting stage this week;

P4K, which has scaled Everest and, finally, the filming of Macbeth is well and truly scotched.

Time, they say, is a relative concept – joy pulses quickly, pain ebbs slowly. This week has been a
blur of challenge and delight.
As always,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us regarding any questions or concerns you might have.

Warmest wishes,
UISZ School & Boarding Community

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22周教学工作总结
2018 年 1 月 26 日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家长,
在增城誉德莱国际学校, 我们意识到与家长合作对于孩子们的健康成长非常重要。我们非常高
兴邀请了我们的家长志愿者 Antoine Ravnich 先生为我们 3,4 年级的学生进行 4 节的关于漫画
的课程。

学生们在周二的漫画课堂上参与度级高，学习了不同类型的漫画，他们建立起学习小组，挑
选了作为演讲的同班小伙伴，并且会在今后的学习中继续学习如何用画笔来诠释出各种面部
表情，漫画人物的肢体动作，并且，他们还将会学习如果画出整个带有情景的漫画故事。请
各位家长静候他们的杰作!

本周是我校本学年开学以来第 100 天的纪念日，正如下照片所示，幼儿园的师生们找到了非
常多的方式来庆祝这个特殊的日子。

9，10 年级学习托福考试课程的学生们正在学习时装这个单元。 他们在本周学习了有关衣服
以及衣服款式的词汇，并且在此过程中，老师向学生们展示了现在进行时的语法点。

他们还在课室里进行了一场时装表演。这些学生们为他们的模特（其他学生）设计和制作衣
服，并在他们走下 “T 台” 时大声朗读出所穿衣服的设计说明。这些衣服的原材料都是取自于
学校。

中学部和高中部学习中文 B 的和 7 年级学习中文 A 的学生们在本周前往了增城进行中国文化
短途旅行。学生们在中文部老师的带领下来到了大润发超市和当地的市场进行购物以，以及
在一家广东菜的餐厅享用点心午餐。

学生们在大润发超市运用了在中文完成了老师所布置的不同任务

他们还购买了用于装饰小学部和中学部课室的中国年传统室内装饰材料。

在午餐时间，师生们在一家广东餐厅里品尝了传统的广东菜肴。学生们用中文点餐，轮流泡
茶，并且品尝了他们喜欢的食物。这样的短途旅行提供给学生们了探索中国食物和传统节日
的机会。

在上周，高中部男子篮球队前往了香港参加了年度的中蒙联合国国际学校篮球锦标赛。在这
次的锦标赛中，我校眼镜蛇篮球队与其他 6 所南中国地区的国际学校进行篮球的竞技。

连日来的锦标赛对于球员的身体素质要求非常高。即便在一场比赛中，球员们都需要消耗大
量的体能来维持高水平的发挥，在这次锦标赛的过程中，球员们需要连续 3 天，每天进行 2 –
3 场篮球比赛。值得赞扬的是, 篮球队的体能维持保持在一个高水平的状态，即便是到了第 2
天第 3 场第 4 回合的赛程!

我校的篮球队员们所对阵的学校都是拥有高水平篮球技艺的球队，但是，我校篮球教练承认
我们的队员们无论在攻防上都发挥出色。我们球队的防守技术是如此之好，以致于与其它得
分非常高的学校篮球队对阵到第 3 回合的时候，都没能让对方取得一分。在这次的锦标赛中，
没有一所学校可以达到这样的水平。在本次的锦标赛中，我校的学生人数是最少的。规模仅
次于我校的国际学校， 他们的学生人数也是我们学校学生人数的 2 倍。 看到其他球队与我
校篮球队的激烈竞争是一种真正的荣誉。比赛以微弱的劣势输了（并且赢了）。但是，我们
始终所关注的是我校篮球队水平的整体提升。

在球场以外，我校的篮球队员们为能代表我校参加这次的锦标赛感到非常自豪：他们与其他
学校的球员们交朋友，为其他的球队的队员们加油呐喊，并且在晚上互相给予帮助和支持。
本次的锦标赛以体育晚宴的方式结束。在这次的颁奖典礼上，主办单位颁发了团队与个人荣
誉奖项。在联赛 MYP 的队伍中，詹云天带领着他的队友们在控球后卫的进攻中和在防守这方
面不知疲倦。因此，他获得了最有价值球员的光荣称号。我不认为他在板凳上有休息的时间。

在此，我希望特别提到的是我们的受伤球员徐源峰同学，他在这次锦标赛中表现得一直很好，
很不幸地，他在一场球赛中不幸脚踝受伤，因此很可惜地，他不得不缩短赛程。随着多位 11
年级学生们篮球技术和理解能力的日渐成熟，以及现阶段 9 ，10 年级学生: 徐源峰, Marcelo
和柏航的技术支持，我校的篮球队伍在明年将会变得更加实力强劲。

今年的由香港联合国教科文组织模拟联合国会议活动已经告了一段落，现在是一个非常好的
时机让我们对于这个活动进行整体的反思。早在 10 个月之前，我校师生就已经开始筹备这次
的活动。在张佩怡同学, 曾彦霖同学和 Peebles 老师的领导下，增城誉德莱国际学校主办了有
史（5 年）以来，在校内举办的最大规模的一次模拟联合国会议。

今年的模拟联合国会议，我校迎来了超过 200 名来自 10 所中国南方地区国际学校的师生代
表们前来参加。在这 3 天的活动时间里，学生们围绕着各种各样的话题进行了富有成果的辩
论。辩论的主题从促进土著语言为中心的教育主题到更偏向于经济学的主题：讨论和评估发
展与主权之间的关系。学生们接触到一个非常学术的环境，这次的活动将会帮助他们锻炼和
提升英语技巧，培养自信心和发展新的友谊。我校学生们从这次活动中得益非浅，他们所学

到的知识技能将会在接下来增城誉德莱国际学校的求学道路上提供有力的支持和帮助。

如果没有我校学生优秀的领导能力，像模拟联合国会议这样的大型活动是不可能举办成功的。
在此，我们非常感谢今年作为本次活动的秘书长张佩怡同学, 以及作为今年大会总主席的曾
彦霖同学。增城誉德莱国际学校也挑选了参与学生委员会领导成员的学生们担任了这次活动
的其他主席。主席的角色对于一个委员会的成功运作至关重要，对于我们的学生来说，也是
一次非常难得的培养领导能力的机会。

在之后 1 年时间里，我们还有机会让学生们在提高了他们模拟联合国会议的技巧后再参加一
次模拟联合国的活动。如果您希望您的孩子参加南中国地区的模拟联合国活动，请您让
Peebles 老师知道。

在寄宿学校开学的第 3 周，我校的寄宿学生们过得非常愉快和充实。本周的精彩活动是在上
周末举办的，大多数住宿生都热烈报名参与的模拟联合国会议。可以这样说，学生宿舍龙之
屋在那段时间非常热闹。我们 10 年级的寄宿生继续埋头苦干于他们的个人项目报告初稿的撰
写，而我们毕业班的学生们则在为从下周开始的模拟考试作准备。

我们小学部的寄宿生们继续充分利用他们下午和晚上的时间进行户外体育运动；

寄宿学校的激发活动项目在本周继续为学生们提供许多有用的课程，比如说帮助学生提高解
决问题能力的课程；

快乐机器人课程在本周进入了一个激动人心的阶段；

在儿童哲学课程里，老师已经带领学生们进入了这个课程学习的核心重点部分；

最后, 当然还有麦克白电影拍摄课程，师生们拍摄得非常顺利。
有人说，时间是一个相对的概念，当您快乐的时候，您会感觉时间飞逝，而当您痛苦的时候，
会感觉到度日如年。本周在寄宿学校里充满了挑战和欢乐。

一如既往地，如果您对于学校有任何的疑问或是担心，请您联系学校相关的老师。

您最真诚的，

增城誉德莱走读和寄宿学校

2018 년 1 월 26 일
스물두 번째 주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존경하는 UISZ 커뮤니티 여러분께,
UISZ 는 학부모님과 함께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학생들의 발젂에 매우 중요핚 역핛을
핚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3, 4 학년 학생들은 다음 2 주 동안 4 차례에 걸쳐 맊화 수업을
해주시기로 하싞 학부모 강사 Mr. Antoine Ravnich 씨를 기쁘게 환영합니다.

학생들은 화요일날 다양핚 종류의 맊화에 대해 배우고 컷과 말풍선을 맊들고 막대기 그림으로 동작을
표현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핚 표정, 싞체의 움직임, 행동 및 자세를 그리는 법을
이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걸작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학교는 학교 수업일 100 일차를 맞이했고 사짂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유치원생들은 100 일
축하 행사를 다양핚 방법으로 즐겼습니다.

9~10 학년 TOEFL 수업 학생들은 패션에 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의류와 스타일 관렦 어휘를
학습하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문법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패션 쇼를 짂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싞이 디자인하고 맊듞 옷을 자싞의 모델(다른
학생들)에게 입히고 ‘런웨이’를걸어가는 동안 자싞의 옷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옷들은 학교에서 찾은
다양핚 재료로 맊들졌습니다.

MYP & DP 중국어 B 수업 학생들은 7 학년 중국어 A 학생들과 중국 문화를 체험해 보기 위해 정청으로
야외 체험 학습을 하러 갔습니다. 중국 선생님들의 인도 아래 학생들은 RT 마트, 재래 시장 및 광동
요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RT 마트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갂에 배운 중국어를 사용하여 다양핚 학습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또핚 재래 시장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실을 꾸미기 위핚 설날 축하 장식품들을
구입했으며, 구입핚 물품을 이용하여 선생님들을 도와 학교 커뮤니티가 설날 분위기를 느낄수 있게
교실을 꾸몄습니다.

점심 때 학생들은 광동 요리 레스토랑에서 딤섬을 먹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어로 음식 주문을 하고
차를 숚서대로 따라 마시고 음식을 맛 보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중국 음식과 축제 분위기를
맊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 고등학교 남자 농구팀은 연갂 ACAMIS 토너먺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홍콩에
갔습니다. 토너먺트 경기에서 저희 코브라 팀은 중국 각지에서 온 6 팀과 각축을 벌였습니다
.
단 하나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도 높은 수준의 체력 단렦이 필요핚데 여러 날에 걸쳐 벌어지는 토너먺트
경기는 매일 2~3 회씩 3 일갂 짂행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놀랍게도 이 기갂 동안 젂혀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둘째 날의 세 번째 경기 4 쿼터에도
본인들의 체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매우 숙렦된 팀과 경기를 했지맊 코치의 지도 아래 훌륭핚 수비와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비는 정말 훌륭해서 고득점을 뽑아내는 팀에 맞선 경기의 3 쿼터에서는 실점 0 점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 주었고, 이는 어느 학교도 이루지 못핚 일이었습니다. 토너먺트 참가 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의 선수를 가지고 있는 저희 팀이 저희보다 두 배나 맋은 선수를 가짂 팀들을 상대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볼 수 있었던 것은 짂정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경기는 귺소핚
차이로 졌지맊(물롞 이기기도 했고) 저희는 항상 저희 학생들의 팀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에 초첨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저희 남학생들은 학교의 자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경기를 통해 친구를 사귀었고 다른
팀을 응원하였으며 저녁에는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토너먺트는 젂통적인 스포츠 축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개인과 팀 별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팀의 MVP 로는 포인트 가드를 맡아 공격을 이끌고 지칠 줄 모르는 수비를 했던 Alex
Zhan 에게 갔는데, Alex 는토너머트 내내 벤치에서 쉬었던 시갂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목 부상이 심해질 때까지 훌륭핚 농구 경기를 펼치다가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해 결국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핛 수 없게 된 선수인 Frank Xu 학생의 투혼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9~10 학년 학생들인 Frank 학생, Marcelo 학생 Harbor 학생들의 실력에 맋은 11 학년 선수들의
기술과 경기 이해력이 더해지면서 내년에는 더 강핚 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올해의 U2NESCO MUN 을 짂행하면서 이 행사의 젂체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핚 시갂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 계획은 10 개월 젂부터 시작되었습니다. Pei E Cheong 학생, Linda Zeng 학생과 Mr.
Peebles 선생님의 지도 아래저희 UISZ 는 지난 5 년 동안 학교에서 치렀던 MUN 중 가장 규모가 큰
MUN 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MUN 은 중국 남부 지역에 소재핚 10 개의 국제 학교에서 온 200 명이 넘는 대표단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표단 학생들은 다양핚 주제를 놓고 3 일에 걸쳐 열띤 논쟁으로 가득핚 시갂을
보냈습니다. 주제는 토착 언어 홍보에 초점을 맞춖 교육 부문에서 개발과 주권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고
평가하는 보다 경제적인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자싞감을 키웠으며 새로운 친구를 맊나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매우 학구적인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핚 모듞 혜택은 저희 학생들이 앞으로도 UISZ 와 함께 나아갈 때
제공될 것입니다.

U2NESCO 같은 행사는 강력핚 지도력을 갖춖 학생 없이 치를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올해의
사무총장인 Pei E Cheong 학생과 올해의 회의장을 맡은 Linda Zeng 학생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핚 저희 UISZ 는 맋은 학생들을 의장으로 이 행사에 참여시켰습니다. 의장의 역핛은 성공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핚 요소이며 이를 통해 저희 학생들이 훌륭핚 리더십을 발휘핛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핛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핚번 더 MUN 대회에 참가 핛 수 있어, 저희 학생들의 MUN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맊약 중국 남부 지역 MUN 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Mr. Peebles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는 3 주차를 맞이하였고 학생들은 더 즐겁고 실용적인 활동들로 가득핚 핚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저희 기숙생들 대부분이 훌륭핚 팡파레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핚 MUN 이었습니다.
드래곤 하우스는 말핛 것도 없이, 구석구석까지 학생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희 10 학년 기숙생들은
개별 프로젝트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 선배들은 다음 주에 시작하는
최종 IB 모의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기숙생들 또핚 대부분의 오후와 저녁에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최대핚 활용하여 다양핚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NSPIRIE 프로그램은 능동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학생들의심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음 단계로 짂입하는 즐거운 로봇 공학 프로그램.

P4K 프로그램 학생들은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듯이 맥베스 영화 촬영을 훌륭하고 실감나게 잘
마쳤습니다.

시갂이띾,기쁨은 빠르게 식어가고 고통은 천천히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번
주는 도젂과 기쁨이함께 어우러졌던 핚주였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문의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싞 경우 언제듞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 및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