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3rd, 2018
UISZ Community Summary Week 28
Dear UISZ Community,
As we enter into the final quarter of this exciting school year, we couldn’t be prouder of the
accomplishments of our students!
Years 1 and 2 have been learningabout food production and organized a trip to a local organic
farm to learn some food growing tips and to learn more aboutmore sustainable practices to
maintain the Earth's resources.At the farm they sawbeautifulvegetables and fruit
grownusinghydroponics and no pesticides.They also enjoyed being able to pet and feed many
animals such asrabbits, goats, chickens and even alpacas, ostriches and beavers! They finished
off the trip by sampling some of the delicious homegrown fruit and veg!

Students are busily preparing for the Annie musical production, photographed here are students
from P class to Year 4 painting the backdrop.

Years 3 and 4 have been inquiring into different kinds of dance as part of their unit about ‘how
we express ourselves’. Anni from Year 12 and Lucy from 10 both came in to demonstrate two very
different ways of expression in their dancing skills. Anni demonstrated her urban dance, as well as
teach us a few moves.

Lucy showed us her classical Chinese dance in traditional costume.

Nine students from secondary school spent two days at the South China Model United Nations
(SCMUN) on the campus of NCPA. They participated in two days of vigorous debate on a wide
variety of topics centered around the conference theme of economic development.
Four chairs, Jessica Kang, Pei E Cheong, Linda Zeng, and Rose Chiang, led their respective
committees. Of the five deleg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Sean Holt, Star Lee, Megan Tian,
Helena Bozzetti, and Helen Wongwon “Best Delegate”.

Sean won best delegate of the Security Council as the Delegate of the United States. Helen Wong
won best delegate of the Special Committee as the Delegate of the Russian Federation.

Star Lee won best delegate of General Assembly 5 as the Delegate of the United Kingdom.

We are proud of our participating students and congratulate them on all their hard work.
Today, Friday, the year 10 students and parents will meet with the Diploma Programme teachers
to present, discuss, and choose their courses for the Diploma Programme. This is a wonderful time
when the different members of the community get together and make important choices for the
future. We are very excited about our upcoming Year 11 DP classes!
Additionally, UISZ and UEF will be presenting the 5 year strategic plan. We will also host a
stakeholder information session, to date our update community on the development of the new
school.

From boarding, we have had another busy week.
‘Toads are to dragons what carrots are to unicorns.’ -- Ness Kingsley
Book Week celebrations, personal projects, assessment tasks, IAs, tutorials, homework, InspireD
projects such as cooking, robotics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games and activities, MUN, Art
Exhibition preparation, competitive and friendly sport fixtures and community gatherings. Throw
into this mix the 7-day boarders weekend trip to the Lost City of D for a Brazilian Banquet, we
are (dare I say it?) fulfilled!

On the staffing front, we welcome MsAdena Li to Dragon House to fill the position of Secondary
Girls’ house parent. She brings youthful energy and enthusiasm to the position and we look
forward to her positive contribution in the boarding community.
As always,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us regarding any questions or concerns you might
have.We would like to wish everyone a safe and restful weekend.

Warmest wishes,

UISZ School & Board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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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 28 周教学工作总结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家长,
当我们迈进了令人激动的本学年的最后一个学期之际，我们对于我校学生所取得的成就感到
非常地自豪！
1,2 年级的学生们在本周学习了有关食物生产的课题，并且他们为此组织了一次短途的旅行，
前往了一个当地的有机农场学习相关食物生长的知识，并且学习到了更多的，维护地球资源
可持续发展的实践与做法。在农场里，他们看到了在种植过程中没有添加杀虫剂的用水培植
种植的，看上去非常新鲜的水果和蔬菜。他们还因为可以在农场里喂养许多的小动物，例如
小白兔，山羊，小鸡，羊驼，鸵鸟和海狸而感到非常地快乐！他们在这次旅行结束之前还品
尝了一些在本地农场无土栽培的新鲜蔬果！

学生们正在忙于为音乐剧“安妮”作准备，如下图所示，这是幼儿园大班到 4 年级学生一起为
这次音乐剧所准备的音乐剧的背景板。

3,4 年级的学生们正在学习不同类型的舞蹈，这是作为他们的探索性单元“如何表达自我”学习
内容的一部分。12 年级的学生 Anni 和 10 年级的学生 Lucy 受邀来到了小学的课室里，为小
学生们 表演了 2 种截然不同的舞蹈。 Anni 表演的是现代舞，她还教了小学生们一些舞蹈动
作。

Lucy 穿上了她的传统舞蹈服装，为我们展现了她的中国古典舞蹈。

9 名中学生参加了为期 2 天的南中国地区在南沙学院预备学院举行的模拟联合国会议。他们
参与了为期 2 天的激烈辨论，讨论了围绕经济发展会议的各种议题。

4 位参赛的主席：Jessica Kang, Pei E Cheong, Linda Zeng, 和 Rose Chiang 领导各自的委员会，
带领着他们的参赛的委员会代表们：Sean Holt, Star Lee, Megan Tian, Helena Bozzetti, 和
Helen Wong, 其中有 3 位代表获得了“最佳答辩手”的殊荣。

作为美国的代表，Sean 获得了联合国安理会的“最佳答辩手”的奖状。Helen Wong 获得了“特
别委员会的最佳答辩手”以及“俄罗斯联邦最佳答辩手。”

Star Lee 获得了模拟联合国第 5 次代表大会的最佳代表。

我们为我们参赛的学生们感到非常地骄傲，并且对于他们辛勤劳动付出所获得的荣誉表示祝
贺。

在今天，周五，我校 10 年级的学生们以及他们的家长一起来到了学校，听了相关老师的课程
接受讲座，与国际文凭高中部的老师围绕着高中部课程与学科选择的问题进行了会面与讨
论 。 这是一个非常美好的时刻，老师，学生和家长们聚在了一起，共同为我校学生的未来作
出重要的选择。我们为即将到来的，参与到第一年国际教育高中部课程的学生们感到非常地
兴奋！

另外, 增城誉德莱国际学校和誉德莱教育集团的代表们还将会为家长们在家长会当天讲述我
校 5 年内的战略性发展计划。我们还将会组织一个家长信息会议，与家长们分享我们最新的，
有关新校区发展的说明大会。

来自学生寄宿学校的问候，我们本周依旧非常繁忙。
“蟾蜍对于龙来说就好像是胡萝卜对角兽一样。” -- 洛克金斯利
学生宿舍的激发项目激励着我们每一位学生：读书周活动的庆祝，个人项目，学生需要完成
的作业与任务，校内的考试评估，晚自习，家庭作业，寄宿学校的激发项目，例外烹饪，机
器人和创意解决问题以及其他的活动，例如模拟联合国大会的活动，毕业生对于艺术展的准
备活动，竞技与友好的运动设施和师生的社区集会。7 天住宿生在周末来到了迷失之城东莞
参加了一次巴西的烧烤聚餐活动。我们所说的都实现了！

另一方面，我们欢迎李老师加入我们的学生宿舍员工的行列，成为我们中学部女生的生活老
师。她给这个职位带来了年轻和热情，我们非常期望她为学生宿舍作出积极的贡献。

弗里德里希. 采尼观察到热爱生命 – 拥抱生命 – 是他的伟大之道，是一种能从任何事情中

获得最好结果的心态，无论多么富有挑战性，他都要把每一件时都处理好，而不是逃避。这
就有如火焰中的氧气，障碍和逆境成为我们潜能的燃料，或者如马库斯奥里利乌斯著作“永恒
的智慧”里所描述的：熊熊燃烧的火焰会把所有的东西都变成火焰和光亮。“

一如既往地，如果您对于学校有任何的疑问或是担心，请您联系学校相关老师。最后，我们
祝愿各位家长度过一个安全与轻松愉快的周末时光！

您最真诚的，
增城誉德莱走读和寄宿学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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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주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존경하는 UISZ 커뮤니티 여러분께,
흥미진진한 올해 마지막 학기에 들어서면서 저희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성과에 대해 저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학년 학생들은 식량 생산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일부 식 재료를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구의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에 대해 배우기 위해 근교에 있는 유기농 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농장에서 저희 학생들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경법으로 재배된 아름다운
야채들과 과일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토끼, 염소, 닭뿐 아니라 심지어알파카, 타조와 비버와
같은 많은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고 만져도 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에서 자란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맛보고 이 여행을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바쁘게 Annie 뮤지컬 제작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래 사진에 나오는 배경 무대를 꾸미고 있는
학생들은 P 클래스에서 4 학년까지의 학생들입니다.

3~4 학년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학습 단원의 일환으로 각기 다른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2 학년 Anni 학생과 10 학년 Lucy 학생들은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춤을 선보이러 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Anni 학생은 저희 초등학생들에게 세련된 춤
실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춤 동작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 고전 무용을 선보인 Lucy 학생

저희 9 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NCPA 학교에서 개최된 남 중국 모의 유엔 회의(SCMUN)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간다녀왔습니다.학생들은 경제 개발 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틀 간 활발한
토론의 장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명의 위원장인 Jessica Kang, Pei E Cheong, Linda Zeng, Rose Chiang 학생들이 각자 맡은 위원회를
훌륭하게 잘 이끌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었던 Sean Holt, Star Lee (이지민), Megan Tian,
Helena Bozzetti, Helen Wong 등 다섯 명의 학생들 중 세 명이 “최고의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Sean 학생은 안전 보장 위원회에서 미국 대표로 참석하여 최우수 대표상을 받았습니다. Helen Wong
학생은 러시아 연맹 대표로 참석하여 특별 위원회의 최우수 대표상을 차지하였습니다.

Star Lee 학생은다섯 장관 위원회에 영국 대표로 참석하여 최우수 대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참가 학생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보여준 모든 노고를 치하합니다.

금요일 오늘, 10 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IB 디플로마 선생님들을 만나서 디플로마 프로그램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상담을 한 후 IB 과목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저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다가오는 DP 첫 학기
수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UISZ 와 UEF 는 5 개년 학교 발전 전략을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또한 새로운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한 하청업체 정보 제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숙학교의 경우, 이번주도 바쁜 한주를 보냈습니다.
‘두꺼비를 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근을유니콘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 Ness Kingsley
저희는 책 주간 행사, 개인 프로젝트, 종합 평가 과제, IAs, 방과 후 수업, 숙제와 요리, 로보틱스, 창조적
문제 해결 게임 침 프로그램과 같은 InspireD 프로젝트, MUN, 미술 전시회 준비, 경쟁적이고 또한
친교적인 스포츠 활동과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무엇을 하든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7 일 기숙
학생들은 주말 여행으로 동관에 브라질 식당에 연회를 즐기러 갔습니다.

드래곤 하우스 중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학부모님을 대신하는 주임으로 새로 부임한 Ms. Adena Li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이 역할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젊음이 가득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선생님이 기숙사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공헌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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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 및 기숙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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