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7th, 2018
UISZ Community Summary Week 32
Dear UISZ Community,
In Primary this week, the year 6 students have just completed their PYP Exhibition and they did
a wonderful job.

This year's theme was Sharing the Planet and the students worked on individual inquiries based
on this theme. Over 6 weeks they worked hard to research their topic and answer 3 lines of
inquiries. There was a real variety of choices: from sustainable architecture to famine and
terrorism. The children worked really hard completing their learning journals and reflecting on
themselves as learners. They were fantastic communicators and showed commitment, curiosity,
creativity and independence.

The UISZ Badminton team played 12 games of Badminton against schools from all over China,
Hong Kong, Macau and Mongolia this past weekend. UISZ, represented themselves excellently
on and off of the court, winning many matches 3-2 but also losing some (frustratingly) 2-3, we
even recorded an impressive win of 4-1 over YCISCQ.
There were many great performances over the weekend, but special credit must go to Andy Xu
(Year 8) who only lost 4 games all tournament, playing against many boys from year 11 and 12
(including some that are nationally ranked!).
Pei-E Cheong also takes top honours having only lost 3 games all tournament against some
simply outstanding players.

Credit goes to our doubles players for how well they improved. Cindy Chen and Carl Ye were
very unlucky not to win more games as they took the majority of their matches in to the deciding
third game, only to be denied at the last moments.

Sonny Yue and Frank Xu were slow to find their rhythm at the start of the tournament but
towards the end of day two and into day three they become a great force, again taking many
matches into the third game. The most improvement seen over the course of the tournament has
to be from Lucy Liu and Kathy Pang. These two improved greatly, picking up more and more
points in each match. The difference between how they played (both prior to the tournament
and at the start) is simply day and night.
All players have gained so much from this experience, learning about themselves and learning
how to compete at a higher level. The future of badminton looks promising and hopefully the
year 11’s that went will become the coaches of the younger teams looking to travel. And the year
10’s that did travel will become great leaders when the team sets out next year.

This week, Year 9/10 English LA have been working on emotions. We have been working on
learning more advanced vocabulary to describe our own feelings, but also the feelings of others.
We had fun acting out emotions, drawing and designing emojis as well as finding pictures
to match our newly acquired words. Cutting out images and working with magazines creates
opportunities for our visual and kinesthetic learners to thrive. When these other learning styles
are involved, students remember vocabulary better as well!
On Tuesday, Year 10 Korean A L&L students had a mini speech competition. The students
prepared their speeches on a variety of topics of their own making. It is a learning activity
associated with their current unit, 'Our Society'. In the class, the students learned about the
different problems modern society has and the various speeches and lectures on them. They
practiced speech and drafting skills, then presented their prepared speeches and listened to each
other's speeches. Jessica addressed school captain speech on the topic of ' If you want to make a
difference, choose me, ' and the star speech on ' You have to have a Dream before you succeed.
'Harry gave a happy speech under the theme ' Let's open our hearts and live with confidence. '

Lastly, Tommy gave a life speech under the theme " Don't Be Afraid of Failure. " Each of them
was a unique speech, and our students showed off their excellent speaking skills.

In boarding, week two has followed its usual trajectory as the Tutoring/Inspired Programs went
airborne – Philosophy for Children (P4C) with its TCRJ (Think, Commit, Reflect, Justify), Coding
and Robotics provoked engagement and thought. Mad Macbeth, the INSPIREd film project, was
finally released to wide acclaim and the junior boarders, particularly our year 5s and 6s, were hard
at work preparing for, and displaying their research at the Exhibition which proved to be an
unequivocal success. The year 10-12 boarders are now in exam prep mode and their commitment
to study is to be lauded. All in all, the program is in full flight. Our Boarding Students’ Council,
under the aegis of Ms Paola has also been hard at work with it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life of the Dragon community. And, for our 7-day boarders, the weekend
culminated in a shared Mexican lunch at the Dyna(Mite) City in the Lost City of Dee.
In terms of our facilities, Dragons’ Den will undergo a complete make-over in the summer
vacation and further exciting news is that the outdoor area to the front and side of Dragon House
will be redeveloped as a BBQ recreational area and floodlit multi-purpose field of dreams. The
re-purposed fitness room is, as I write, being re-equipped and will open for general use within the
week. The signage and branding continues to develop and this too will continue over the course of
the next month. So we have much to be grateful for as we confront the vagaries of change, aware,
as Martin Luther King Jnr observes, that … our very survival depends on our ability to stay awake,
to adjust to new ideas, to remain vigilant and to face the challenge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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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年 4 月 27 日
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 32 周教学工作总结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家长,
6 年级的学生们刚刚完成了他们的国际文凭课程小学部的毕业展览，并且他们做得都非常好。

今年毕业展的主题是共享地球，学生们根据这个主题进行了一系列的调研活动。在过去的 6
周时间里，他们努力探究他们的主题，并且回答了 3 个方面有关探索性的问题。他们有各种
各样的选择：从可持续发展的建筑物到饥荒，再到恐怖主义。为了完成他们的学习日志，学
生们非常努力，并且把自己当作一名学习者来进行反思。他们是出色的沟通者，并且表现出
承诺，好奇心，创造性和独立性。

增城誉德莱国际学校羽毛球队的队员们与对手分别来自中国，香港， 澳门和蒙古的国际学校
打了 12 场比赛。增城誉德莱国际学校的羽毛球参赛代表们表现非常出色， 有许多场比赛我
们都以 3-2 的最终得分获胜， 但是也令人沮丧地以 2-3 的得分输掉了一些比赛。我们甚至在
与重庆耀中国际学校的对阵中以 4-1 的最终得分获得了压倒性的胜利。

在本周末有许多场精彩的比赛，但是，表现得尤为出色的是徐耀滨同学（8 年级）， 他在参
与的所有比赛中， 只输了 4 场比赛， 并且，他所对阵的都是 11,12 年级的男选手， （包括
一些全国排名的选手！） 。

张佩怡也获得了最高荣誉，她在所有的比赛中只输了 3 场比赛， 而她输的比赛所对阵的都是
优秀的羽毛球球员对手。

我们的双打羽毛球运动员在这次比赛中有很大的进步。陈诗琦和叶芷贤很不幸，没有赢得更
多的比赛，因为他们把决定性的比赛都安排在第 3 场比赛进行， 结果却在最后时刻被校方拒
绝了。

岳浩源与徐源峰同学锦标赛开始的时候动作比较缓慢，在第 2 天的比赛接近结束和在第 3 天
比赛中，他们在羽毛球双打的球场上已经成为了一股强大的力量，在第 3 场比赛中又进行了
许多场的比赛。在这场锦标赛整个过程中， 刘昕芃和庞佳颖取得了非常明显的进步，她们取
得了越来越多的得分， 她们这次在赛场上的表现与参赛之前的表现是大不一样的。

所有参赛球员们从这次的锦标赛中获取到了非常多的经验，他们现在更加地了解自己，并且
学习到了应该如何在高水平的比赛中获胜（何谓更高水平） 。我校羽毛球校队的将来看起来
充满希望， 希望 11 年级羽毛球队的学生们可以成为其他低年级羽毛球队学生们的楷模。 同
时，也希望 10 年级参赛学生们在明年出赛的时候能够成为球队中的非常优秀的学生领袖。

在本周，9,10 年级英语语言文学的学生们正在学习有关情绪的课题。我们正在学习用更加高
阶的英语单词来描述我们的情绪，以及他人的感受。当我们在表演情绪时，感到非常高兴，
我们还绘制和设计表情符号，并且寻找与我们新学到的新单词相匹配的图片。师生们一起剪
下这些图片，并且将其制作成一本杂志，这为我校以视觉和动觉型的学习者创造了良好的学
习机会。当我们的老师运用了其他的学习方法时，学生们也将会更好地记住这些英语词汇。

在周二， 10 年级韩语 A 和语言文学的学生们进行了一场小型的演讲比赛。学生们准备了他
们自己各种的演讲题目。这是一项与他们当前学习的单元 “我们的社会” 所相关的学习活动。
在班上, 学生们学习了在现代社会所出现的不同的问题，并且师生们运用并且结合了演讲和
授课的方式对于学生进行教育。他们对于这次的演讲进行了练习，并且记下了在演讲中的所
需要的技巧，之后学生们在课堂上进行演讲并且倾听了其他同学的演讲。 Jessica 在竞选学生
会主席的时候，对以下题目进行了演讲： “如果您想要改变，选择我， 并且在明星演讲会上
发表了” 在您成功之前必须有一个梦想。“ Harry 给予师生们呈现的是一个充满快乐氛围的演
讲，而他演讲的主题是 ”让我们敞开心扉，充满自信地生活“ 。

最后，Tommy 给我们作了一个人生演讲，演讲的题目是： ” 不要害怕失败“ 。每一位参加
演讲比赛的学生都给予了我们包含着他/她独到见解的演讲，并且他们还向在场的师生们展现
了非常优秀的演讲技巧。

在第 2 周，寄宿学校的激发课程项目仍在开展，学生们参与的课程包括了儿童哲学与它的高
阶课程（思考，承诺，反思，证明）
，以及激发人们参与和思考的机器人编码课程。疯狂的麦
克白，这个激发电影课程项目终于受到了广大师生们的赞誉。5,6 年级学生们非常努力，他
们举办了年级的个人作品展览会，并且取得了空前的成功。10-12 年级的住宿生们正在积极
地备考当中，他们对于学习的承诺是值得我们尊重的。总而言之，激发课程项目进行地如火
如荼。在 Paola 老师的带领下，住宿学生委员会全体成员正在非常努力工作，提出改善学生
宿舍龙之屋学生生活的建议和积极的改善措施。并且, 我们的 7 天住宿生们在周末前往了东
莞 （迷失之城）享受了一次墨西哥风情午餐。

就我们的宿舍设施而言，龙之屋学生宿舍在暑假期间将会进行升级改造。更另人兴奋的是：
在学生宿舍龙之屋的正面和侧面户外区域，我们将会开发成为可以进行烧烤活动的，多功能

的运动休闲区域。正如我之前所提及到的，经过重新设计的宿舍健身房里健身设备非常齐全，
并且，它将会在一周后向我校的住宿师生全面开放。学校的标志和广告品牌宣传版已经开始
安装，并且在接下来的 1 个月内，这项工作将会进行下去。因此，当我们面临变幻莫测的变
化时， 我们还是有许多值得感恩的事情，这就正如马丁路德丁所言，我们得以生存下来依赖
于保持头脑清醒的能力，我们需要适应新思想， 保持警惕，与面临随时有可能变化的挑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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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4 월 27 일
32번째 주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존경하는 UISZ 커뮤니티 여러분께,
이번 주에 초등학교에서는, 저희 6 학년 학생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신들의 PYP 전시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함께 사는 지구였으며 학생들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6 주 동안 학생들은 주제를 연구하였고 3 개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건물부터 기근과 테러리즘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일지를
작성하였고 학습자로서 스스로 배운 내용을 반영해 가며 열심히 과정을 완수하였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모두 환성적인 의사 전달자들이었고 헌신, 호기심, 창의력과 독립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UISZ 배드민턴 팀은 중국, 홍콩, 마카오와 몽골에서 온 팀들과 12 경기를 뛰었습니다.
저희 UISZ 팀은 코트 내외에서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팀을 상대로 3-2 로 이겼지만
안타깝게도 3-2 로 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YCISCQ 와의 경기에서는 4-1 이라는 대승을 거두며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말 내내 치른 경기 가운데 많은 명장면이 있었지만 특히 11 학년과 12 학년(전국 랭킹 선수 포함!)
남학생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대회 내내 겨우 4 게임만 진 8 학년 Andy Xu 학생에게 특별상이
주어졌습니다.
Pei-E Cheong 학생 또한 대회 내내 뛰어난 선수들과의 경기 속에서도 겨우 3 게임만 패해 최고
명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복식 경기는 저희 선수들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여었습니다. Cindy Chen 학생과 Carl Ye
학생은 안타깝게도 더 많은 경기애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경기에서 3 세트 까지는 경기를
이어갔지만 마지막 세트에서는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Sonny Yue 학생과 Frank Xu 학생은 대회 초반에 자신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많은 경기를 3 세트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여준 학생은 Lucy Liu 학생과 Kathy Pang 학생입니다.이 두 선수는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점수를 따냈습니다. 학생들이 경기를 치른 방식의 차이는(대회 시작 전과 시작 시 모두) 단순하게
낮과 밤이었다는 것뿐입니다.
모든 선수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더 높은 수준의
경기(높은 수준의 경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들과 경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드민턴의 미래는
밝으며 11 학년 학생들이 어린 팀원들을 돌보며 코치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년에 팀을 구성할
때는 이번 여행을 했던 올해 10 학년 학생들이 위대한 리더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9/10 학년 영어 LA 수업 학생들은 ‘감정’ 단원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한 고급 어휘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렸으며 이모티콘을 디자인하고 새로 습득한 어휘와 일치하는 단어를 찾는 등
여러 즐거운 활동을 했습니다. 사진을 자르고 잡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시각적이고 활동적인학습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과 다른 활동이 연계되어 있을
때 학생들은 더 쉽게 어휘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요일에 10 학년 한국어 L&L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작은 연설 대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로 연설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는 현재 학습하고 있는 단원인 ‘우리 사회’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현대 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설과 강연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연설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필요한 기술을 연습한
다음에 각자 준비한 연설을 발표하였고 다른 학생들의 연설을 경청하였습니다. 강보선 학생은 ‘변화를
원한다면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학생 회장 선거 연설을 하였고, 이지민 학생은 ‘성공을
바란다면 먼저 꿈을 가져라’는 주제로 CEO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형인 학생은 ‘마음을 열고
자신감을 갖고 살자’는 주제로 행복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성 학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주제로 인생 및 성공과 관련된 연설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개성적인 연설을 하였으며 뛰어난 연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은 방과 후 수업 / INSPIR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위한 철학 (P4C), TCRJ(생각,
약속, 반영, 정의)와 로보틱스 등 참여와 사고를 유발하는 활동들이 정상궤도를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INSPIREd 영화 프로젝트인 Mad Macbeth 는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으며 후배 기숙생들, 특히
5~6 학년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성공적인 결과는 전시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0~12 학년
기숙사 학생들은 현재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이고 있는 학업에 대한 의지는 칭찬 받을
만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Ms. Paola 선생님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 학생 위원회는 드래곤 하우스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안과 권고 사항을
숙지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7 일 기숙생들을 위해주말에는 봉황성에서
멕시코 식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저희 시설 면에서 드래곤 하우스는 여름방학 동안 완전한 변신을 겪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드래곤
하우스의 전면과 측면에 있는 야외 공간에 투광 조명등을 설치하고 BBQ 및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재개발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사실도 전해 드립니다. 새로 개설한 피트니스 짐은 다시
정비된 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일주일 내내 오픈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브랜드화 과정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마틴 루터 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생각에 적응해야 하며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변화의 도전을 마주 보고 맞서 싸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바랍니다.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 및 기숙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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