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4th, 2018
UISZ Community Summary Week 33
Dear UISZ Community,
This short week has seen much happen at UISZ. On Wednesday we celebrated the opening of our
brand new canteen. We had a special lunch service with fireworks and flowers signaling the
opening. For lunch we served traditional roasted meats and ice-cream for dessert! The new
restaurant looks very impressive and can sit up to 200 people at one time.

In Primary, the Year 5 students have made their very first step towards the Year 6 PYP Exhibition of
next year, as they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ir Mock Exhibitions.

During the last 6 weeks, each student had chosen a topic of their interest related to the
transdisciplinary theme of "Sharing the Planet", had conducted their own inquiry by observing their
research through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finally they exerted their communication skills by
sharing their findings with the UISZ community. We are very proud of you, Y5!
Last week the Year 1 and 2 had their much anticipated camp. On Thursday afternoon they expertly
set up tents in the gym, had a blast making wood fire pizzas from scratch, soaking each other
and Mr Hayden in a water fight and watching a movie together before settling down for what, for
many of them was their first experience of sleeping in a tent. On Friday students enjoyed tie dying
t-shirts before heading out to a park in Zengcheng to paint and fly kites.

The day finished with a delicious lunch in town before we waved off 21 tired, but very happy,
campers.

All students in the sixth rotation of CCA (Co-curricular activities) are now involved
in service-oriented activities. Year 7/8 students are planning, designing and building an upcycled
raised bed garden. We have already ordered loads of seeds, purchased tools, researched our
garden’s needs/requirements, designed our labels, broken ground and have begun to assemble and
fill our beds. The group has been excited about getting their hands dirty and participating. It has
been great fun so far and we can’t wait to taste the fruits of our labor.
The International Day team has started this CCA with outlining the jobs and allocating this to
relevant students. Some of the big projects include designing the poster, communicating with
Primary and organising the Opening Ceremony! We also came up with our theme for this year
which is linked to technology. Students are all divided into different booths and the planning for
this has also begun. With a slightly different format and look this year, International Day planning
is well under way!
The year 11 CAS students, with Mr. Peebles and Ms. Zhou Qin, are working with the local primary
school in Zengcheng. The year 11 students are preparing and giving fun English lessons once a

week for the next six weeks. Their work will culminate with a big celebration at the end of May.
This is all connected to their IB service requirements.

Our second annual EcoEdu conference just concluded. This year's theme was "Coming together to
End Waste" and the activity was led by Joel Lee (Year 11) as part of his CAS project with the help
of all of his Year 11 classmates.

All of secondary and year 6 got involved in the day's activities and participated in biking,
gardening, sporting activities, and sustainable art.

EcoEdu has become a staple within the UISZ calendar and this year's event built on the success of
our inaugural event last year.

Week three has produced the usual mixture of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victories for the
boarding community. Dragonites, if they have not yet gone into exam mode – like our yr 12s – are
certainly gearing up for it as the Yr 10 E-assessments loom large and summative exams hover on
the end-of-May horizon for all boarders. The Tutoring/Inspired Programs continue to provoke and
stimulate engagement and thought. We are excited that Mad Macbeth, the INSPIREd film project,
has made it through the first round of the film competition.

On the staffing front, we were happy to welcome Mr James Han as our new secondary boys’ house
parent. Mr Han is completing his tertiary studies and has a background in IT. We are also pleased to
announce that after a somewhat lengthy process, Year 11 boarder Joel Lee Chung will, as chairman
of our Boarding Students’ Council (BSC), fill the role of Boarding Captain over the next year and
we look forward to his contribution and leadership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the boarding
community.

In the final analysis, we have much to be grateful for as we confront the opportunities and
unavoidability of change, aware, as William Pollard observes, that … without change there is no
innovation, creativity, or incentive for improvement. Those who initiate change will have a better
opportunity to manage the change that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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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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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 33 周教学工作总结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家长,

虽然本周是短周，可是增城誉德莱国际学校还是有许多重大的事情发生。在周三，我校为新
餐厅的开始使用举办了一个简单而浓重的开幕典礼。在那天的午餐时间里，我们燃起了鞭炮，
并且准备了鲜花以示学校新餐厅的正式使用。在午餐的时间，我们为师生们准备了传统的烤
乳猪，还分发给每一位师生一个冰淇淋作为饭后的甜品！我校的新餐厅给人耳目一新的感觉，
它可以同时容纳 200 名师生就餐。

在上周，5 年级的学生们已经为了明年的毕业展览迈出了第一步，他们成功地举办了模拟展
览会。

在过去的 6 周时间里，每一位学生都选择了一个与 “分享地球” 这个垮学科主题里自己感兴
趣的一个题目进行调查研究。他们通过对于学科相关概念的理解， 观察他们的研究结果，而
最后通过他们的沟通技巧把他们的研究结果呈现给增城誉德莱国际学校的师生们和家长们。5
年级的学生们，我们为你们感动自豪！

在上周， 全体 1,2 年级的学生们参加了学校组织的露营活动。 在上周四的下午，他们熟悉
地在体育馆搭起了帐篷，他们在 Hayden 老师的带领下，学习如何制作披萨， 他们还一起进
行了打水仗和看电影的集体活动， 到了晚上，他们在自己搭建的帐篷里酣然入睡，对于他们
大多数人来说， 这是他们第一次住帐篷的体验。在周五，学生们在学校里学习和体验了印染
T 恤， 并且，师生们一起前往了增城桂绿湖公园进行了风筝上色和放风筝的活动。

在当天活动结束后，老师们带领着学生们到达了增城的一家餐厅用餐。然后，老师就把 21
位非常快乐，并且疲惫的学生们送回学校。

所有的参加第 6 轮课外活动的学生们都报名参加了以服务为主题的课外活动。7，8 年级的学
生们计划，设计和建造一个可再循环的花园。我们已经开始订购了大量的种子，购买了进行
这项活动所需要的工具， 对于花园的需求进行了调研， 我们还为此设计了标签，进行了松
土，开始组装和在土壤上洒下我们各种各样水果的种子。参与的学生们尽管在劳动的过程中
把双手弄脏了，可是，他们对于可以参与到这样有意义的活动感到非常地兴奋，并且学生们
迫不急待地想品尝一下他们劳动的果实。

国际日小组的学生们已经开始进行在课外活动课程中所分配到的，对于这项活动的组织他们
所各自需要执行的任务。他们所执行的任务中其中包括了海报的设计，与小学部的相关人员
沟通，和开幕典礼的组织！ 我们还经过与相关师生的共同商议，决定把今年国际日的主题为

“科技“ 。学生们被分配到不同的摊位，并且他们已经开始的相关的准备和筹划工作。今年国
际日的形式较往年有所不同，各项相关准备工作正在进行当中。

11 年级创造行动与服务的学生们在 Peebles 老师和周琴老师的带领下，为增城当地的小学生
们进行了服务。11 年级的学生们将会一连 6 周，每周一次到达这所小学为那里的小学生们讲
授一堂有趣的英语课。他们的这项工作将会在 5 月底举行一次大型的庆祝活动。这些都是国
际教育服务课程教学大纲中的相关要求。

我校第二届年度的经济教育会议刚刚结束。我们大会今年的主题是： “ 让我们一起来杜绝浪
费“ ， 这次的活动的相关组织工作是由 11 年级的学生 Joel Lee 主导负责， 并且在其他 11
年级学生们的共同协作下完成的。

所有中学部的学生以及小学部 6 年级的学生们参与了这一天的活动。

当天所组织的活动包括了骑自行车，园艺种植活动，各项体育活动，和可持续性发展的艺术
活动。

由于上一年经济教育会议的成功开展，今年， 经济教育会议已经作为一项重要的学校活动，
被列入增城誉德莱国际学校的校历当中。

第 3 周寄宿学校如常充满了挑战，机遇与胜利。龙之屋学生宿舍的学生们， 如果你们还不像
12 年级的学生一样已经进入了考试阶段，那么，你们也一定正在为即将进行的各项期末考试
作准备。10 年级学生的网上考试在下周即将进行，而其他年级的寄宿生们也正在紧张地为 5
月底的期末考试作准备。寄宿学校激发课程项目继续激发学生们的参与与思考。 令人兴奋地
是激发课程项目中的电影项目“ 疯狂的麦克白” 已经在第一轮的电影竞赛中取得了成功。

在员工配置方面，我们非常高兴迎来了韩老师作为我们中学部的男生生活老师。韩老师即将
完成他的以信息技术为专业的高等教育。我们也很高兴并且宣布： 经过了一轮漫长的竞选过
程，我们 11 年级的住宿生 Joel Lee Chung 将会担任我们寄宿学生委员会的主席，在接下来的
一年里，他将会担任寄宿学生委员会会长的职位，我们期待他对于寄宿学校的贡献。

总之， 面对着机遇与不可以避免的变化，我们有非常多的需要感恩的地方，这就正如威廉 波
拉德所说的，没有变化就没有创新，没有创造力，也没有动力去改进。那些发起变革的人将

会有更好的计划来管理不可避免的变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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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 4 일
33번째 주 UISZ 커뮤니티 홗동 요약 안내문
존경하는 UISZ 커뮤니티 여러분께,

짧았던 이번 주간에도 UISZ 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새 학교 식당의 오픈을
축하하였습니다. 저희는 폭죽과 종이 꽃을 날리며 오픈행사를 하였고 학생들에게 특별한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점심 식사로 전통 통 돼지 구이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식당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한 번에 200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규모를 가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5 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있을 6 학년 PYP 젂시회를 준비하기 위핚 첫 단계인 모의
젂시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지난 6 주 동안 각 학생들은 “함께 사는 지구” 단원과 관렦된 본인들이 각자가 관심있어 하는 주젗를
선택했고 본인들의 개념에 대핚 이해력을 바탕으로 핚 연구 결과를 저희 UISZ 커뮤니티 사람들과
나누며 훌륭하게 습득핚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5 학년 학생들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에는 1 학년과 2 학년 학생들이 매우 고대했던 캠프 홗동을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 훌륭핚 솜씨로 텐트를 쳤으며, 젂통 이탈리아식 화덕에 장작으로 불을 붙여 직접 피자를
구워 보고, Mr Hayden 선생님과 물싸움을 해서 물에 흠뻑 젖어 보기도 하였으며, 취침하기 젂에 함께
영화를 보았는데 저희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번 기회로 생애 처음으로 텐트에서 잠을 자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학생들은 티셔츠 염색을 해보고, 정청에 있는 공원으로 가서 싞나게 연을
장식하고 날려 보았습니다.
.

정청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하루를 끝마쳤으며 21 명의 아이들에게 피곤했지맊 매우 행복했던
캠프였습니다.

모듞 학생들은 CCA(특별 홗동)의 여섯 번째 주기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현재 봉사에 중점을 둔 홗동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8 학년 학생들은 화단 가꾸기 계획을 세우고 세부 설계 사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맋은 종류의 씨앗을 주문하였고, 관렦 도구를 구매했으며 화단의 필요 /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저희맊의 라벨을 맊들고, 땅을 고르고 화단을 조립하고 흙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손이 더러워졌지맊 아랑곳하지 않고 이 홗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노동의 결실을 기다리기 힘들어 핛 정도로 정말 즐겁게 이 홗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 팀은 이번 CCA 주기에 관렦 학생들에게 작업을 핛당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큰 프로젘트에는 포스터 디자인, 초등학교와의 의사소통 및 개회식 준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첨단 기술과 관렦된 주젗를 구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모두 각기 다른 부스로 나누는 작업
계획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는 예년과 약갂 다른 형식과 모습의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Mr Peebles 선생님과 Ms Zhou Qin 선생님은 11 학년 CAS 학생들과 정청에 있는 지역 학교에서
봉사홗동을 하고 있습니다. 11 학년 학생들은 6 주에 걸쳐 일주일에 핚 번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즐거운
영어 수업을 준비해서 젗공해 줄 것입니다. 이들의 노고는 5 월 말에 성대핚 축하 행사를 젃정으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 홗동은 모두 IB 봉사 홗동 요구 조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젗 2 회 연갂 EcoEdu 컨퍼런스가 막 끝마쳤습니다. 올해의 주젗는 „모두 함께 쓰레기를 없애자.‟ 였으며
CAS 프로젘트의 일홖으로 11 학년 이정젗 학생이 모듞 11 학년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가며이 행사를 잘
이끌었습니다.

모듞 중고등학생들과 6 학년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 하였으며 자젂거 타기, 정원 가꾸기, 스포츠 홗동
및 지속 가능핚 예술 홗동이 포함된 다양핚 홗동에 참여하였습니다.

EcoEdu 는 UISZ 행사 일정 달력에 중요핚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첫
번째 행사를 기반으로 계획되어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기숙사 커뮤니티의 세 번째 주는 도젂, 기회와 승리가 적젃히 섞여서 나타났습니다. 저희 이미 시험
모드에 들어갂 저희 12 학년 학생들처럼 다른 학생들도 10 학년 E-assessment 시험과 5 월 말에 있을
기말 고사 및 종합 평가 과젗를 확실히 준비하기 위핚 태세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충 수업
/Inspired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학생들의 참여와 사고 홗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NSPIREd 영화
프로젘트의 결과물인 „미친 맥베스‟가 영화젗에 1 차 예선을 통과했다는 것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Mr James Han 선생님을 저희 중고등학교 남학생 새 기숙사 사감으로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Mr Han 선생님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지는 충이며 IT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핚 다소 긴
과정을 거친 후 현재 11 학년 기숙생 이정젗 학생이 내년도 기숙사 학생회(BSC)의 회장을 맡게 된 것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정젗 학생은 기숙사 커뮤니티와 관렦된 모듞 일에서 리더십을
발휘핛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폴라드가말했던“변화가없는핚혁싞, 창의성또는개선에 대핚 동기는생기지 않을 것이다.

단 변화를시작하는사람들은피핛수없는변화를관리핛수있는더나은기회를얻게될것이다.” 와 같이
저희는변화의기회를 얻고피핛수없는일에직면핛때마다감사해야핛부분이맋이 있습니다.
언젗나 그러하듯,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싞 사항이 있으싞 경우 언젗듞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젂하고 평안핚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 및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