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8th, 2018
UISZ Community Summary Week 35
Dear UISZ Community,
The school year is rapidly drawing to a close, but there is no end to the exciting activities going on
at UISZ.
Students in years 1 and 2 are learning about plants and what makes them grow. Last Friday
morning, the budding scientists came to the secondary laboratories to test the theory that plants
need sunlight to make their food. The students were extremely engaged and
approached their investigation with great enthusiasm. The lesson focused on the skills of
cooperation and safety, which the students demonstrated throughout the experiment. Consequently,
students discovered experimentally that their teachers were correct and that plants do need sunlight
to survive. Well done years 1 and 2!

Primary students have been rehearsing diligently for months in preparation for the Annie
production which will be held on May 25th here at UISZ.

If you have not already made reservations, please be sure to RSVP at uiszc@uiszc.org or call 86 20
8291 3201.

Students representing UISZ in the Pearl River conference Basketball tournament this past Saturday
were: Laurence, William and Alex. Ivan, Peter and Noah, stepped up into the middle school
basketball team this season, having dedicated themselves to training after school and took part in
the conference as well.

It was a long day with high temperatures, but the boys played very well and with high energy levels.
They won their first game but sadly lost their next two, albeit by close scores, to finish the
tournament in 4th place out of 8 teams.

The MYP on-screen exams have been going very well; using the 4th floor of Dragon House has
proved to be an excellent location for the students to study and sit the exams. They have completed
exams in Humanities, Language and Literature and Mathematics. This week they have Science and
an Interdisciplinary exam remaining. Also, DP exams are finishing this week. We are incredibly
proud of our year 12 students for the work, commitment, and resiliency they have shown
throughout this process. Well done!
The fitness room in Dragon House has been refurbished with new equipment and
the improved facility has inspired students and staff alike to reach and maintain their fitness
goals. Harbor from Year 9 commented, 'I love it, the location is more convenient for boarding
students, and the equipment is all brand new

The mid-term hump has come and gone and all hearts now turn to the headlong rush towards the
end, conscious however that four weeks of intense and frenetic activity await us. The Dragonites
continue to do what they have always done - embrac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communal living with a dragon spirit of amor fati. The year 12s and year 10s finish their exams this
week, having engaged with and seen off the exam dragons. The Tutoring/Inspired Programs
continue to provoke and motivate dragons of commitment and reflection. Our year 7-9 boarders
have been engrossed in new rotations of Art with Mr D, Coding with Mr Power and Mr Kim,
Philosophy for Kids (P4K) with Mr Fuller a yoga et al and with Ms Kuhn, the aim always to extend
our boarders and expose them to new experiences.

Our primary boarders, under the aegis of the Primary team, are being extended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The opening of the swimming pool has lifted morale somewhat and the refurbishment of
the Dragon House Gym has seen a surge in exercise.

Over the last weekend, many of our boarders participated in their first ever MYP Basketball festival
and acquitted themselves like gentlemen.
And so, all in all, we have much to be grateful for and, as we move towards the end, we keep the
words of Ernest Shackleton the great polar explorer, in the forefront of our minds: that when faced
with the challenges of life, it is through endurance that we conq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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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月 18 日
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 35 周教学工作总结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家长,
本学年即将结束，但是增城誉德莱国际学校的老师们依然为学生们准备了非常多丰富多彩和
令人兴奋的课内外活动。
1,2 年级的学生们正在学习植物和他们是如何生长的。在上周五，我们的小科学家们来到了
中学部的实验室，他们做了一个关于光合作用的实验，来验证植物是否需要在阳关的配合下
制造养份的理论。学生们在参与实验课的过程中积极参与，热情高涨。在这次的实验课堂里，
James 老师重点培养和强调了学生们在做实验时的协作技巧和安全意识，学生在实验课上也
充分意会到了这 2 点的重要性。结果，学生们发现老师所提出的科学理论是对的，植物确实
需要阳光才能生存！

在过去的几个月里，小学部的学生们一直勤于地为 5 月 25 日在增城誉德莱国际学校举办的
安妮音乐剧作准备和排演的工作。

如果您至今还没有预订到音乐会的座位，请您尽快通过发送电子邮件到以下学校邮箱
uiszc@uiszc.org 或者是通过拨打中学部前台电话 86 20 8291 3201 进行座位的预订。

在上周六，我校中学生 Laurence, William，和 Alex 在增城誉德莱国际学校参加了珠江杯篮球
锦标赛。6 年级的学生 Ivan, Peter 和 Noah 在这个赛季进入了中学篮球队，为了参与这次的
篮球锦标赛，他们在课后进行了专心刻苦地训练。

那天天气非常炎热，我们渡过了漫长的一天， 可是学生们当天精力充沛，表现得非常出色。
他们赢得了第一场比赛， 但是，很遗憾地，尽管与对方球队的比分非常接近，最后还是输掉
了之后的 2 场比赛。他们在 8 支参赛的球队中排名第四。

国际教育中学部网上考试进行得非常顺利；事实证明：龙之屋学生宿舍 4 楼是学生们进行学
习和考试的绝佳场所。10 年级学生们在上周已经完成了人文学，英语语言文学，数学这三

门学科的考试。本周，他们将会完成科学和跨学科课程的考试。 高中部毕业生最后统考也将
会在本周结束。我们为 12 年级学生在学习上努力拼搏，以及对待学习表现出来的高度的责
任心， 和在备考的过程中对于环境的超强适应能力感到自豪。你们表现得非常好！

学校学生宿舍龙之屋的健身房已经进行了全面的翻新与改造， 并且，我校采购了一批新型的
健身器材与设备。改造后的健身房无形中鼓励着我校住校的老师和学生们积极参加锻炼，达
到身体强壮的目标。 9 年级学生柏航说：“我太爱这个健身房了，它的位置对于住宿生来说
非常方便，并且里面摆放的健身器材都是全新的!”

本学年已经过了一大半， 眼看着学生们很快即将完成各科考试， 他们现在已经开始期盼着
暑假的到来。然而，在这学期的最后 4 周时间里， 尽管学习任务繁重，但是，我校老师仍然
会为学生们准备了非常丰富的课外活动。学生宿舍的师生们仍保持他们一贯的作风 – 以充满
活力的龙的精神拥抱生活，作好面临一切未知的挑战与机遇的准备。12 年级和 10 年级的学

生们将会在本周结束他们的本学年全部的考试，他们为这次考试作出了充足的准备工作，并
且将会在考试结束后尽情放松。寄宿学校激发课程项目继续激励着我校住宿生们进行反思和
承担对学习上的承诺。我校 7-9 年级的住宿生们开始了新一轮的课程，其中包括了 D 老师所
开展的艺术课程，Power 老师和金老师的编码课程，Fuller 老师的儿童哲学课程以及 Kuhn 老
师的瑜伽课程，这些课程的开设目标是扩展我校住宿生的兴趣以及让他们每一天的学习生活
充满了美好的体验。

我校小学部的寄宿生们也参加了多种多样的激发课程项目。游泳池的开放吸引了许多住宿的
师生前往，而最新翻新改造的宿舍健身室也是另外一个聚集住宿师生人气的地方。在上周末，
我校许多的住宿生参加了他们首次的中学部篮球节，并且表现出良好的绅士风度。所以，总

体来说， 学生宿舍还是发生了许多令人愉快和感恩的事情， 并且，当我们走向期末时，我
们坚持不懈并且走了过来， 这时，在我脑海里浮现的是伟大的极地探险家欧内斯克沙克尔顿
所说的名句： “当面临生活的挑战时，我们用忍耐来战胜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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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일
35번째 주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존경하는 UISZ 커뮤니티 여러분께,
학기는 빠르게 끝나가고 있지만 UISZ 에서 진행되는 흥미진진한 활동들은 끝이 없습니다.
1-2 학년 학생들은 식물과 식물을 자라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자라나는 과학자들은 식물이 양분을 얻기 위해 햇빛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실험해 보기 위해 중고등학교
과학 실험실에 갔습니다. 학생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조사하느라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실험 내내 보여준 협동 정신과 안전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다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2 학년 학생들 잘했어요!

초등학생 학생들은 UISZ 에서 5 월 25 일에 있을 Annie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째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공연 예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uiszc@uiszc.org 나 86 20 8291 3201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주강 컨퍼런스 농구 토너먼트에서 UISZ 를 대표로 출전한 학생들은 Laurence
학생, William 학생과 Alex 이였으며, Ivan 학생, Peter 학생과 Noah 학생은 방과 후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여 이번 시즌부터 중학 농구팀에 합류할 수 있었고 이 컨퍼런스에도 참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긴 하루였지만 저희 학생들은 에너지 넘치게 매우 잘 뛰어 주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쉽게도 근소한 차로 다음 두 경기를 지고 말았으며 최종적으로 8 팀
중에서 4 위에 머물렀습니다.

MYP 온라인 시험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래곤 하우스 4 층 공간이 학생들이 앉아서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기에 매우 훌륭한 장소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인문학, 언어와
문학과 수학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학생들은 과학과 학제간 연관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DP 시험도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저희는 12 학년 학생들이 이 시험 과정에서 보여준 성과 및
헌신과 강한 내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드래곤 하우스에 있는 피트니스 공간은 새로운 운동 기구들로 새롭게 단장되었으며 개선된 시설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목표로 한 체력 단련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학년 Harbor 학생은‘정말 훌륭해요. 위치는 기숙생들이 가기 더욱 편리해졌고 모든 운동기구들은 새
제품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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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이번주에시험을끝마치고시험을

끝낸용을보았습니다. 개인지도 / Inspired 프로그램은헌신과반성의용을자극하고동기를부여합니다. 저희
7-9 학년기숙생들은 Mr. D 선생님과 방과 후 새 미술 수업 주기에 돌입하였으며 Mr Power 선생님 및 Mr
Kim 선생님과 함께 코딩 수업을 하고 있으며 Mr Fuller 선생님과 청소년 철학(P4K) 수업을 하고 Mr
Kuhn 선생님은요가 수업을 통해 저희 기숙생들에게새로운경험을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기숙생들은 초등학교 팀의 후원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개장으로 학생들의 사기는 다소 진작되었으며 드래곤 하우스의 피트니스 공간 새단장이 완료되면서
학생들의 운동량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기숙생들이 처음으로 MYP 농구 축제에 참여하였고 신사답게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고마워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저희는 위대한
북극 탐험가 Ernest Shackleton 가 말한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우리는 인내력을 통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명언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 및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