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8th, 2017

UISZ Community Summary Week 4
Dear UISZ Parent,
Week four was yet another busy week at UISZ, but one of many rewarding activities as well. A
pleasant week in Primary began with a lot of excitement over the Year 3 and 4 Camp. The
students went on camp for 3 days and 2 nights at Twin Moon Bay. The Year 3 and 4 We Chat
group provided the community with constant feedback and check-ins from the teachers and
students.

Throughout this week, students in Year 2-6 have been taking the online Oxford English
assessment. This assessment is taken twice a year to track progress and needs in English.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support will be provided depending on the level and
needs of individual students. The school will inform you if your child will be receiving extra ESOL
support this year, but please contact us if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your child's English
level.

In Mrs. C's Year 2 class this week, students have been telling us how they love to read! They can
read to themselves, read with a partner or read with the teacher. They also enjoy listening to
others read to them. Their new "whisper phones" amplify their whispers when we are reading to
themselves.

Week four was yet another busy week in Secondary, but one of many rewards, too. On Tuesday,
we had our monthly praise assembly, recognising students who had performed well over the
month of August.

Mr. Evans begins the assembly with overall congratulations to the school

The praise assemblies give us the chance to celebrate the progress and achievements of our
students.
Awards included the merit winners for each House, School Captains award and the Learner Profile
of the month, which was Inquirer. Individual teachers also recognised specific students with positive
referrals.

Merit Award Winners for August

Our merit winners for August were:
1. Earth – Terry Xu (11)
2. Water – David Jo (17)
3. Fire – Jessica Kang (14)
4. Wind – Linda Zeng (19)

Congratulations to Linda Zeng, who was the overall winner for the highest number of merits in
Secondary; she received a total of 19 merits for August. Well done Linda!
Our Learner Profile (Inquirer) winner for August was:
1. DP – Zoe Xu in year 12
2. MYP – Leo Wang in year 7

Our Captain awards were picked out by our School Captains, the Service went to Rose Chiang in
year 11.The Sports award went to Jeremy Liu in year 11 and the Arts award went to Harbor Bai in
year 9.
During the assembly, we also gave positive recognition to the work of some of our students. Anna
in year 8 has had an excellent start in English and is showing great improvement. Ho Sung in year
9 is also making excellent progress and has a positive learning attitude. Jacky in year 11 has done
outstanding work since starting DP English B. Star has impressed by signing up to MUN, to also
help improve his English. Marcelo has also started the year strongly with a desire to make
improvements in his English and overall abilities. Well done to all!
Year 12 students completed their TOK presentations this week. They were excited to speak about
all of the concepts they’ve learned over the past year in TOK. All students were successful, and they
each had very strong presentations.

While we work hard to be the best we can possibly be academically, we also value other
dimensions of learning. The ‘Utahloy Way’ places equal importance on social, emotional, physical
and creative aspects of ourselves. The CCA and Sports programmes give us many opportunities to
achieve this philosophy, with our community participating in various activities each Tuesday and
Thursday. This week students used our beautiful campus to full effect, spending time fishing,
running, martial arts and volleyball.

Leo, Harbor, and Laurence enjoy fishing on campus

Stretching with Mr. Clevenger before a run

Warming up for Jiu Jitsu with Mr. Abbas

Boys Volleyball practice

It’s been another big week in boarding. After two trips to the Lost City of D over the last two
weeks, the merry men and women of Dragon House journeyed to Sherwood Forest Zengcheng
on Saturday past for … you guessed it … inspired and creative archery. Robin Hoods there were
none. Nor Katniss Everdeens. No Legolas. William Tell. Yue Fei. Artemis. All missing. But Ms
Deborah Shaw was on fire with at least three of her twelve arrows. Alas! For the rest of us, we
were lucky to hit the wall behind the targets …
Sunday saw Dragon House host its first community brunch. While it achieved some degree of
success, we were able to ascertain what we needed for the next one. And so, in the words of the old
adage, all that matters is that we are better tomorrow than we were today … My thanks to the
masterchef boy boarders who cooked for the community. Well done, lads!

INSPIRE entered its third week and continues to develop and grow. Our year 7-9 boarders have
embraced the programme positively and appear to be enjoying the experiences offered and
building confidence and teamwork simultaneously. The film CCA with Ms St. Clair is taking shape,
as is the drama with Mr. Evans; the night-kayaking with Mr. Power remains a firm favourite and
the Night Trail with Ms George is gaining some traction.

Our August ‘Honour Ceremony’ with its key theme of kindness was (dare I say it?) a success and
has set a benchmark for future ceremonies. Apart from birthday celebrations and community
awards, the community will also – in our next celebration - acknowledge and honour those who
show academic effort in boarding (AEIB), positive mindset and being active. Our Boarders’
Room Competition enters its second week where boarders in the different rooms compete for
points and prizes over a three week period, all in the interests of what the Roman poet Juvenal
reminds us: sit mens sana in corpore sano, namely, a healthy mind in a healthy body.

Till next time, a luta continua
‘One does not have to be the size of a dragon to have a heart of a dragon …’
More photos can be found on the Communicator website. Subscribe today at http://uiszc.edublogs.org/ to
get weekly updates. As always,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Warmest wishes,
UISZ School & Boarding Community

2017 年 9 月 8 日
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 4 周教学教学工作总结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家长,

在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四周也是异常繁忙，同时，有许多的振奋人心的颁奖典礼活动在本
周进行。本周初在小学部，3、4 年级学生的旅行的过程中发生了许多另人兴奋的事情。师生们前往
了双月湾进行了 3 天 2 夜的露营活动。3、4 年级的师生们利用微信群的方式即时地与学校和家长保
持了沟通，让我们得以了解到关于这次旅行的最新消息。

在本周，2 – 6 年级学生们参加了网上牛津英语能力水平测试。这个测试学生们每年需
要进行两次，来检验这位学生的目前的英语水平对比之前是否有提高，以及这位学生现阶段
最需要加强的部分。老师将会对于非英语为母语的学生根据这次测试中得出的成绩而判断学
生所处的英语水平，从而来进行分阶段的个别英语辅导。如果学校认为您的孩子需要额外的
英语学习上的帮助，您将会收到校方的通知。如果您想了解现阶段您孩子的英语水平，请您
与我们联系。

在 2 年级 Chatelier 老师的班级上，我们可以看出学生们是多么地喜爱阅读! 他们会读给
他们自己听，他们也非常喜欢听别人朗读。他们新的 “私密电话”在他们阅读的时候扩大了
他们的阅读音量。

中学部第 4 周如常忙碌，但是同时，学生们也获得了非常多的奖项。在本周二，我们举
行了中学部每月一次的全校颁奖典礼，我们褒奖了在 8 月份表现杰出的学生。

校长艾文斯先生在中学颁奖典礼上对于全体学生致贺

颁奖典礼给了我们一个非常好的机会，让我们可以庆祝学生们这一段时间以来所取得的
进步和良好成绩。我们颁发的奖项包括了在每一个学生小组里获得最高奖励点的学生，本月
获得调查者这个学习者特征的学生，以及对于表现优秀的学生会会长所给予的肯定。个别的
老师也会在此颁奖典礼上表扬个别的表现突出的，并且获得老师积极评价的学生。8 月份
获得 4 个学生小组最高奖励的学生分别是：

8月份的获奖学生们

1. 地球小组 – Terry Xu (11)
2. 水小组 – David Jo (17)
3. 火小组 – Jessica Kang (14)
4. 风小组 – Linda Zeng (19)

在此，我们祝贺 Linda Zeng, 她获得了中学部取得最高奖励点的学生；她在本月总
共获得了 19 个奖励点。您做得非常好 Linda!
我们的学习者特征(调查者) 的获奖学生如下:
1. 高中部 – 12 年级的许钰婷
2. 初中部 – 7 年级的王仲轩
我们的学生会会长选出了各个分部的的获选学生，这是我校第一次以这样的形式来进行
选举，
服务分部的获奖学生: 11 年级的 Rose Chiang
运动分部的获奖学生: 11 年级的 Jeremy Liu
艺术分部的获奖学生: 9 年级的柏航
本月的明星老师是：St. Clair 老师

在本次的颁奖典礼中，我们也表扬了一些在本学年开始有明显进步的学生， 8 年
级的新生 Anna 在学习英语的过程中有一个非常好的开始，并且进步神速。9 年级的新
生 Ho Sung 在英语学习上也进步很大，并且学习态度积极。11 年级的 Jacky 自从开始
他的国际文凭高中课程后在英语 B 的学习上就有非常出色的表现。10 年级的 Star 积
极参加学校组织的模拟联合国会议的组织工作，这也有助于帮助他提高各方面的英语
水平。Marcelo 在本学期开学也表现出在英语学习以及各方面的能力上希望有一个较大
的提高。同学们，你们都做得非常好!

12 年级的学生在本周完成了他们知识理论学的演讲。他们在演讲中非常兴奋地向老师
和同学们讲述了在这门课上所学到的知识理论学的各种概念。每一位学生在本次的演讲中都
发挥得很好。
当我们的学生努力学习，力争上游的同时，我们也鼓励他们多维度的学习。在增城誉德
莱国际学校，我们希望看到学生在社交，情绪控制，体育，及其创造力这几个方面都有所发
展和提高。我校每逢周二和周四的课外活动课程以及在体育课上，都给予了我校学生们非常
多的机会让他们可以获得正确的人生观。本周，我校的学生充分地利用我校美丽的自然环境，
进行了钓鱼，跑步，武术，排球等各种活动。

Leo, Harbor, 和Laurence 非常享受在校园里的湖边钓鱼

Clevenger 老师在带领学生练习跑步前和学生一起做伸展运动

Abbas 老师正在和学生们一起做柔道的热身运动

学校男子排球队正在练习

宿舍本周为学生们安排了许多的活动。当我们完成了前 2 周东莞迷失之城的短途旅行后，
在上周六，学生宿舍的老师们带领 7 天的住宿生们到达了增城雪伍德森林运动俱乐部进行了
激发并且非常富有创造性的射箭活动。那里没有罗宾汉或是凯尼斯，也没有长青树和莱各拉
斯。更不会有威廉泰而，岳飞和阿耳特尼斯。他们都不在。但是 Deborah Shaw 老师在她所发
出的 12 箭中射中了 3 箭。天啊! 我们其他人, 也只能非常幸运地射中箭靶后面的墙壁 …
在上周日，学生宿舍举行了他们第一次的住宿师生早午餐。我们取得了某种程度上的
成功， 我们起码可以确定下周的早午餐还需要有一些怎样的改进。因此, 这可以总结为我们
的一句老话：“所有的事情我们都需要满怀希望，明天会更好 … ”。我非常感谢在那天为我
们师生准备餐点的厨师。小伙子，你做得非常好!

寄宿学校的激发课程项目已经进入了第三周阶段，我们所开展的课程都将会继续地发展下
去。 我们 7-9 年级的住宿生们对于我们提供的课程活动给予了非常积极的评价，并且乐在其
中，这对于学生们建立自信心和增强团队建设能力非常地有帮助。课外活动项目中，负责教
授电影的 St. Clair 老师和负责教授戏剧的 Evans 老师的教学内容已经基本确定，并且学生们
都非常投入和享受这两门课程的教学。Power 老师在晚上与学生们一起进行的独木舟活动非
常受到学生们的欢迎，而另外一组由 George 老师的夜间快走运动也得到了参与学生的一致
好评。

我们 8 月份的以表彰善良行为，好人好事的 （请容我这样说）“寄宿学校颁奖典礼”取
得了圆满的成功。并且这次的颁奖典礼为以后的颁奖典礼设立了一个基准。除了举办住宿生
生日会和颁奖典礼，在下一次的庆祝活动中，我们将会表扬住宿生中的学习上有突出进步的
学生 (AEIB), 具有积极心态的学生以及积极参与学校活动的学生。我们的住宿生房间评比大
赛进入了第二周，这是一个超过三周的评比学生的房间干净整洁度的比赛。以上的这些活动
让我们想起了罗马诗人朱文诺的一句话：健全的心灵寓于健康的体魄。
“不一定非得有龙的大小才可以有龙的心 …”
更多的精彩照片回放您可以从以下我校每周更新的交流网站中找到：http://uiszc.edublogs.org/ 。

一如既往地,如果您有任何的疑问或是担心，请您通过发邮件到以下的电子邮箱与我取得联
系我：nevans@uiszc.org
最诚挚的祝福,

增城誉德莱国际走读和寄宿学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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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주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존경하는 UISZ 학부모님,

UISZ 의 네 번째 주 역시 바쁘고도 보람 있는 활동들로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즐거운
한 주는 3-4 학년의 즐거운 캠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2 박 3 일간 쌍월만으로 캠프를
갔습니다. 3-4 학년 캠프 위챗단체방을 통해 커뮤니티분들에게 저희 학생들과 교사들은 지속적인
피드백과 장소이동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2-6 학년 학생들은 온라인 옥스포드 영어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일 년에 2 회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 발전 과정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ESOL)은 각각 학생의 레벨과 필요에 따라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테스트
결과를 통해 학생들에게올해에추가 ESOL 지원의필요여부를공지해줄 것입니다. 자녀분의 영어 레벨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rs. C 선생님의 2 학년 학생들은 독서를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읽고,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읽기
활동 등을 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새로운
“귓속말 전화기”는학생들이 혼자서 책 읽기를 할 때 본인의 조그만 목소리를 보다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고등학교의 네 번째 주는 여전히 바쁜 한 주였으며, 또한 많은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월간 칭찬 조례를 가졌으며, 이 자리를 통해 8 월 한 달 간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한 학생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축하 메시지 전달로 조례를 시작하시는 Mr. Evans 선생님
칭찬 조례는 저희 학생들의 발전과 성취를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시상식에서 저희는 4 개의
각 하우스 별로 메리트 포인트 우수상, 이달의 학생상 우수상 및 학교 학생회장단 임명상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도 특정 학생들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면을 격려하는 칭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8 월의메리트 포인트 우수상수상학생들
저희의 8 월의 상점 우수상 수상자는:
1.

Earth – Terry Xu (11 학년) 학생

2.

Water – David Jo (7 학년) 학생

3.

Fire – Jessica Kang (10 학년) 학생

4.

Wind – Linda Zeng (11 학년) 학생

8 월에 총 19 점의 메리트 포인트를 받아 중고등학교 메리트 포인트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Linda
Zeng 학생을 축하합니다. 잘 했어요,Linda 학생!
이달의 학생상 (탐구하는 사람) 수상자는:

1.

DP – Zoe Xu (12 학년)

2.

MYP – Leo Wang (7 학년)

올해 새롭게 학생들에 의해 시작하게 된 학생회장단이 뽑은 학생회장단 임명상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부분: Rose Chiang (11 학년)
스포츠부분: Jeremy Liu (11 학년)
예술부분: Harbor Bai (9 학년)
이달의 스타상: Ms. St. Clair 선생님
조례 시간 동안, 저희는 일부 학생들의 결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8 학년 Anna 학생은
크게 향상된 영어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우수한 영어 실력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 학년의 호성
학생도 훌륭한 발전을 보이고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11 학년 Jacky 학생은 IB DP Eng B
수업의 과제를 탁월하게 수행하였습니다. 10 학년 Star 학생은 MUN 에 등록하였고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Marcelo 또한 영어 실력과 전반적인
학업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강한 열의를 나타내며 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정말 잘 했어요!

12 학년 학생들은 이번 주에 TOK 발표회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한 해 동안 TOK 수업 시간에
배웠던 모든 개념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기쁘게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각각
매우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학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편 최선을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CCA 와 스포츠
활동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으며 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캠퍼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Leo, Harbor 와 Laurence 학생

달리기 전에 Mr. Clevenger 선생님과 스트레칭을하고 있는 학생들

Mr. Abbas 선생님과 주짓수를 하기 위해 몸풀기를 하고 있는 모습

남자 배구 연습
기숙사도 또 다른 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2 주 동안 동관으로두 차례 여행을 다녀온 후 드래곤
하우스의 명랑한 학생들은 토요일에 정청에 있는 셔우드 숲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곳에 영성이 있고 창의적인 궁수 로빈 후드는 없었습니다. KatnissEverdeens 도 Legolas 도
William Tell 도 YueFei 도 Artemis 도 모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Ms Deborah Shaw 선생님은 12 개의
화살 중 적어도 세 개의 화살은 과녁에 맞혔습니다. 아아! 그리고 나머지 저희는 과녁 주변 벽을 맞출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일요일에는 드래곤 하우스에서 첫 번째 커뮤니티 브런치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다음 번에 무엇이 더 필요한 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격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 는 말이 있나 봅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요리를
한 기숙사 남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잘 했어요 제군들!

INSPIRE 프로그램은 3 주 째를 맞이하면서 계속 발전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7-9 학년
기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다양하게 제공된 경험을 즐기는 동시에자신감과
팀워크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s St. Clair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영화 CCA 반의 결과물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Mr. Evans 선생님의 연극반도 역시 형태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Mr. Power
선생님과 함께 하는 야간 카약 타기는 여전히 확고한 재미를 선사하였고 Ms George 선생님의 야간
트레일은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친절함을 주요 주제로 삼은 8 월의 ‘명예상 행사’는 성공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다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행사와 커뮤니티 시상식 외에도 저희 커뮤니티는 또한 다음
축하 행사에서 기숙사에서 학문적 노력(AEIB)을 보여준 학생들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 및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저희의 기숙생들은 로마의 시인 Juvenal 이 말한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떠올리고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에 있는
기숙생들과 3 주 동안 포인트와 상을 놓고 경쟁에 임하는 기숙생의 방 대회의 두 번째 주에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격언은 지속될 것입니다.
‘용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용의 크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저희 커뮤니티 웹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업데이트 소식을 받아
보시려면 http://uiszc.edublogs.org/ 에서 구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 nevans@uiszc.org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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