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5th, 2017

UISZ Community Summary Week 5
Dear UISZ Parents,
It has been another eventful and successful week at UISZ. Students continue to settle well into
their routines, and there is no lack of smiles to be found on campus.
In the Primary school, year 5 students are inquiring into how rituals and artifacts are used as a
way of expression, and at the same time how they add a layer to the community’s identity. At
the moment, we have initiated our student-led research regarding rituals. We focused on the
symbolism and the meaning behind them. Some students feel attracted by African tribes and
how many of their rituals involved physical pain to prove certain skill. Next week at our end of
unit celebration, the Year 5 and Year 6 students will be ready to share their findings in a small
exhibition.

Year 3 and 4 students from Ms. Rachel and Ms. Laura’s class respectively, swapped their t-shirts
for signing and decorating as a memento from their three days “without walls in Shenzhen last
week.

Liz (year 3) signing t-shirts

Students all over campus are proud to wear their new school uniforms. Please be reminded
that the new uniforms are available for purchase with several options. These can be ordered via
the school e-shop:http://e-shop.uiszc.org/, visit the school warehouse (please inform Kate Lu if
you are interested in visiting the warehouse) or send in the order form with your child.

In Chinese B, the year 6 students have been reviewing their vocabulary, this has taken place
using games, recall and memory.

Ms. Meiqing’s students review Chinese vocabulary

Over the weekend, the UISZ Cobras competed against three other Guangzhou schools. The
team ran through the beautiful Guangzhou Science Park and finished with smiles on their faces
and plans for future races in their hearts. They pushed themselves physically, achieving personal
bests! They learned about themselves and what it takes to overcome physical barriers to finish a
race. Well done runners in representing UISZ in your Cobras colors!

Year 9 Korean students are studying poems and expressions. This week they presented the task
of transferring them to a different medium. As a result, the students expressed their interest in
the social sector as an advertisement, using the poetic expression. Students had time to explain
and assess their own work, it was a great lesson reflecting the philosophy of the IB
MYP programme, through the realisation of social services and the spirit of service.

Harry presents his advertising poster

Continuing in the spirit of service and within the scope of our Korean language programmes,
Erin and Sella in year 12 have been teaching Korean to students in the boarding house. This has
been a great initiative and we are delighted with the response the girls have received. Well
done!

Erin and Sella offer Korean lessons at Dragon House

Education is at the heart of all we do at UISZ, and we think boarding is the heart of UISZ. So,
boarding and education are one; they cannot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We also believe that education happens when we are taken out of our comfort zones. UISZ’s
international boarding education presents the perfect opportunity for this.
In addition to the many boarders participating in the GISAC cross-country competition, we were
joined on Sunday by other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as we ate lunch together at an
Indian restaurant in Dongguan.

For most of the boarders, it was their first experience of the complex flavours and spices of Indian
cuisine. Some were apprehensive. We ordered a number of different dishes and shared both
food and conversation. Unsurprisingly, conversation turned to India, it's culture and language.

These are not grandiose things, but when our boarders choose to embrace new and sometimes
uncomfortable opportunities, they display the kind of traits from the IB learner profile such as
being a risk-taker and open minded. Our boarders, whom we are very proud of, exemplify the
way in which boarding and education are one.
As always,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with any questions or
concerns you might have.
Warmest wishes,
UISZ School & Board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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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 5 周教学工作总结
尊敬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家长,
本周, 增城誉德莱国际学校举办了非常多的成功的活动。学生们已经非常熟悉他们的日常
学习生活和作息时间表，校园内充满了我校学生的欢声笑语。

在小学部， 5 年级的学生正在探究宗教仪式和史前的古玩物是如何被用作一种表达的
方法的，与此同时，它们又是如何为一个社区团体的身份作出识别的。现阶段，我们首创
性地让学生们来主导关于宗教仪式研究报告的开展与跟进。我们主要集中研究宗教仪式和
古玩物的象征和隐喻。有一些 5 年级的学生对于非洲部落文化非常的着迷，他们想要知道：
在他们的宗教仪式中，他们需要承受多少身体上的痛苦，他们才被认为是拥有某种技能。
在下周的小学部单元庆典中，5，6 年级的学生们将会把他们这个单元的学习成果，研究，
发现分享给同学，老师以及当天能够到校的家长们。

在 3,4 年级班上，Rachel 老师和 Laura 老师的学生们自从在上周的深圳“无墙周”旅
行回来后，他们分别交换了自己签过名的并且经过一番装饰后的 T 恤，以此作为这次旅行
友谊的见证。

（3 年级）学生 Liz 正在 T 恤上签名

整个学校的学生们都以穿上我校新款校服而感到非常地自豪。请您留意：我们为学生
以及学生家长提供了几种关于新款校服的购买方法。新款校服既可以通过浏览我校的网上
校服商店:http://e-shop.uiszc.org/,您也可以到我校的校服商店进行选购 (如果您需要到学校
的校服商店进行选购，请您让卢老师为您提供协助) 。又或者是您可以在家让孩子填写好
购买校服的表格，直接把表格交给相关的管理校服的老师。

梅清老师的学生正在复习中文词汇

在上周末，增城誉德莱国际学校眼镜蛇运动队的运动员们与其他 3 间广州国际学校的
运动员们一起参加了越野跑。我校的跑步运动代表们在那天跑着穿过美丽的广州科学城公
园，面带笑容地完成了当天的赛程。 他们计划并且在心里非常期待参加下一次同类型赛跑
活动。在跑步的过程中，我校所有的运动员们竭尽全力，拿到了他们最好的成绩！他们通
过这次比赛，学习到了必须克服身体上的和心理上的障碍方可以完成整个赛程。增城誉德
莱国际学校眼镜蛇运动队的参赛代表们，你们表现得非常棒!

Harry 正在课堂上给学生们和老师们讲解他的广告海报

9 年级韩语 A 语言和文学的学生们在现阶段正在学习运用韩语来写诗，并且，学生们
需要运用不一样的媒体来表现和表达他们的这一份作业。因此, 可以看出来，学生们对

于以广告宣传这个社会部门作为载体来表达他们所创作的诗歌非常地感兴趣。以广
告形式所表现出来的海报非常地有趣并且效果也非常好。学生们将会有机会在课堂
上解释和评估他们的广告作品。这是一堂非常好的课，因为它反映了学生在国际项
目中学部课程中所需要掌握的知识技能，社会服务和助人的精神。

Erin 和 Sella 在学生宿舍为感兴趣的学生提供韩语的课程

本着继续发扬创造服务的精神，我校 12 年级学生 Erin 和 Sella 在学生宿舍为有兴趣的
学生教授了韩文。这在我校的一个先例，我们非常感谢负责韩语教学的这两位 12 年级的女
学生，你们做得很好！
在增城誉德莱国际学校，我们始终是以教育为中心，并且我们认为寄宿学校是增城誉德
莱国际学校的重要组成部分。因此, 寄宿学校与学校其他部门的教育需要紧密地结合在一
起。
我们也相信，当我们的学生脱离了他们的舒适带（父母的保护）的时候，学生将会较
容易受到教育。增城誉德莱国际学校寄宿学校的教育提供给我校学生非常好的机会让他们
在寄宿的过程中接受国际的教育。
除了我校的几个寄宿生参加了在广州美国人国际学校进行的越野跑比赛，我们在上周
日也组织了寄宿学校的师生一起到达了东莞的一家印度的餐厅共进午餐。
对于大多数的寄宿生来说，这是他们第一次体验如此具有异国风味的印度菜肴。同行
的某一些学生在品尝印度菜的时候流露出少许的担忧和惊恐。我们点了好几道传统的印度
菜式，同行的师生们共同分享了这些美味的菜肴。不出所所料，在这次聚餐的过程中，我
们互相地分享了印度的文化和语言。

在此值得一提的是：当我们的住宿生们需要离开他们的舒适区域，接受新事物的时候，
他们所表现出来的是国际教育中学生特征中的其中 2 个：敢于冒险的人和思想开放的人。
我对我们的住宿生们感到非常的自豪，因为从他们的身上投射出了寄宿学校对于他们的教
育成果。
一如既往的，祝愿各位家长们度过一个愉快舒心的周末，如果您有任何关于学校的问题和疑问，
请您发邮件到我的个人邮箱：nevans@uiszc.org 。

最真诚的，
增城誉德莱国际学校和寄宿学校

2017 년 9 월 15 일

다섯째 주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졲경하는 UISZ 학부모님께
이번 주 역시 UISZ 는 행사 가득하고 성공적인 핚 주를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교정 여기저기에서 학생들의 웃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5 학년학생들은종교 의식젃차와유물이어떤 표현을 나타내기 위핚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에 어떻게 계층을 추가하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는 젂통
의식 젃차에 대핚 학생 중심 연구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상징주의와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아프리카 부족들의 수많은 젂통
의식이 그들의 특정 기량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5&6 학년 학생들은 그들의 발견을 나누기 위핚 작은 젂시회를 9 월 22 일에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Ms. Rachel 선생님과 Ms. Laura 선생님의 3&4 학년 각각의 수업 시갂에는 지난 주 심천에서 3 일갂
있었던수학여행을 기억하기 위해학생들은 티셔츠에 사인을 하고 꾸미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티셔츠에 사인을 하고 있는 Liz (3 학년) 학생

학교 젂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새 교복을 입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새 교복은 여러
방법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온라인 숍인 http://e-shop.uiszc.org/에서 구매하시거나, 학교
구매처를 방문하여 구매하시거나 자녀에게 주문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구매 시에는 Kate Lu 교직원에게 연락 바랍니다.

중국어 B 수업 6 학년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단어를 기억력 게임을 통해 복습하였습니다.

중국어 단어 복습 게임을 하고 있는 Ms. Meiqing 선생님 학생들

지난 주말에 UISZ Cobras 크로스 컨트리팀 학생들은 광저우의 다른 세 학교 팀과 경기를
가졌습니다.학생들은 아름다운 광저우 과학 공원을 질주하였으며, 웃으며 결승점을 지나갔으며 또핚
추후 있을 경기들을 위핚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학생들은 스스로 육체적으로 핚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자싞들의 최고 기록을 경싞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완주하기
위해 자싞의 육체적 핚계를 극복하는 방법과 자기 자싞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Cobras 라는
색깔로 UISZ 를 대표하는 주자들 모두 잘했습니다!

9 학년핚국어수업 학생들은시와 표현법을 배우고 이를 다른 갈래와 매체로 표현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핚 관심을 앞서 배운 시적
표현법을 사용하여 광고로 표현해 보았습니다.학생들은 자싞이 만든 광고를 설명하고 상호 평가핛 수
있는 시갂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IB MYP 수업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사회
봉사 정싞과 필요성을 인지시켜 주는 탁월핚 수업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익광고 포스터를 설명하고 있는 9 학년 Harry 학생
봉사정싞및핚국어프로그램범위내에서 12 학년 Ern 과 Sella 학생은 기숙사 학생들에게 방과후
핚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이는 훌륭핚 자기 주도적인 결과 이며 또핚 이 두학생들이 받은 좋은
반응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드래곤 하우스에서 핚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Erin 과 Sella 학생

교육은 UISZ 에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심장이고, UISZ 의 심장은 기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즉, 기숙과 교육은 하나이며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핛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핚, 안락함으로부터 벖어날 때 짂정핚 교육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UISZ 의 기숙 교육
프로그램은 이를 위핚 완벽핚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저희는 GISAC 크로스 컨트리 경기에 참가핚 많은 기숙생뿐만 아니라 학교
커뮤니티에 속핚 다른 구성원들과 동관에 있는 인도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숙생들에게 인도 요리의 다양핚 맛과 향싞료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처음 맛보는 음식들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양핚 요리를 주문했고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는 인도의 문화와 얶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핚 경험들은 그다지 거창하다고는 핛 수 없지만, 저희 기숙생들이 새롭고, 때로는 불편핛 수
있는 상황을수용함으로써 위기 관리 능력을 체득하고 개방적 태도를 갖춘 IB 가 목표로 하는
학생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숙생들은 이렇게 교육과 기숙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잘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학생들입니다.
얶제나 그러듯이 멋짂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궁금핚 점이나 걲의사항이 있으시면 얶제든지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