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2nd, 2017

UISZ Community Summary Week 6
Dear UISZ Parents,
This

week

was quite

an eventful

one at

UISZ,

full

of

service

activities

and

celebrations.

On

Monday evening, Arts students attended the Swan Lake ballet at Yulan theatre in Dongguan, performed by the
Russian National Ballet. Thirty-four students attended, many for the first time. Responses from students ranged
from ‘interesting’ to ‘magnificent’, but overall, all students were thrilled to enjoy this cultural experience.

UISZ students and staff attend the Swan Lake ballet at Yulan Theatre
In Primary, students created T-shirt designs with Mr. Rivera & Ms. Lydia, made human peace symbols
with Ms. Batkin and Mrs. Chatelier, created recipes for peace with Mrs. Fuller, and created collaborative
peace prints with Mrs. Armitage.

Students were out of scheduled lessons on Wednesday to celebrate Peace Day. Rotating sessions provided
students with activities focused on the meaning of peace, and how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ll of us to help
build a more peaceful and sustainable world.

The Secondary school also celebrated peace day on Wednesday, some of the many sessions were: the peace
day mural with Mr DenHartigh, making ‘peace tsa’ with Mr. Clevenger and Mr. Chatelier, and making stress
balls with Mr. Power

The whole day’s events were captured by a team of photographers, Nicholas Lee, Patrick Liao, and Harbor
Bai, under the guidance of Ms St Clair. More photos of Peace Day can be found on our Communicator
website at https://uiszc.edublogs.org/

Fundraising is part of our Action for Service (AFS) programme in the MYP, and last Friday, the Year 9 AFS
students, with the guidance of Ms. Bozzetti and Ms. George, organized and ran a smoothie fundraiser. This
fundraiser will support the UISZ EcoEdu event held in April at UISZ. The students plan to
organize more events like this throughout the year.

Mr. Abbas’ students are currently studying rocketry that combines several topics in Chemistry and
Physics. But they are not only doing this during class. Students come to the lab on break to design their own
experiments in which they investigate the order of reactivity in several metals. They practice with different
experimental ideas during their break times before they fully conduct the experiment later in the week
Mr. Abbas says it is very gratifying to see the students’ zest for science, and to facilitate their problem
solving abilities, with questions on their experimental methods. His students will use the skills they have
developed with him to integrate concepts from Chemistry, Physics and Design to develop their own (safe)
rockets. Projects like this have developed the students knowledge and motivation, and also their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ve, organisation, research, reflection and transfer skills.

Shakespeare noted in Troilus and Cressida that ‘Things won are done, soul’s joy lies in the doing.’ What I
think he meant was that it is the process rather than the outcome that brings happiness and fulfilment.
And so it goes in Dragon House as we grapple with the challenge fit for dragons.
INSPIRE entered its fifth week and continues to develop, grow and change with feedback from boarders
and staff, building towards a programme of which we can all be proud. Our Boarders’ Room
Competition aka ‘life skills’ – such as responsibility, discipline and commitment – in action, had its first
winners. Well done to the boys of room 124: Oscar, Laurence and Hosung and the girls of room 212:
Jennifer and Lucy.

Moreover, members of the community attended an International Schools’ Expo in Hong Kong on
Saturday past. It was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and network with over 100 schools and promote our
own which, in the final analysis, proved to be successful.
Today, Friday, we will have our Swimming Gela, we hope to see you there. If you are not able to come,
please visit the photos albums posted on the Communicator at https://uiszc.edublog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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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年 9 月 22 日

增城誉德莱国际学校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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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义的, 服务类型的活动和庆典活动。在本周一晚上，学
习艺术的学生们一起来到了东莞玉兰大剧院，观看了当晚来自俄罗斯国家芭蕾舞剧团所表演的的“天
鹅湖”芭蕾舞剧。本次同行一共有 34 位师生参加，许多学生都说这是他们第一次观看到如此高水平
的艺术表演。学生们形容这场演出非常的“有趣”，而有些学生则形容整个表演的场面非常的“壮观”。
但总体说来, 所有到场的学生为能观看到这次精彩的表演都表现出非常地激动，并且相当享受这次的文化体验。

增城誉德莱国际学校的学生们在老师的带领下观看了玉兰大剧院的天鹅湖芭蕾舞剧

在小学部, 学生们在 Rivera 老师和 Lydia 老师的组织下进行了 T 恤衫的创造设计活动，在 Batkin 老师
和 Chatelier 老师则引导下班上的学生们制作了和平日的标志，他们更在 Fuller 老师的带领下创造了和
平日的食谱，在 Armitage 老师的班上，学生们共同合作完成了和平日的绘画作品。

小学生们在本周三走出课室，在老师的带领下进行了一系列的和平日的庆祝活动。学生们在当天轮流参加
了老师组织的和平日的相关活动，这些活动旨在让学生们了解和平的真正含义，并且让学生们知道：作为学生，
我们需要担负的责任和我们需要如何做才能建立一个和平的，和可持续发展的世界。

在中学部, 和平日当天的活动也是丰富多彩，包括了：与 DenHartigh 老师一起绘制“和平壁画”，
与 Clevenger 和 Chatelier 老师一起动手制作“和平披萨”, 还有就是和 Power 老师一起制作压力球的
活动。

组织筹款活动是国际教育中学部项目的一部分，在上周五，我校 9 年级行动与服务的学生们在 Bozzetti 老
师和 George 老师的带领下组织了一次卖果汁饮料的筹款活动。这次筹款活动所筹得的资金将会用作支持增城
誉德莱国际学校在明年 4 月份举行的经济教育合作组织的活动。师生们在本学年将会计划组织更多的同类型活
动。

Abbas 老师的学生们正在学习火箭学。这是结合了化学，物理这两门学科，好几个课题的单元课程学习项
目。但是他们不仅仅在课堂上学习这个课题的研究，学生们还充分利用了在课间休息的时间来到了实验室设计
他们自己的实验。他们需要观察和研究不同金属的在实验中的反映情况。学生们在课间休息的时候运用了几种
不同的实验理念进行练习，这将会为他们在本周之后需要进行的实验作准备。
Abbas 老师表示：“可以看见学生如此热爱科学，他感到非常欣慰。”而且，为了提高他们解决问题的能
力，老师询问了他们做实验的过程和所运用的方法。他的学生们将会运用这种已经学习到的相关技巧与这位老
师一起在做实验中的时候整合与理解化学课和物理课上的相关概念，从而，设计和制作出他们原创的（安全的）
火箭。以上单元的学习发展了学生们对于知识的创新性思维理解，批判性的思维方法以及与同学之间的合作能
力，组织能力，调研和反思，以及不同技能之间的转换能力。

这次全校活动的照片是由我校摄影学生小组的学生 Nicholas，廖志培和柏航在 St Clair 老师的带领下摄
制完成的。更多的关于和平日的照片您可以从以下我校与家长的沟通网站中找到
https://uiszc.edublogs.org 。

莎士比亚在喜剧特络伊勒斯和克芮斯特里面有一句经典的台词说到：
“得到既是完结，快乐的精髓在于过程。
”
这句话对于我的理解是：在做每一件事的时候，过程往往比结果更为重要，因为在此过程中，我们体验了幸福
和满足感。这句话对于学生宿舍的员工来说也同样适用。因为我们为了我校住宿生的利益，克服了许多的困难。
“激发”学生宿舍课程项目已经进人了第 5 周阶段，我们从体验过这一课程项目的住宿生和老师的口中得到
一些反馈意见，并且将会不断改良，直到把这个课程项目发展成为让我们感到自豪的课程项目。我们住宿生房
间的竞赛活动，有关生存技巧的–例如责任心，自律和献身精神的已经有了结果，男生宿舍获得第一名的是 Oscar,
Laurence 和 Hosung 的房间 124，而女生宿舍的获胜者则是属于 Jennifer 和 Lucy 212 的房间。获奖的同学们，
你们都表现得非常棒。
此外,在上周六，我校的几位老师参加了在香港举办的国际学校展览。这是一个非常难得的机会让我们可以相
互学习，它将有助于退动我们学校的发展，并且让我校可以和超过 100 家其他的国际学校建立良好活动的关系。
总的来说，这次的参展活动举办地非常成功。

在本周五，也就是今天，我们将会迎来我校全校性活动游泳节，我们希望到时候看到您在那里。如果
您不能来，请您留意以下网址，上面加载了我校与家长沟通的相片册 https://uiszc.edublogs.org/。
一如既往地, 祝您度过美好的周末，如果您对于学校有任何的问题和担心，请您联系我们。
最真诚的祝福,
增城誉德莱国际学校和寄宿学校

2017 년 9 월 22 일

여섯 번째 주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존경하는 UISZ 학부모님께

이번 주에 UISZ 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축하행사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예술 수업
학생들은 동관 율란 극장에서 러시아 국립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총 34 명의
학생들이 관람하였고 대다수는 이번이 첫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재미있었다’ 부터 ‘웅장했다’ 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이러한 문화 체험을 열광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율란 극장에서 공연된 '백조의 호수' 공연 관람에 참석한 UISZ 학생들과 교직원들
이번

주초등학교

학생들은

Mr.

Rivera,

Ms. Lydia

선생님과

함께

티셔츠

디자인을

고안하고

Ms.

Batkin 와 Mrs. Chatelier 선생님과 학생들은 함께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들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Mrs. Fuller 선생님과 학생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조리법을 만들었고, Mrs. Armitage 선생님과 협동해서
평화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요일정규 수업 대신 평화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우스별로

돌아가며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였으며,왜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세상을 만들 수 위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Mr DenHartigh 선생님과 학생들은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벽화를
그렸고, Mr Clevenger 와 Mr. Chatelier 선생님은 학생들과 ‘평화의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John Power 선생님은
스트레스 공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일 행사 전체 모습은 Ms St Clair 선생님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는 저희 촬영팀원인 Nicholas Lee 학생,
Patrick Liao 학생과 Harbor Bai 학생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평화의 날 행사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들은
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인 https://uiszc.edublogs.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금 모금 활동은 MYP 의 봉사활동인 AFS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에 지난 금요일에 9 학년 AFS 학생들은
Ms. Bozzetti 와 Ms. George 선생님의 지도 아래 스무디 판매를 통한 모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내년 4 월에 열리는 UISZ EcoEdu 행사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번 학기 동안 보다
많은 이와 같은 행사들을 기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Mr Abbas 선생님의 학생들은 현재 화학과 물리의 여러 항목들을 조합한 ‘로켓’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실험실에 와서 몇몇 금속의 반응도를 관찰하기 위한 각자의 실험을
기획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주에 실험을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 다양한 실험 아이디어를 가지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험을 할 것입니다.
Mr Abbas 선생님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실험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r Abbas 선생님의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습득한 본인들의 기술을 이용하여 화학, 물리와 설계의 개념을 통합한 자신만의 (안전한) 로켓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높여줄 것이며, 학업 동기를 부여해주고, 비판적 사고
능력, 협동 정신, 구성 능력, 연구 능력, 반영 능력 및 전환 능력을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트로일로스와크레시다’에서

‘얻은것은이미끝난것이다.

기쁨의본질은그과정에놓여있는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이 의미하는 바는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드래곤 하우스의 학생들은 용과 같은 기상에 어울리는
도전에 맞닥뜨려 갈 것입니다.
INSPIRE 프로그램은 벌써 5 주째에 접어 들었으며 저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기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책임, 규율, 의지와 같은
행동이 포함된 일명 ‘삶의 기술’ 이라고도 알려진 저희 기숙사 방 경연 대회는 첫 우승자를 맞이하였습니다.
잘했어요! 남학생 방 우승팀 124 호:Oscar, Laurence, 호성 학생, 여학생 방 우승 팀 212 호: Jennifer 와 Lucy 학생.

또한 저희 구성원들은 지난 토요일에 홍콩에 있는 국제학교 엑스포에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100 개가 넘는 학교를 알게 되었으며 그들과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최종 분석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학교로 증명된 우리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수영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에서 많은 학부모님 분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만약 참석이
어려우시면 다음 사이트 https://uiszc.edublogs.org/의 Communicator 게시판을 방문하여 포토 앨범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러듯이 멋진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