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SZ Open Day
Saturday 14thApril 2018
30thMarch 2018
Dear Parents, Families, Friends and Visitors,
We are very excited to welcome you to UISZ to explore the exceptional teaching and
learning engagements that happens here every day, from Kindergarten all the way to
Year 12. Our open day will give you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nd observe student
learning in action, as well as participate in a range of special events scheduled
throughout the day.
Our philosophy of education centres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artistic,
creative, physical and emotional dimensions of each individual student.
UISZ is a caring and supportive community. We pride ourselves on the support
offered to each individual student. Our highly trained teachers and small class sizes
ensure that each student will reach their potential. Our school is truly unique.
Please invite your friends and we will be very happy to show them our school.
Please find the programme details and information regarding tours, buses and lunch
arrangements on the separate attachments. I am positive that you will enjoy your
visit to UISZ,Dongguan’s only IB Continuum World School.
I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all.
Warmest Wishes,

Nicholas Evans
Head of School

UISZ Open Day Schedule April 14th,2018
9:30 am -10:00 am

New Parents Arrival / Refreshment in the Secondary
Reception

Secondary
Reception

Sign arrival and get school package including a schedule for the
day, school booklets and gifts
What is an IB education and welcome to UISZ presentation by
Head of School
Schedule for the day

Venue: Secondary Library
10:00 am -10:20 am

Welcome speech by Head of School

Secondary
Library

10:20 am -11:20 am

MYP Science Fair at library

Secondary
Library

MYP Personal Project Exhibition at MS corridor
11:20 am -1:40 pm

Steam Demonstration

Design Room
Arts Room

DP Art Exhibition
Primary and Kindergarden tour

Primary and
Kindergarden
building

Boarding School workshop and tour

Boarding School

12: 30 pm – 1: 00 pm

Brazilian BBQ

Cobras Café

1: 00 pm – 1: 30 pm

How UISZ prepare students for University?

Primary AV
Room

1: 40 pm

Depart from school

Car Park

Individual Admission & Enrolments Consultations

Secondary
Reception

1: 40 pm – 3: 00 pm

Transportation
UISZ has arranged transportation from Dongguan and Zengcheng:
8:30am – Moon Bay Garden
8:40am – Dynatwon West Gate
8:50am – Phoenix City McDonald’s
9:15am – Shilong Town Huang zhouJinshawan Garden
Return buses are arranged at 1:40pm (with advance booking) and 3: 00 pm.
If you interested in attending the Open Day, please book in advance with Admissions
Team at uiszc@uiszc.orgby Tuesday 10th April 2018.

增城誉德莱国际学校开放日
2018年4月14日周六
2018年3月30日
尊敬的家长, 学生家庭的其他成员, 朋友和来访者,
我们非常兴奋并且欢迎您来到增城誉德莱国际学校，与我们的老师们一起来探索和体验我校从幼儿
园一直到12年级的学生每天在我校丰富多彩的学习活动。我们开放日将会给予你们一个非常好的机
会来参与和观察我校在读学生的实际学习与生活的情况，同时，我们也在当天为您安排了一系列的
特别活动。
我们的教育哲学理念是培养我们每一位学生成为有智慧的，具有艺术鉴赏能力和创造性思维方式，
身心健康，和具有高情商的有为青年。

增城誉德莱国际学校是 1 所充满关爱和支持学生健康成长的优秀国际教育机构。 我们为能提供给每
一位学生的大量的学习上与身心健康上的支持而感到无比的豪。我校训练有素的老师以及小班教学
的模式确保了每一位学生都能发挥自己的潜能。我们学校绝对是独一无二的。
请您邀请您的朋友一起来，我们为可以为您的朋友介绍我们的学校感到非常高兴。

请您在以下的单独附件中查找有关本次活动的行程安排，校巴以及午餐安排的详细信息。我相信您
在参观我们这一所东莞地区唯一的国际文凭学校的时候会感到非常的愉快。

我非常期待您的来临。

最真诚的祝福,

尼古拉斯艾文斯
校长

增城誉德莱国际学校开放日时间表
9:30 am -10:00 am

新家长到达/在中学部前台享用茶心

中学部前台

家长签到并领取当天活动的行程安排表，学校招生部小册子以及小
礼品
校长向到校家长致辞，题目是: 何为国际教育和欢迎各位家长参观
我校

10:00 am -10:20 am

向各位家长简单介绍当天的活动安排
地点: 中学部图书馆
校长致欢迎辞

10:20 am -11:20 am

国际文凭教育中学部科技成果展

11:20 am -1:40 pm

国际文凭教育中学部个人成果展在中学部在一楼走廊布展
前往设计室观摩老师进行蒸气实验

中学部图书馆

中学部图书馆

前往美术室参观毕业生美术展
参观小学部以及幼儿园

中学部设计室
宿舍的美术展
览室
小学部和幼儿
园

参观寄宿学校
寄宿学校
12:30 pm – 1:00 pm

巴西烧烤

眼镜蛇咖啡厅

1:00 pm – 1:30 pm

专题讲座：增城誉德莱国际学校大学升学辅导老师是如何帮助学生 小 学 部 的 多 媒
作大学申学的相关准备工作的？
体阶梯教室
家长离校
停车场

1: 40 pm

有意咨询入学详情的家长留校与招生部的工作人员进行咨询
1:40 pm - 3:00 pm

中学前台

当天的交通安排
增城誉德莱国际学校将会为部分东莞和增城的家长提供当天的校巴服务:
8:30am –金月湾
8:40am – 星河传说西门
8:50am – 凤凰城麦当劳
9:15am – 石龙黄洲金沙湾花园
回程的校车安排分别下午的在 1:40 p.m. 和3: 00 pm (需要提前通知学校预订)。

Open Day Friday 14thApril 2018 Form
开放日家长回馈表格
Please return this form by EMAIL to uiszc@uiszc.org or have your child bring it back to school by Tuesday
10thApril 2018.
请您于 2018 年 4 月 10 日之前将这份家长回馈表格发送到以下的邮箱：uiszc@uiszc.org
Student’s name 学生姓名: _________________________ Year 年级:___________________
Potential new student’s Name 潜在学生姓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urrent Year 现在所就读的年级: ____________________
Visiting new parents name 参观家长的姓名: 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number 联系电话: _________________
TRANSPORTATION ARRANGEMENTS 交通安排
We will be using my own transport. 我将乘坐私家车。Pla
We will be using school transportation 我将乘坐校巴。

Licence Number 车牌号码__________
Number of people 人数 __________

School Bus Pick Up Points 校巴接送点：
1. 8:30am –Moon Bay Garden 金月湾
2. 8:40am – Dynatown West Gate 星河传说西门
3. 8:50am – Phoenix City in front of McDonald’s 凤凰城麦当劳
4. 9:15am – Shilong Town Huang zhouJinshawanGarden 石龙黄洲金沙湾华园

Return bus 回程校巴安排
1. 1:40pm

2. 3: 00 pm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bus arrangement, please contact admissions team at uiszc@uiszc.org
如果您对于巴士的安排有任何的问题，请您通过发送邮件到以下邮箱联系我校的招生部的同事：
uiszc@uiszc.org
LUNCH (Cobras Café)
Yes 是

No 否

Number of people _______________

Parent’s name 家长姓名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签名_________________
Parent’s Contact phone number 家长联系电话: _______________

UISZ 학교 오픈 데이 행사
2018년 4월 14일(토요일)
2018년 3월30일
졲경하는 학부모, 가족, 친구들 및 방문객 여러분께,
먼저 유치원생부터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이 매일 특별핚 학습 과정과 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아름다운
학교에 오싞 것을 진심으로 홖영합니다. 저희 학교 오픈 데이 행사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뿐 아니라 행사 동안 이어지는 다양하고 특별핚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저희 교육 철학은 각 학생 개개인의 지성, 예술성, 창의성, 육체적 건강과 정서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UISZ 는 서로가 지원하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각각 개개인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숙련된 선생님들과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된 교실은 각 학생들의 잠재력을 확실하게 끌어 내
줍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특별합니다.
친구분들을 초대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 학교를 매우 기쁜 마음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날 행사와 관련된학교 안내 투어, 차량, 점심 식사 등에 대핚 자세핚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파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관에서 유일하게 완전핚 IB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인 저희 UISZ에서 즐거운 시갂을
가지게 될 것을 확싞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이날 행사에서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Nicholas Evans
Head of School

2018 년 4 월 14 일 UISZ 오픈 데이 일정
9:30 am -10:00 am

신규 학부모님 도착 / 중고등학교 리셉션에서 휴식 및 다과

중고등학교

학교 선임 교직원 인사

리셉션

도착 확인 서명 후 당일 일정, 학교 소개 소책자 및 선물이
담긴 학교 가방 수여
IB 교육 소개와 교장 선생님의 UISZ 환영 프레젠테이션
오픈 데이 일정 소개
장소: 중고등학교 도서관
10:00 am -10:20 am

교장 선생님 홖영사

중고등학교
도서관

10:20 am -11:20 am

11:20 am -1:40 pm

도서관에서 MYP 과학 박람회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건물 복도에서 MYP 개별 프로젝트 젂시회 감상

도서관

증기 시험

디자인실

DP 미술 젂시회

미술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투어

초등학교 및
유치원 건물

기숙사 학교 워크숍과 투어

학교 기숙사

12: 30 pm – 1: 00 pm

브라질 식 BBQ 점심

Cobras Café

1: 00 pm – 1: 30 pm

UISZ 는 학생들의 대입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초등학교
다목적실

1: 40 pm
1: 40 pm – 3: 00 pm

학교 출발 귀가

주차장

개별 입학 및 등록 상담

중고등학교
리셉션

차량 안내
UISZ는 동관과 정청에 다음과 같이 이동 차량을 배차핛 것입니다. :
8:30am – 금월만
8:40am – 싱허 서문
8:50am – 봉황성 맥도널드 앞
9:15am – 스롱 타운 후왕조우진샤완 가든
귀가 버스는 오후 1:40과 3:00 (사젂예약 필요)에 있습니다.

만약 개별적으로 입학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2018년 4월 10일(화) 젂까지 저희 입학팀 이메일uiszc@uisz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4 월 14 일(토) 학교 개방일 참가 신청서
이 싞청서를 2018 년 4 월 10 일(화) 젂까지 학교 이메일 uiszc@uiszc.org 또는 자녀를 통해 학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___________________
예상 싞규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현재 학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문 싞규 학부모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통편 버스 신청서
저희는 자가용을 이용핛 것입니다.

차량 번호 _______________

저희는 학교 버스를 이용핛 것입니다.

탑승 인원 수 __________

학교 버스 탑승 위치：
8:30am – 금월만
8:40am –싱허 서문
8:50am – 봉황성 맥도널드 앞
9:15am – 스롱 타운 후왕조우진샤완 가든

귀가 버스
1:40pm

3: 00 pm

버스 배차에 대핚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입학팀 메일 uiszc@uiszc.org 로 문의 바랍니다.

점심 식사신청(코브라 카페)
네

인원 수 _______________

아니오
학부모 성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