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vember 19  

11 月 19 日  

11 월 19 일 

  

Dear UISZ Community,  

亲爱的增城誉德莱国际学校社区  

친애하는 UISZ 커뮤니티 여러분, 

 

The school wants to thank its admissions team for organizing yet another 

successful Open Day today.  It couldn’t have been that successful without our 

Seniors who held their Theory of Knowledge (TOK) Exhibition in the theatre.  Seeing 

our students in action is definitely the best way to fully grasp how UISZ is a place of 

learning and for learning.  

学校要感谢招生团队今天组织了又一次成功的开放日。如果没有我们

的高年级生们在剧院举办他们的知识理论展览，它不可能如此成功。

看到我们的学生在学习的过程绝对是一个最好的方式去充分理解 UISZ

是一个充满学习氛围的国际学校。  

 

학교는 오늘 또 하나의 성공적인 오픈데이를 마련해 준 입학팀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합니다. 극장에서 TOK(지식이론) 전시회를 DP 학생이 

없었다면 그렇게 성공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확실히 UISZ 가 어떻게 배움의 장이고 배움의 장인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vents ahead 近期的活动 주요 행사 일정:   

Date 日

期 날짜  

Time 时

间 시간

  

Event 活

动 이벤트   

Parents 

invited?  是否邀

请家长   

학부모 초청 여부

  

Event description

活动详

情 이벤트 개요  



Friday, 

November 26  

11月 26 日周

五 

11 월 26 일 금

  

All-day  

全天  

종일  

Festival of Arts  

艺术节 

예술제  

Yes  

네  

  

Wednesday, 

December 1 

12 月 1 日周

三  

12월 1 일 

수요일  

TBD 

待定  

미정 

Cliff Haus Outing 

Info Session  

Cliff Haus 郊

游信息会 

Cliff Haus 

야유회  

Yes, parents of years 

4,5,6 (online)  

456 年级线上会议 

4,5,6학년 온라인 

미팅  

Information 

session on the 

year 4,5,6 trip to 

Cliff Haus  

关于 456年级

Cliff Haus 郊

游信息分享会议 

4,5,6학년 Clif

f Haus 야유회 

관한  

December 2-8  

12 月 2 日至 8

日 

12 월 2 일-

8 일  

All Day  

全天 

종일 

Summative 

exams (Years 6-

10) 总结性考试

(6-10 年级) 

(6-10)학년종합 

시험 

--    

December 8-

10  

12月 8 日至

10日 

12 월 8-10 일  

All Days  

全天 

종일   

Year 4,5, an 6 

overnight outing 

to Cliff Haus  

456 年级 Cliff 

Haus 户外郊游 

4,5,6 학년 Clif

f Haus 야유회 
 

Sorry, no  This is an event 

rescheduled from 

last May's Week 

Without Wall 

outings.   

这是一项从去年

五月的“无墙

周”重新安排的

活动。 

이것은 지난 

5 월 벽이 없는 

주간에서 



일정이 변경된 

행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