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tahloy International School Zengcheng: “cementing 18 years of excellence, 
confidently embracing the future within the Zengcheng Community”  

  
Dear parents, students, and friends of the UISZ community,  
As you are aware, UISZ is pleased to honour its 18 years of existence as an accredited 
international school in the Zengcheng area.  It is also, more than ever, committed to 
strengthen its foothold in the Zengcheng community, notably with the following 
innovations:  
 

• UEF is actively building a 21-century school located 500 meters from 
its existing location, catering for UISZ students to grow in an optimal 
learning environment. UEF commits to keep providing high quality 
learning for students of UISZ.   
• a three- programme IB re-accredited and recognize for the next five 
years  
• UEF has always been committed to meeting the increasingly diverse 
needs of students for further studies. UEF is one of the first international 
schools in China to create the "K-12 Consistent Training Model". After 23 
years of school-running accumulation, the Senior High School 
Department has now formed multiple channels for further studies, it has 
successfully sent students from UISZ student to top tier universities for 
further studies.   
• this year UISZ introduces the Hong Kong Diploma of Secondary 
Education (HKDSE) as an additional option to our high school students, 
while continuing to commit to our three programme IB.  
• a true commitment to further innovations (STEAM, Health, Well-
being)   
• student development and activities (In May 2022, a series of events 
such as a visual art exhibition at Guangzhou Shamian, PYP exhibition, 
spring performance to showcase our students’ talent in art and culture)  

  
We will be pleased to issue our semester review in the coming days in Chinese, 
English, and Korean.    
  
Respectfully yours,  
 

 
Sebastien Pelletier 
Head of School｜UISZ 



 

 

广州增城誉德莱外籍人员子女学校（UISZ）——18年办学，铸就卓越教育，自
信拥抱世界 

 
亲爱的 UISZ社区的家长、学生和朋友们， 
 
正如各位所知， UISZ很高兴地庆祝本校作为广州增城地区认可的国际学校，深
耕 18年所获得的办学成绩。通过以下创新发展优势，UISZ将前所未有地致力于
加强其在增城的立足点： 
 
l 誉德莱教育基金会正在积极建设一所距现有校址仅 500 米的 21 世纪现代
校园，为 UISZ 学生在最佳学习环境中成长提供服务。UEF致力于继续为 UISZ
的学生提供高质量的国际教育。 

 
l 我校已获得全阶段 IB课程的在未来 5年的认证和认可 
 
l UEF一直致力于满足学生日益多样化的升学需求。 UEF旗下的学校是中国最
早创建“K-12全阶段培养模式”的国际学校之一。 经过 23年的办学积累，高
中部现已形成多条升学渠道，成功将 UISZ 学生的学生送至一流大学继续深
造。 

 
l 今年，UISZ 将香港中学文凭 (HKDSE) 作为我们高中学生的额外选择，同时
继续致力于我们的全阶段 IB课程。 

 
l 对进一步创新的真正承诺（Steam 课程，卫生健康，学生福祉） 
 
l 学生发展与活动（2022年 5月广州沙面视觉艺术展、PYP展、春季演出等系
列活动，展示学生艺术和文化的才华 

 

我们将很高兴在未来几天以中文、英文和韩文三语发布我们的学期回顾。 
 
致以诚挚的敬意 
 
 
 
 
Sebastien Pelletier 
 
广州增城誉德莱外籍人员子女学校校长 
 



 

 

Utahloy IntUtahloy International School Zengcheng: "18 년의 우수성, 쩡청（增城） 커뮤니티 

내의 미래를 자신 있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친애한 UISZ 커뮤니티의 학부모님, 학생, 그리고 친구들, 

 

l 여러분 아시다시피 UISZ 는 Zengcheng 지역에서 공인된 국제 학교로서 18 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혁신을 통해 Zengcheng 커뮤니티에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l 최적의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위치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21 세기 

학교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UEF 는 UISZ 학생들을 위해 고품질의 학습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l UEF 는 향후 5 년 동안 인정받은 3 개의 IB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점점 더 다양한 진학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l UEF 는 더 많은 연구를 위해 점점 더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UEF 는 "K-12 일관된 교육 모델"을 만든 중국 최초의 국제 학교 중 

하나입니다. 23 년 동안 학교 운영 축적을 통해 고등학교 부서는 이제 추가 연구를 위한 여러 

채널을 형성했으며 UISZ 학생에서 상위 계층의 학생들을 추가 연구를 위해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l 올해 UISZ 는 3 개 IB 프로그램에 계속 전념하면서 고등학생에게 추가 옵션으로 홍콩 중등 

교육 디플로마(HKDSE)를 소개합니다. 

 

l 추가 혁신에 대한 진정한 약속(STEAM, 건강, 웰빙) 

 

l 학생 개발 및 활동 (2022 년 5 월에는 광저우 샤미안 시각 예술 전시회, PYP 전시회,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봄 공연과 같은 일련의 이벤트) 

 

l 앞으로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학기 리뷰를 발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Sebastien Pelletier 
UISZ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