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Community Summary – Week 4 # Sep 5-9 

INTRO 前言 들어가며 

 

Dear parents, students, and friends of the UISZ community, 

亲爱的家长、同学和 UISZ社区的朋友们， 

UISZ 커뮤니티의 부모님, 학생, 친구들께 

 

Week 4 is already a thing of the past with our first long weekend at our doors.  We 

hope that the whole community will spend quality time with their loved ones and 

enjoy plenty of moon cakes during this festive weekend.  Please note that the 

school will resume its operations on Monday, September 12, 7 pm, as our boarders 

will begin to return to school.  The general back to school will be this Tuesday, 

September 13. 

第四周已然过去，第一个长周末近在眼前。愿在这个喜庆的周末，大家能与亲

人共度美好时光，享用月饼。之后，学校将于 9月 12日(星期一)晚上 19:00 

恢复常规运作，寄宿生开始返校。全体师生返校时间则为 9月 13日，星期二。 

4주차가 벌써 지나고 우리는 첫 번째 긴 주말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제 주말 동안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월병을 먹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기숙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9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9월 13일 

화요일에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Please note that our ECA programme will start a week from now.  It is essential 

that all students register so that we can organize the bus logistics adequately. 



 

 

请注意，我们的 ECA课程将在一周后开始。所有学生都需要登记自己的选项，

以便学校进行合理的校车安排。 

우리의 ECA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버스 노선을 확정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프로그램 신청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Some clarification for the secondary school: 

以下阐明一些中学部事项: 

중등학생들에 대한 주요 안내사항 : 

 

Uniforms and dress code: please note that students have been informed last 

Wednesday that uniforms are always mandatory, if they want to attend classes. For 

boarders, the rule of thumb would be to have two PE sets, three white tops, and two 

shorts/skort/trousers.  Students who fail to respect the uniform policy will not be 

able to attend classes. 

校服与着装规范：请注意，学生们在周三被告知，如果他们想上课，校服是必

要条件。对于寄宿生，经验法则是准备两套运动服，三件白色上衣，两条短裤/

短裙/长裤。违反校服规定的学生将不予进入课堂。 

교복과 복장 규정: 지난 수요일 학생들은 수업 참석에 있어 교복이 항상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숙학생들의 경우 두 개의 

체육복 세트, 세 개의 흰색 상의, 그리고 두 개의 반바지/치마/바지를 

구비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복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Gaming and social media: we also informed students that we reserve the right to 

withhold any student’s device until the end of the day if we see them using social 

media or engage in video games.  The sole presence of a game or social media icon 

on the screen is a reason to take such action.  Social media use does is not included 

in our BYOD policy. 

游戏和社交媒体：我们还通知了学生们，凡被发现使用社交媒体或玩电子游戏

的，学校将行使扣留学生设备的权利，直到当天结束。但仅在发现其设备的屏

幕上出现游戏或社交媒体图标时，才会采取这种行动。请知悉，学校的自带设

备政策不包含使用社交媒体。 



 

 

게임 및 소셜 미디어: 우리는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적발될 시에 해당 일의 방과후까지 학생들의 기기를 

압수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화면에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아이콘이 

있는 것만이 해당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사용은 우리의 

BYOD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vents ahead 后续活动 주요 일정 

 

Dates 日期 

날짜 

Event事件 

일정 

Details 详情 

세부 내용 

September 12 

9月 12日 

9 월 12 일 

Public Holiday: Mid-

Autumn Festival 

公众假期：中秋节 

중추절 (추석) 

5-day Boarders return on Monday 

evening only 

5天寄宿生仅在周一返校 

5 일 기숙생들은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September 19-23 

9月 13-24日 

9 월 13 일-24 일 

MAP exams for year 

3-10 

3-10年级 MAP测试 

3 학년-10 학년 

MAP 평가 

External diagnostic exams in Reading, 

Language Usage, and Math 

阅读、语言运用和数学科的外部测评 

외부 진단 평가 : 읽기, 언어 사용 

및 수학 

September 19 

9月 19日 

9 월 19 일 

Extracurricular 

activities start 

课外活动开始！ 

방과후 활동 시작 

More information to come regarding 

offering, transportation, etc. 

关于学校活动、交通接送等更多信

息。 

프로그램 세부 내용과 버스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따로 

제공됩니다. 

October 3-7 

10月 3-7日 

10 월 3 일-7 일 

National Holiday 

国庆节 

국경절 

 

 



 

 

PYP 国际文凭小学课程 

The Year 3 learners have started exploring the idea of nature and this influences self-

expression. They have started looking for answers to their questions surrounding this 

topic, while connecting this to their literacy learning through poetry. This has been 

an insightful journey thus far, especially with the inclusion of journals for learners to 

document and reflect on their ongoing learning journey. These journals help the 

learners to reflect on their thoughts in more detail, as well as express their ideas 

using the medium of poetry. 

三年级的学生已经开始探索自然的概念，这影响了自我表达。他们开始寻找围

绕这个主题的问题的答案，同时将这与他们通过诗歌学习识字联系起来。到目

前为止，这是一个有深刻见解的旅程，特别是包括期刊，让学习者记录和反思

他们正在进行的学习旅程。这些期刊帮助学习者更详细地反思自己的想法，并

利用诗歌的媒介表达自己的想法。 

3학년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기 

표현까지 연결됩니다. 학생들은 이 주제를 둘러싼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를 시를 통한 문해력 학습과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현재 진행 중인 학습 여정을 기록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널은 학생들은 시를 매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더 자세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y also had the opportunity to engage with secondary learners and their Theory of 

Knowledge (TOK in the Diploma Program) exhibition.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Year 3 group to be inspired with ideas for their own exhibition, which will 

form part of their end of unit assessment in a few weeks’ time. 

他们也有机会接触到了中学生和他们的知识论(国际文凭大学预科课程的 TOK)

展览。对于三年级学生来说，这是一个很好的机会，他们可以由此获得自己的

展览的灵感，这将是他们在几周后的探究单元评估的一部分。 

또한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과 그들의 지식 이론 (Diploma Program의 TOK) 

전시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3학년 학생들에게 몇 주 후 

유닛 평가의 일부가 될 자신의 전시회에 대한 아이디어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MYP Visual Arts 国际文凭中学课程-视觉艺术  MYP 미술 

Acrylic Accessibility   丙烯颜料的无限可能  아크릴에 대한 이해 

We, year four art students, explored acrylic paints on stretched canvases. A lesson 

on accessibility, possibility, and understanding of the medium is expected. The 

acrylic medium was the favorite medium in the art class since we could explore 

creamy texture, opaqueness, and smooth blending of paint using hog hairbrushes. 

It’s a quick drying medium so we were working fast and applying wet to wet 

technique with small strokes. Altogether, it’s an adventurous experience in the MYP 

art lesson.   

在这周，九年级的美术生们尝试了在拉伸的画布上使用丙烯颜料创作，期待着

了解美术媒介的可塑性、可能性，并获得更深的认知。而丙烯颜料是美术课上

最受欢迎的美术媒介，因为我们可以运用丙烯颜料创作出奶油质地，不透明效

果，甚至用猪鬃毛刷刷出平滑的色块过渡效果。同时，这是一种速干颜料，所

以我们的创作效率很高，并大胆地采用了碎笔湿画法。总而言之，这节 MYP美

术课变成了一场激动人心的探险。 

미술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저희 MYP 9년차(9학년) 학생들은 캔버스 

위에서 아크릴 물감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도구에 

대한 접근성, 가능성, 이해에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크릴은 

붓으로 크리미하고 불투명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수업에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아크릴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였고 자잘한 터치로 마르기 전에 

덧칠하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수업은 모험적인 

경험이었습니다. 

 

MYP Year 9   Yasmine, Anna and Emily  

 

 

 

 

 

 

 

 

 



 

 

 

 

 

 

 

 

 

 

 

 

 

 

 

 

 

 

 

IBDP 国际文凭大学预科课程 

Economics DP1  预科一年级经济课  경제학 DP1 

It is the fourth week of learning and in the Economics class with DP1 we had a 

summative assessment that helped us shed light on our progress, highlighting 

problem areas as well. Having finished our introductory topics into Economics we 

have been able to start our long journey into Microeconomics. Happy learning DP1s. 

这是同学们学习的第四周，在 DP一年级的经济课上，通过总结性评估，让我们

了解自己的进展，同时也揭示了所存在的问题。在完成了经济学的入门主题之

后，我们终于可以开启微观经济学的漫漫征程了。祝你们学得开心，DP一年级

的同学们！ 

DP1의 경제학 수업 4주차입니다. 우리는 경제학 수업에서 문제 영역도 

강조하면서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종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제학 입문 주제를 끝낸 후 우리는 미시경제학으로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공부합시다.  

 

 

 



 

 

Economics DP2 预科二年级经济课 경제학 DP2 

IN DP2 our economics journey in Macroeconomics came to a halt having finished the 

macroeconomic objective: Low and Stable inflation. We are preparing to do a 

summative assessment next week on the same subtopic and we have begun 

Inequality and Poverty. Happy learning DP2s. 

DP二年级的同学们在完成了宏观经济目标：稳定的低水平通货膨胀一课后，我

们的宏观经济之旅到此结束，现在开始了新的课堂：不平等与贫困。在下周，

我们将对同一个小主题做总结性评估。学得开心，DP二年级的同学们！ 

거시경제학에서 DP2 학생들의 경제학 수업은 거시경제 목표인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끝낸 후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같은 주제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불평등과 빈곤을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공부합시다. 

 

Language and Literature DP 1  预科一年级语言与文学课  언어와 문학 DP1 

We have been exploring various texts in the class including analysis of 

advertisements, magazines and now started on comic strips and Graphic novels. We 

have also started reading two of our texts: The Worlds Wife by Carol Ann Duffy and 

Persepolis by Marjane Satrapi. The skills we have been learning in class will help a 

long way in preparing for paper 1. Happy reading Lang and Lit fans  

这周，我们在探讨各种类型的文章，包括对广告、杂志的分析，现在开始探究

连环画与图画小说。我们也开始阅读两篇课文——Carol Ann Duffy 的《The 

Worlds Wife》和 Marjane Satrapi 的《Persepolis》。在这些课堂上积累的技能将

对准备论文产生巨大帮助。享受阅读带来的愉悦吧，文学粉们！ 

우리는 광고, 잡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수업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탐구해왔고, 습책과 그래픽 소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개의 작품 - 캐롤 앤 더피의 '세계의 아내'와 마르제인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기술들은  페이버 1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독서시간 되세요.  

 

Integrated Humanities Year 10 十年级综合人文科学  통합인문학 10학년  

We have been learning some principles on how to produce and what to produce as 

basic economic problems. Students started their research projects for the units and 



 

 

even provided mock powerpoint presentations on assessments tasks assessed 

formatively. Great job year 10s. 

这周，我们在学习一些基本经济问题，比如如何生产的原则以及生产什么的原

则等。学生们开始了他们的研究项目，甚至针对评估任务制作了模拟幻灯片进

行演示。了不起，十年级的同学们！ 

우리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로서 어떻게 생산하고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배워 왔습니다. 학생들은 유닛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형성 평가 과제에 대한 모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었습니다.  10학년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Integrated Humanities Year 9 九年级综合人文科学 통합인문학 9학년 

We have been learning some principles on Natural environments and how to protect 

them sustainably. Students started their research projects for the units, and I am 

closely monitoring their progress with tasks assessed formatively. Great job year 9s. 

我们在学习一些自然环境的原则，以及如何可持续地保护它。同学们开始研究

本单元的项目，而老师则以形成性测评的方式密切留意他们的进展。干得好，

九年级的同学们！ 

우리는 자연 환경에 대한 몇 가지 원칙과 지속 가능한 보호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학생들은 유닛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는 



 

 

형성 평가 과제들을 가지고 그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9학년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OUTRO 寄语 

We wish all our hard working students, their parents and caregivers - a restful 

weekend and festive Mid-autumn festival!!!   

祝所有辛勤学子、家长和监护人度过一个惬意的周末，中秋节快乐！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부모님들,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Warmest wishes,  

致以最温暖的问候 

 

UISZ School & Boarding Community  

UISZ 学校与寄宿社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