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Community Summary – Week 6 # Sep 19-23 

 

INTRO 前言 들어가며 

 

Dear students, parents and friends of the UISZ community, 

亲爱的学生，家长以及 UISZ 社区的朋友们， 

UISZ 커뮤니티의 학생, 부모님, 친구들께 

 

This week marked the beginning of our brand-new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gramme 

(ECA), and we are extremely happy to note its overwhelming success.  We are still 

working diligently at optimizing our bus services so that our students can reach home as 

soon as possible and, of course, while adhering to all safety matters. 

这一周的到来，标志着我们全新的课外活动项目(ECA)的开始，非常高兴看到 ECA 大

获成功。我们仍然在继续优化交通安排，旨在兼顾到所有安全事项的前提下，让学

生们能尽快回到家。 

이번 주에 저희는 새로운 비교과 프로그램(ECA)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압도적인 성공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가능한 빨리, 그리고 모든 안전 사항을 준수하면서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next week will see our years 3-10 students taking their MAP assessment in a new 

format, just before a well-deserved break.    

下周，在安心享受假期之前，3-10 年级的学生将以一种新的形式进行 MAP 测评。 

다음 주 국경일 연휴 전에 3 학년에서 10 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형식으로 MAP 

진단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Events ahead 后续活动 주요 일정 



 

 

Dates日期  

날짜 

Event事件 

일정 

Details 详情 

세부 내용 

September 26-30 

(changed and 

definite) 

9月 26-30日 

9 월 26 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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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3-7 

10月 3-7日 

10 월 3 일-7 일 

National Holiday 

国庆节 

국경절 

Enjoy the break! 

享受假期！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October 10-12 

10 月 10-12 日 

10 월 10 일-12 일 

Whole School 

Photoshoot for 

yearbook 

全校的年鉴留影 

전교생 사진 촬영 

Students from K1 to Year 10 must wear 

uniform 

1-10 年级学生必须穿校服 

K1 - 10 학년 학생은 교복을 

착용합니다. 

October 13 

10 月 13 日 

10 월 13 일 

Year 12 Graduate 

Photoshoot 

12 年级毕业生留影 

12 학년 졸업 사진 

촬영 

Seniors: please dress up for the 

occasion! 

学长们:请盛装出席! 

12 학년 : 졸업 사진 촬영을 위한 

의상을 준비하세요.  

October 14, from 

1:00 pm to 3:30 

pm 

10月 14 日下午

1:00-3:30 

10 월 14 일 오후 

1 시 - 3 시 30 분 

UPAZ Parent meeting 

家委会会议 

UPAZ 학부모 회의 

The event is open to ALL UPAZ parents. 

欢迎所有家长参与。 

이 행사는 UPAZ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열려있습니다. 

October 21 

10月 21 日 

10 월 21 일 

Mid-term reports go 

home  

期中测评报告到家 

중간성적표 발송 

Year 6 - 12 only 

仅 6-12 年级 

6 학년-12 학년 



 

 

October 27 

10月 27 日 

10 월 27 일 

Halloween Night at 

Boarding 

宿舍楼的“万圣节之

夜” 

기숙사 할로윈의 밤 

Students are invited to get done their 

costume and flexi board for a night of 

trick or treat and marshmallow roasting. 

邀请同学们为当晚的“不给糖就捣蛋”

和烤棉花糖环节装扮好并弹性寄宿。 

학생들은 할로윈 행사와 마시멜로 

로스팅의 밤을 위해 할로윈 복장을 

합니다. 행사 참여를 위해 유연한 

기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October 28 

10月 28 日 

10 월 28 일 

Student-Led 

Conference 

“学生主导”会议 

학생주도면담 

Students and parents hold individual 

meetings with their teacher. 

学生和家长与老师单独会面。 

학생과 부모님은 각 교사와 개별 

미팅을 진행합니다.  

October 31-

November 3 

10月 31 日-11月

3 日 

10 월 31 일 - 

11 월 3 일 

Week Without Walls 

“无墙周” 

벽없는 주간 

Years 3-12 

3-12 年级 

3 학년-12 학년 

 

 

PYP  国际文凭小学课程  초등교육과정 

 

In K3/Year 1 we are learning about acts of kindness. Our students made compliment 

cards for their teachers and friends. 

在 K3/一年级，我们正在学习关于友善的行为。我们的学生为他们的老师和朋友制

作了称赞卡。  

K3/1 학년 학생들은 친절한 행동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한 칭찬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MYP  Math 

国际文凭中学课程 数学 

중등교육과정 

 

Y8 八年级 8 학년 

We are finishing up our first unit this week, which has been all about the laws of 

exponents, scientific notation and converting repeating decimals into fractions. The 

students made small posters about the laws of exponents that are sitting in the hallway. 

We also had a fun lesson researching very large and small numbers such as the width of 

the sun or an atom on the internet. We are going to start learning about triangles and 

trigonometry in the next unit =) 

我们将完成本周的第一单元，即指数定律、科学记数法以及将重复小数转化为分

数，同学们制作了指数定律的小海报摆在走廊上。我们还上了一节有趣的课，专门

研究非常大和非常小的数字，比如太阳的半径，互联网上原子的宽度。而下一单

元，我们将开始学习三角形和三角函数=) 

우리는 이번 주에 첫 번째 단원인 지수 법칙, 과학적 표기법, 그리고 반복 

소수를 분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끝낼 것입니다.학생들은 지수 법칙에 대한 

작은 포스터를 만들어 복도에 전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에서 태양의 

반지름, 원자의 폭과 같은 매우 크고 작은 숫자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흥미로운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삼각형과 삼각함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Y9 九年级 9 학년 

We are finishing up our first unit all about univariate statistics and diagrams. We have a 

list of statistics that the students need to be able to calculate, using data that comes in 

several different forms. Then they need to create and analyze diagrams about the data. 

The last few things we have been working on are how to use statistics and diagrams to 

compare two sets of data.  

我们正在完成关于单变量统计以及图表的第一单元。我们有一个数据统计表，同学

们需要学习使用不同形式的数据来进行计算，然后，他们需要就分析这些数据绘制

图表。最后，我们着手探讨了如何使用统计学和图表来对两组数据进行对比。 

우리는 일변량 통계와 도표에 대한 첫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통계 목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계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두 

데이터 세트를 비교하는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We had already spent some time working on systems of equations because the students 

identified it as a topic they needed help with. After we finish the current unit, we will be 

focusing on algebra for quite some time. 

应同学们的需要，我们花了一些时间来学习方程组。在完成本单元之后，我们将投

入充分的时间专注于代数的探索。 

학생들이 방정식을 도움이 필요한 주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방정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이 단원을 마친 후, 우리는 

대수학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Y10 十年级 10 학년 

This class has been juggling a bit. On the one hand students are learning probability, and 

how to get basic probabilities and combine two events in different ways. The students 

are also learning to identify special properties of events that make their calculations 

easier. The whole class learns this together, and we are wrapping up this unit soon. 

这门课的内容有点难度。一方面，同学们正在学习概率，以及如何获得基本概率，

并以不同的方式组合两个事件。同学们也学习了识别事件的特殊属性，以使求解过

程更容易。大家一起学习这个单元，我们进展非常迅速。 

10 학년 수업은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확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률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두 

사건을 결합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계산을 좀 더 

쉽게하기 위해 사건의 속성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반 

전체가 함께 배우고 있고, 곧 이 단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On the other hand, I have been re-teaching how to do the more difficult algebra topics 

from grade 9; namely linear, quadratic, and systems of equations. This is being done as a 

mixture of whole-class and individual time, based on what ‘level’ each student is 

performing at. This is a point of frustration for most students - and that’s the reason we 

are doing it. Everyone has been showing progress in being able to solve more difficult 

problems. 

另一方面，从九年级开始，我就一直在重新教授如何做更难的代数题目——即线性

方程组，二次方程组和方程组。这是根据每个学生所处的“水平”，将整个课堂时

间和个人时间结合起来完成的。对于大多数学生来说，这是一个令人沮丧的点，然

而也是我们这么做的原因。每个人在解决更困难的问题方面都表现出了进步。 

동시에 저는 9 학년부터 어려워진 대수, 즉 선형, 이차 및 기타 방정식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생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전체 수업 

시간과 개별 시간의 혼합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대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좌절의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준에 따른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진전을 

보였습니다. 

 

 

DP  国际文凭大学预科课程  디플로마 과정 

 

In this week, we mainly present the results of our learning in recent weeks - Shu Ting's 

poetry. The test paper, which almost completely simulates the IB Chinese A paper2, 

brings students a new and different experience. From Shu Ting's "To the Oak Tree", 

"Brig" to Shu Ting's "Goddess Peak" and even "Hui’an Women". The students have a 

comprehensive and multi-angle understanding of Shu Ting.  

本周的课堂上，我们主要展示了近期几周我们的学习成果——舒婷的诗。几乎完全

模拟 IB Chinese A真题 paper2的试卷带给了同学们与众不同的新体验。从舒婷的

《致橡树》、《双桅船》到舒婷的《神女峰》甚至是《惠安女子》。同学们对于舒

婷有了一个全方位、多角度的理解。 

이번 주에 우리는 최근 몇 주간의 학습 결과인 Shu Ting 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IB 중국어 A  paper2 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 이 시험지는 학생들에게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Shu Ting 의 "참나무에게", "쌍돛단배"부터  

"신녀봉" 그리고 심지어 "후이안 여성"까지요. 학생들은 Shu Ting 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각도로 이해했습니다. 

  

How did Shu Ting, an ordinary female worker with only the second grade of junior high 

school education, write the well-known "To the Oak Tree"? Bring people a new view of 

love, strong independent spirit and self-improvement spirit of struggle. "Self-love" is 

particularly evident in Shu Ting's poetry. At the same time, Shu Ting has a strong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She pays attention to "society" as well as "individual". Writing the 

sadness of the times is Shu Ting's sense of mission as a hazy poet.  

舒婷，一个只有初中二年级文化水平的普通女工，何以写出家喻户晓的《致橡

树》？带给人们新的爱情观、强烈的独立精神和自强不息的奋斗精神。“自爱”在

舒婷的诗歌中表现得尤为明显。同时，舒婷有着强烈的社会责任感，她关注“社

会”的同时也关注于“个人”。对时代忧伤的抒写，是舒婷作为一个朦胧诗人的使

命感所在。 

중학교 2 학년까지의 학력만을 가진 평범한 여성 노동자인 Shu Ting 은 어떻게 

이유명한 작품 "참나무로"를 썼을까요?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랑에 

대한 견해, 강한 독립 정신, 그리고 투쟁의 자기 계발 정신을 선사합니다. 

그중에서도 "자기애"는 Shu Ting 의 시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녀의 작품은 

사회적 책임감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시대에 대한 슬픈 서사는 시인으로서 가지는 Shu Ting 의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The students spoke freely, and new viewpoints and new views emerged one by one. In 

mastering Shu Ting's poetry, the students also felt the unique charm of poetry.  

同学们纷纷畅所欲言，新的观点、新的看法层出不穷。同学们在掌握舒婷的诗歌

中，也感受到了诗歌独特的魅力。 

학생들은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했고, 새로운 관점과 견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Shu Ting'의 시를 완전히 이해하면서 시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 hope that the students, as the leaders of the new generation, can follow the torrent of 

the times and write a new chapter of their own! 

希望同学们作为新一代的翘楚，能够跟随时代的洪流，书写属于自己新的篇章！ 

저는 학생들이 새로운 세대의 리더로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자신만의 새로운 

챕터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HKDSE 香港中学文凭课程 홍콩 중등과정 프로그램 

 

In this week's math class, we were devoted to the unit "Functions and Their Graphs".  

What is “Functions”? What is the basic meaning of the word function? It is something 

with a function. In order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s, Ms. Fei likened the 

function to a machine or a black box. Given an input value x, a unique output value f(x) is 

produced. 

这周的数学课上，我们致力于学习“函数及其图像”这一单元。 

什么是函数？函数的英文是 Function，这个单词的最基础的意思是功能，也就是说

函数其实是具有某种功能的一个东西。为了帮助同学们更好地理解，王老师将函数

比喻成了一台机器或者一个黑箱，给予了一个输入值 x便产生唯一输出值 f(x)。 



 

 

이번 주 수학 시간에 우리는요.'함수와 그 이미지'를 배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1 단원이요. 

함수란 무엇입니까? '함수'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능입니다. 즉, 함수는 실제로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Fei 선생님은 함수를 기계 또는 

블랙박스에 비유했습니다. 입력 값 x 를 넣으면, 고유한 출력 값 f(x)를 

생성됩니다.  

  

 

 

Next, we learned the concept of "domain and codomai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in function. 

接下来我们一起了解了函数中“定义域和上域、自变量和应变量”的直观概念。 

다음으로 우리는 함수에서 "도메인 및 상위 도메인의 정의, 독립 변수 및 종속 

변수의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Finally, it's time to put what you learn into practice! Ms. Fei gave students some class 

exercises, and the students shared their learning results. Leslie introduced a new 

mathematical method called "substitution method", which can solve many problems 

related to functions. 



 

 

最后就是学以致用的时候了！王老

师给大家布置了课堂练习，同学们

完成了之后互相交流与分享学习成

果。其中，哲宁同学向大家介绍了

一种新的数学方法，叫做“换元

法”，这种方法可以解决有关函数

的许多问题。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Fei 선생님은 

학생들  모두에게 수업 연습을 

시켰고, 학생들은 그들의 학습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Zhe Ning 

학생은 함수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원법"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You all did a great job!  

同学们都很棒！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OUTRO 寄语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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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祝愿各位辛勤学子们，以及他们的家长和监护人，度过一个轻松愉悦的周末！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과 함께한 부모님들 모두 편안한 주말을 보내길 

바랍니다. 

 

Warmest wishes,  

致以最温暖的祝愿 

감사합니다. 

 

 

UISZ School & Boarding Community   

增城誉德莱外籍人员子女学校&寄宿社区 

유탈로이 정청 국제학교 & 기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