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Community Summary – Week 21 # Feb 6-10 

 
Greetings from UISZ! 

大家好！ 

안녕하세요!  

 

Coming back fully on-site definitely represented a breath of fresh after so many 

weeks (should we say months?) of necessary responsible preventive measures.  

The coming months are now filled with several activities that will take place!  Lining 

up are the Festival of Arts, Chinese New Year celebrations, U2NESCO and Week 

Without Walls. 

在经过这么多个星期，也许应该说是几个月的必要的负责任的预防措施之后，

能够完全回到线下学习绝对代表了一种新鲜的气息。 在未来的几个月里，我们

将陆续开展各式各样的活动！其中艺术节、中国新年庆典、模拟联合国大会和

“无墙周”就排在眼前了。 

몇 주(몇 개월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안의 필요한 예방 조치 후에 완전히 

학교로 돌아와 저희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학교는 

여러 활동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예술제, 설 축하 행사, U2NESCO, 

벽없는 주간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is indeed such an exciting time! 

真是一个激动人心的时刻! 

신나는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Students’ recovery status from COVID-19: before tackling the most exciting 

information, we would like to inform our parents of the following requirement from 



 

 

the authorities regarding our students recovery status from COVID-19.  Please scan 

the QR code below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We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llaboration! 

学生感染新冠病毒康复情况调查问卷：在一探最激动人心的信息之前，请家长

们知悉，有关部门要求对我们的学生从新冠病毒中恢复的情况进行了解，请扫

描下方二维码来完成问卷。感谢您的配合! 

학생들의 COVID-19 회복 상태: 여러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알리기 전에 

먼저 저희는 부모님께 우리 학생들이 COVID-19로부터의 얼마나 

회복했는지와 관련하여 당국으로 받은 요구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Mock exams: the Faculty and Staff of UISZ wishes good luck to our year 10 and 12 

students as they start their mock exams this Monday. 

模拟考试：在此，UISZ全体教职工祝愿我们 10年级和 12年级的同学们在周一

开始的模拟考试中取得好成绩！ 

모의 고사 : UISZ의 교직원들은 10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 다음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모의 고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Save the date! Festival of the Arts and Chinese New Year Celebration: On Thursday, 

February 23, we will combine both events, initially scheduled for two half-days, into 

one full day of celebrations. Please join us! 



 

 

预留这一天! 艺术节和中国新年庆典：2 月 23 日星期四，我们将合并本为两天

半的活动为一个全天性的庆祝活动。欢迎参加! 

날짜를 기억해두세요! 예술 축제와 신년 축하 행사: 2 월 23 일 목요일,  

처음에 반나절로 예정되었던 두 행사를 하루 종일의 행사로 합쳐서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U2NESCO 2023:  

UISZ 模拟联合国大会 2023： 

UISZ 모의유엔회의 2023: 

 

We are thrilled to inform you that the MUN conference, U2NESCO, will be held 

Friday and Saturday, March 3 and 4. We will hold the conference Friday and 

Saturday March 3-4. Since the event got postponed on two occasions, we will hold 

the event in-house only, and we hope our year 6-12 students will enjoy this 

convivial event.   

我们很高兴地通知你，模拟联合国大会 U2NESCO 将于 3 月 3 日和 4 日（星期五

和星期六）举行。由于该活动两次被推迟，我们将只在内部举行，愿我们 6-12

年级的同学们能享受这个愉快的活动。  

3 월 3 일 금요일과 4 일 토요일에 MUN 컨퍼런스 U2NESCO 가 개최됨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컨퍼런스는 3 월 3 일부터 4 일까지 금, 

토요일에 진행 됩니다. 행사가 두 번 연기되었기 때문에 교내 행사로만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6-12 학년 학생들이 이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during the event, all lessons will be suspended for years 6-12 to 

enable our year 6-12 students to participate to the event, wearing their best attire!  

Everyone’s participation is required. 

请注意，在活动期间，6-12 年级的所有课程将暂停，以使我们 6-12 年级的学生

能够穿着他们最好的服装参加活动。 每个人都必须参加。 

모든 6 학년 - 12 학년의 학생들이 멋진 모습으로 모의 유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동안 6 학년 - 12 학년의 모든 수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Dates 日期  

날짜 

Event 事件 

일정 

Details 详情 

세부 내용 

February 13 to 22 

2 月 13-22 日 

2 월 13 일 - 22 일 

IBMYP and IBDP 

Mock exams for 

Years 10 and 12 only 

仅 10 年级和 12 年

级的 IB 中学及大学

预科文凭项目模拟

考试 

10 학년과 

12 학년의 

 



 

 

IBMYP 와 IBDP 

모의고사 

Thursday, February 

23 

周四，2 月 23 日 

2 월 23 일 목요일 

Festival of the Arts 

and Chinese New 

Year Celebration 

艺术节和中国新年

庆祝活动 

예술제와 신년 

축하 행사 

Parents are most welcome to attend 

this day of festivities. Please register 

by using the QR code below: 

热烈欢迎家长们加入我们！请通过

下方二维码登记参加 

모든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아래 QR 코드를 이용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February 28 

2月 28日 

2월 28일 

Week Without 

Walls – Parent 

Information Session 

无墙周——家长信

息会 

벽 없는 주간 - 

학부모 설명회 

Please join our information sessions 

online.  Time to be determined. 

邀请家长们参加线上信息会，具体

时间待定。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March 3-4 

3 月 3-4 日 

3 월 3 일-4 일 

U2NESCO 2023 

2023年度誉德莱模

拟联合国大会 

2023 모의 유엔 

Our Student-Led MUN conference is 

open to all years 6-12. Don't miss 

UISZ's flagship event! 

本校学生主导的模联联合国大会对

所有 5-



 

 

12 年级学生开放。不要错过这场

UISZ 的旗舰活动哦! 

본교 학생 주도의 모의유엔 

행사는 5-12 학년 모든 학생에게 

개방됩니다. UISZ 대표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 

March 6-9 

3 月 6-9 日 

3 월 6 일-9 일 

Week Without Walls 

for years 3 to 11 and 

DSE 

3-

11 年级和 DSE 的“

无墙周” 

3 학년 - 11 학년 

벽 없는 주간 

We are extremely confident that our 

exciting experiential trips will go on 

this time! 

我们极有信心，这次激动人心的体

验式旅行能成行！ 

신나는 체험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March 24 

3 月 24 日 

3 월 24 일 

Interim Reports go 

out for years 6-12 

6-

12 年级期中报告发

出 

6 학년-12 학년 

중간 성적표 발송 

 

March 31 

3 月 31 日 

Student-Led 

conferences 

Parents and students are invited to 

meet all teachers during that day. 



 

 

3 월 31 일 学生主导会议 

학생 주도 

컨퍼런스 

邀请家长和同学们当天与所有科任

老师见面。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담당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PYP  国际文凭小学课程  초등교육과정  

We are BACK AT SCHOOL! Primary students were very excited to return 

to face-to-face learning this week after online learning and the Chinese 

New Year holiday break. Happy faces are seen on the playground and in 

the classrooms. Students have been creative as they explored February’s 

Learner Profile attribute – being Principled - in their House groups! 

我们回到学校啦！在网上学习和春节假期之后，小学生们非常兴奋

地在本周回到面对面的学习中。操场上和教室里都能看到快乐的面

孔。学生们在他们的学生小组中探索了 2月份的学习者培养目标 —

有原则! 

드디어 모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온라인 학습과 

중국의 새해 연휴를 마치고 대면 학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 운동장과 교실에서 

보입니다. 학생들은 하우스 그룹에서 2월의 학습자 프로파일인 

원칙을 창의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MYP  国际文凭中学课程 중등교육과정  



 

 

Year 6 and 7 MYP student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lass learn to creatively 

express our personal and cultural ideas through comics, graphic novels, and memes. We 

analyz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comic-style literature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and explore how to convey a meaning that is relevant to our individual purposes. 

在英语语言文学课上，六年级和七年级的同学们学习了通过漫画、图形小说和表情包

等方式，创造性地抒发个人观念和文化思想。我们一起分析漫画式文学作为一种交流

媒介的特点和特征，也一起探讨如何传达与我们个人目的相关的含义。 

6, 7학년 영어 언어와 문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만화, 그래픽 노블, 그리고 밈을 

통해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소통의 매개체로서 만화의 형태를 가진 문학의 특징과 형태를 분석하고 

우리 각자의 목적에 맞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DP  国际文凭大学预科课程  디플로마 과정  

After returning from the holidays, the DP students who had a good rest quickly 

devoted themselves to intense study. DP Year 2 students are busy studying as well as 

preparing for the mock examinations starting the coming Monday. The primary 

purpose of the mocks is to prepare students in all available ways for the final May 



 

 

exams; it allows student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exam procedures and 

lighten their anxiety in final exams.  

假期归来，得到充分休息的 DP学生们很快投入到紧张的学习当中。DP 二年级

的同学们正忙于学习，并为下周一开始的模拟考试做准备。 模拟考的主要目的

是让学生以各种可能的方式为 5 月份的期末考试做好准备； 它可以让学生熟

悉考试程序并减轻他们在最终考试中的焦虑。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DP 학생들은 빠르게 집중 공부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DP 2년차 학생들은 다가오는 월요일에 시작되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며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모의고사의 주요 목적은 5월 

최종 시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험 절차에 익숙해지고 기말고사에서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We are wishing an excellent weekend to our students and their families. 

祝愿我们的学生和家人度过一个美好的周末！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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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