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Community Summary – Week 22# Feb 13-17  

 INTRO 前言 들어가며  

Dear parents and students,  

亲爱的家长和同学们：  

학부모님과 학생들께   

  

The recent changes in covid policies allows to return gradually to our pre-pandemic 

programmes.  You will find below information regarding major events that will take 

place over the next weeks.  

最近新冠防疫政策转变使我们能以逐步恢复疫情前的项目了。 以下请看未来几

周将举行的主要活动的信息：  

최근 코로나 정책의 변화는 우리의 팬데믹 이전 프로그램으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주요 행사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February 23: Festival of the Arts and Chinese New Year celebrations  

2 月 23 日：艺术节和中国新年庆祝活动  

2월 23일 : 예술제와 설날 축하 행사  

  

Parents and students must get ready for a day filled with wonderful and exciting 

activities.  Please don’t miss it! (There will not be ECA's following this celebration.) 

大家一定要准备好迎接这充满丰富活动的精彩又刺激的一天。 请不要错过! (届

时，庆祝活动结束后将没有 ECA)  

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 신나는 활동들로 가득 찬 하루를 즐기세요! (행사 

후에는 ECA 가 없어진다.) 

  

March 3-4: U2NESCO – UISZ’s Model United Nations Conference  



 

 

3 月 3-4 日：U2NESCO--UISZ 的模拟联合国大会  

3월 3일-4일: U2NESCO – UISZ의 모의 유엔 컨퍼런스  

This year, U2NESCO will offer an in-house programme, aiming to prepare a much 

larger, multi-school event in 2024.  Here is the essential information:  

今年，U2NESCO 将作为一场内部活动举行，好让我们为 2024 年规模更大的校

际活动做准备。 请查看下方基本信息：  

올해, U2NESCO는 교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에는 여러 학교를 

초청하는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 주요 안내입니다:  

 

•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from years 6 to 12 is mandatory on 

Friday and Saturday.  It is part of the school’s programme.  

• On Friday, year 6-12 classes will be suspended.  

• All students must flexi-board on Friday only at no cost.  

  

• 6 至 12 年级的学生在周五和周六必须参加，这是学校课程的一部

分。  

•  周五，6-12 年级的课程将暂停。  

• 同学们必须在周五无偿弹性寄宿。  

  

• 금요일과 토요일에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의 참여는 

의무입니다.  5학년 학생들의 참여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 행사는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 6학년 - 12학년의 금요일 수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모든 학생들은 금요일에 기숙사에서 자야합니다. 금액은 

무료입니다.  

  

March 6-8 or 6-9: Week Without Walls  

3 月 6-8 日或 6-9 日：无墙周  

3월 6-8일 또는 6-9일: 벽 없는 주간  

  

Our long-awaited Week Without Walls is back!  You will find below some basic 

information:  

我们期待已久的 "无墙周 "恢复了!  请查看以下基本信息。  

기다리고 기다리던 벽 없는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래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Information sessions: there will be information sessions on Tuesday, 

February 28, 2023 from 4:00pm to 5:00pm.  Please note that 



 

 

attendance of students at school during these hours is 

mandatory.  Students will take their buses at 5:00 pm  

• 信息会：2023 年 2 月 28 日星期二下午 4:00 至 5:00 将举行信息会。 

请注意，这段时间学生必须留在学校， 而后在下午 5:00 坐校车回家。  

• 여행 설명회: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여행 설명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설명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오후 5 시에 귀가 버스를 탈 

것입니다.  

  

• Trip desinations:  

o Year 3-4: Huizhou, March 6-8  

o Years 5-6: Qinyuan, March 6-8  

o Years 7-8: Kaiping:, March 6-8  

o Years 9-10: Huizhou, March 6-9  

o Years 11 and DSE: Qinyuan, March 6-9  

  

• 行程目的地：   

o 3-4 年级：惠州，3 月 6-8 日   

o 5-6 年级：清远，3 月 6-8 日   

o 7-8 年级：开平，3 月 6-8 日   

o 9-10 年级：惠州，3 月 6-9 日   

o 11 年级&DSE 1：清远， 3 月 6-9 日  

  

• 여행 장소:  

o 3-4학년: Huizhou, 3월 6-8일  

o 5-6학년: Qinyuan, 3월 6-8일  

o 7-8학년: Kaiping:, 3월 6-8일  

o 9-10학년: Huizhou, 3월 6-9일  

o 11학년과 DSE: Qinyuan, 3월 6-9일  

  

• IMPORTANT: Attendance for these trips is mandatory and there will 

be no in-school alternative.  It is embedded in our instructional 

programme.  

• 重要提示： “无墙周”是学校教学计划的一部分。参加此研学旅行

是强制性的，没有校内替代活动。  

• 주요 공지: 벽없는 주간 여행 참석은 필수이며 학교 내 다른 

대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행사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일환입니다.  



 

 

  

  

We are confident that our students will live an unforgettable adventure and grow their 

social and leadership skills.  

我们相信，同学们将经历一次难忘的历险，并促进他们的社会技能及领导技能发

展。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잊지 못할 모험을 할 것이고,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Dates 日期   

날짜  

Event 事件  

일정  

Details详情  

세부 내용  

February 20 to 22  

2 月 20-22 日  

2 월 20 일 - 22 일  

IBDP Mock exams fo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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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 Without Walls – Parent Please join our information sessions 



 

 

2 月 28 日  

2월 28일  

Information Session at 4:00 

pm.  

无墙周——家长信息会  

벽 없는 주간 - 학부모 

설명회  

online.  The event will be online for parents 

and on-site for students  

邀请家长们参加线上信息会，具体时间待

定。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회는 학생들은 직접, 

학부모님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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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 年级学生开放。不要错过这场 UISZ 的旗

舰活动哦!  

본교 학생 주도의 모의유엔 행사는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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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 31 일  

Student-Led conferences  

学生主导会议  

학생 주도 컨퍼런스  

Parents and students are invited to meet all 

teachers during th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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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s. Lyudmila’s Music class Primary students recently learned everything about 

families of musical instruments. We focused on their names and the way 

instruments produce sound, which family they belong and practiced playing some of 

the music class instruments.  

在 Ms. Lyudmila 的音乐课上，小学生们最近了解了乐器家族的一切。我们重点

学习了他们的名字和乐器发声的方式，他们属于哪个乐器家族，并练习了一些音

乐类乐器的演奏。  

최근 Lyudmila 선생님의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은 악기 종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악기의 이름과 악기가 소리를 내는 

방식에 집중하고, 그들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를 살피면서 악기 연주를 

연습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Secondary students are focusing on the negative effect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kids studying online for a long time. Their task is to create 

musical advertisements promoting the necessary steps to improve it.  

与此同时，中学生正关注长期在线学习对孩子身心健康的负面影响。他们的任务

是制作音乐广告，宣传改进音乐的必要步骤。  

그러는 동안 중등학교 학생들은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받은 건강과 복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임무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홍보하는 음악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Currently, both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are busy practicing class 

performances for the upcoming Festival of the Arts on February 23.  

目前，中小学生都在为即将于 2 月 23 日举行的艺术节演出进行课堂彩排。  

현재, 초등학생과 중등학생 모두 다가오는 2월 23일에 있을 예술제를 위한 

공연을 연습하느라 바쁩니다.  

  



 

 



 

 

  



 

 

 



 

 

  

  

 

 

 



 

 

MYP  国际文凭中学课程 중등교육과정   

Science 科学 과학  

Practicing one of the ATL skills in MYP science...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by 

organizing and depicting information logically, making inferences and drawing 

conclusions. Students conducted a web and image search on cell structure and 

function, then accurately and concisely paraphrased the most important idea that 

exp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and the function and wrote those ideas 

in tables. At the end of the activity, students shared their results with the class and 

came to a final understanding for each cell structure.     

同学们正在 MYP 科学课上练习 ATL 技能之一——有效沟通的技巧，通过逻辑性

地组织信息和描述信息，以此进行推理并得出结论。同学们就细胞的结构和功能

这个题目搜索了网上信息及图片，而后准确而精简地将关于表达形式和功能之间

关系的最重要的想法进行转述，并将这些想法写进表格中。活动结束后，同学们

在班上分享和展示自己的成果，以此最终理解每种细胞的结构。  

MYP 과학에서는 ATL 기술 중 하나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합니다. 학생들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인터넷과 

이미지를 검색한 후 형태와 기능의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활동의 마지막에, 

학생들은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각 세포 구조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Individual & Society  个体与社会 인간과 사회  

We are playing the original Monopoly game which was called the Landlord's Game. In the game 

we are learning about the causes of poverty and different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The 

game of Monopoly is actually just the first level. The Landlord's Game has 3 levels. The first level 

is about commercial free-for-all private gain. The second and third levels present a Win-Win game 

that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communities to regain access to land so that everyone will 

become more prosperous.  

我们正在玩原始的“大富翁游戏”，它被称为——“地主的游戏”。在游戏中，我们

正在学习贫穷的原因以及各种不同的经济和政治制度。 “地主的游戏”有 3 种级

别 ，“大富翁游戏”实际上只是第一级，是关于商业上以自由竞争所得的个人收

益。第二和第三级是一个“双赢”的游戏，其展示了社区重新获得土地的潜力，从

而达到人人共荣。  

우리는 지주게임이라는 오리지널 모노폴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우리는 빈곤의 원인과 여러가지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노폴리 게임은 사실상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주게임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업적인 사적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사회가 토지에 

대한 접근을 회복하여 모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윈-윈 

게임을 제시합니다.  

 

 



 

 



 

 

  

  

  

  

HKDSE 香港中学文凭课程 홍콩 중등교육과정 프로그램   

We are practicing writing paragraphs. The topic is about how to fight depression. 

Students first write sentences answering questions about Who, What, Where, Why, 

and How. Then they write supporting sentences. Finally, they write a full paragraph.   

我们正在练习写段落。题目是——如何对抗抑郁症？同学们先以回答关于谁、什

么、在哪里、为什么和怎么样的问题造句，然后，再加以辅助句，由此最终得出

一个完整的段落。  

우리는 문단 쓰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우울증과 싸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먼저 누가, 무엇을,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질문에 대답하는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뒷받침 문장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문단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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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