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Community Summary – Week 23# Feb 20-24 

 
Dear parents and students, 

亲爱的家长和同学们： 

학부모님과 학생들께 

  

I would like to begin this summary by thanking everyone for a very successful 

Festival of the Arts and Chinese New Year celebrations.  The quality of the 

performances, whether on stage, on canvas, on the screen and on the tables (design) 

matched the high level of participation and positive ambience of the participants 

(parents, students, teachers, and staff).  Thank you all for a very event. 

在本周总结的开头，我想首先感谢大家成就了这场圆满成功的艺术节和中国新

年庆祝活动。 无论是舞台上、画布上、屏幕上还是桌子上（设计）的表演，其

质量都与大家（家长、学生、教师和工作人员）的高度参与和积极氛围相匹

配。 再次感谢大家！ 

저는 이번주 주간 뉴스를 성공적인 예술 축제와 중국 새해 축하 행사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대 위, 캔버스 위, 

스크린 위, 테이블 위(디자인) 등 공연의 질은 모든 참가자 (학부모, 학생, 

교사, 스탭)의 높은 참여 수준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D there is MORE!!!!  Two major events, flagships to UISZ, are coming up next 

week and the other week: U2NESCO and Week Without Walls. 

陆续登场!!!!  接下来两周，有两项重大活动——UISZ 的旗舰活动“U2NESCO”和

“无墙周”。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UISZ를 대표하는 두 개의 중요한 행사가 다음 

주와 다다음주에 이어집니다: U2NESCO와 Week Without Walls. 



 

 

 March 3-4: U2NESCO – UISZ’s Model United Nations Conference 
3 月 3-4 日：U2NESCO - UISZ 的模拟联合国会议 

3월 3일-4일: U2NESCO –  UI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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将提供一个内部计划，旨在为2024年的更大规模、多学校活动

做准备。 以下是基本信息。 
올해, U2NESCO는 2024년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여러 학교를 초청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교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주요 
공지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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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ttendance will be taken 
• All students must flexi-board on Friday only at no cost. 
• And please dress up!!! (See image below)  

 
• 6 至 12 年级的学生必须在周五和周六参加此项活动。 这是学校课程的

组成部分； 
• 周五，6-12 年级的课程将暂停，同时登记出勤； 
• 所有学生需要在周五免费弹性住宿； 
• 并请穿戴整齐！！！(见如下例图) 

 
•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의 참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 금요일에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대신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 모든 학생들은 금요일에 무료로 플렉시보딩(기숙)을 해야 합니다. 
•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옷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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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 Without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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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回归了!  请查看下方的一些基本信息： 
기다리고 기다리던 Week Without Wall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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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year 3-11 students 
(except boa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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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此期间，学生必须出席。 所有 3-11 年级的学生（寄宿生除

外）将在下午 5:00 乘车。 
여행 설명회: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여행 
설명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설명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오후 5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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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gyuan, March 6-9 

 
• 行程地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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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级和 DS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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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ill be no in-school alternative as it is embedded in our 

instructional programme. 
重要提示：因“无墙周”被纳入学校的教学计划，因此，活动期间，不设

校内替代方案。 
주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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冒险，并促进他们的社会技能及领导技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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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 月 28 日 
2월 28일 

Week Without 
Walls – Parent 
Information Session 
at 4:00 pm. 
无墙周——家长信

息会 
벽 없는 주간 - 
학부모 설명회 

Please join our information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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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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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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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 1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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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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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ursday UISZ celebrated its long-awaited annual Festival of the Arts and 
Chinese Lunar New Year!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were all in attendance and 
we shared the joy of art, culture, and community with each other! 
本周四，UISZ 举行了期待已久的年度艺术节和中国农历新年庆祝活动！学生、

老师和家长们都到场参与了这次的活动，我们一起分享艺术、文化和社区的快

乐! 
이번 주 목요일, UISZ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술 축제와 중국 음력 설을 
축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했고 우리는 서로 예술,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MYP  国际文凭中学课程 중등교육과정  

Visal Art 视觉艺术 시각 예술 
Students took pleasure in exploring the sources of creativity outside of the studio 
and producing art outside of the typical art classes. The MYP grade 9, students 
ventured outside to collect some textures and patterns for the project.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creative concepts, students adored using the frottage 
technique. Their interpretation of the art elements was expressed in their portfolios 
as a result of their connection to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the art elements. 
平时，同学们喜欢探索课室以外的灵感，并在典型的艺术课堂外进行艺术创

作。这周，MYP 九年级的同学们为自己的项目去到课室外探索，并带回了一些

纹理和图案。为了探索创造性的概念，他们热衷于运用拓绘手法。而他们的作

品集展现了对艺术元素的见解，这，正正是他们对于艺术元素的目的及功能的

认知的结果。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창의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탐구하며 

전형적인 미술 수업의 틀을 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MYP 9학년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위한 질감과 패턴을 수집하기 위해 밖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학생들은 플로티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술적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해석은 예술적 요소의 목적과 

기능과의 연관성의 결과로서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표현되었습니다. 

 

 

 



 

 

 

 

 

 

 

 

 

 

 

 

 

 

 

 

 

 

 

 

 

 

 

 

 



 

 

DP  国际文凭大学预科课程  디플로마 과정  

DP Year 11 students have been making milestones in our Economics course this 

semester. With the SL students, we have completed two full units, the recent 

completion being Microeconomics. Students have also been learning how to write 

stellar Internal Assessment commentaries based on news articles that tackle various 

real-world issues in microeconomics. They are enjoying the course and learning at 

the same time, and I love to see it.  

本学期，民主党 11 年级的学生在我们的经济学课程中取得了里程碑式的进步。

在 SL 学生中，我们已经完成了两个完整的单元，最近完成的是微观经济学。学

生们还在学习如何根据新闻报道撰写出色的内部评估评论，以解决微观经济学

中的各种现实问题。他们在享受课程的同时也在学习，我很高兴看到这一点。 

DP 11학년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경제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몇 개의 

중요한 단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SL 학생들과 함께 두개의 단원을 

공부했는데, 최근에 끝낸 것은 미시경제학입니다. 학생들은 미시경제학의 

다양한 실제 문제를 다루는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뛰어난 내부 평가 

논평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즐기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DP Year 12s have been in a mock season past two weeks, they have been working 

hard in reviewing content learned. After the mocks we will finish off the last part of 

the syllabus and start consistent revision as we prepare for the final examination in 

May. 
DP 12 年级的同学们在过去的两周里参加了模拟考试，他们一直在努力复习所

学内容。模拟考试结束后，我们将完成教学大纲的最后部分，并开始持续复

习，为 5 月份的期末考试做准备。 

DP 12학년 학생들은 지난 2주 동안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검토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우리는 강의계획서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5월에 있을 최종 시험을 
준비할 것입니다. 
 

 
 
 
 



 

 

HKDSE 香港中学文凭课程 홍콩 중등교육과정 프로그램  

HKDSE Chemistry students are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organic compounds. We focus our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IUPAC 

rules of nomenclature and the identification of important functional groups and their 

reactions. We will explore alkanes, alkenes, alcohols, halogenoalkanes, and 

polymers. Students could understand this material world better after studying this 

topic. 

选修香港中学文凭课程化学的同学们正在学习将有机化合物知识系统化。我们

把学习重点集中在如何用国际纯化学及应用化学联合会（IUPAC）系统命名法来

为有机化合物命名以及识别重要的官能基和相应的反应。烷烃、烯烃、烷醇、

卤烷和聚合物会是我们将要探讨的几类有机化合物。学生们通过学习这一章节

之后能够更好地了解我们这个物质世界。   

HKDSE 학생들은 화학시간에 유기 화합물의 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IUPAC 명명 규칙을 적용하고 주요 기능 

그룹을 식별하고 그 반응을 연구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케인, 알켄, 알코올, 할로겐알케인, 폴리머를 탐구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주제를 공부사면 물질적인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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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