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Community Summary –Week 26# Mar 13-17 

 
Greetings from UISZ! 
大家好！ 
안녕하세요! 
 
We all had a pleasant week mostly back to class.  While the secondary students 
have engaged in a higher than usual period of summative exams, ou year 10 and 12 
are actively preparing some key assignments as they roll towards the end of their 
respective programmes.  We wish them the best, and encourage them to take 
some rest as well, exercise, and socialize with family and friends.  It’s important; it’s 
essential. 
我们愉快地度过了回到课堂的这一周。 虽然中学的同学们参加了比平时更多的

总结性测试，但 10 年级和 12 年级的同学们同时也将目光放在各自课程的最终

成果，而为一些关键的作业积极准备着。 我们祝愿他们一切顺利，并鼓励他们

也好好休息，锻炼身体，与家人和朋友多多互动。 这非常重要，也是必要。 
저희 학생들은 모두 수업에 복귀하여 즐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중등부 
학생들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종합 시험을 치렀고, 10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은 각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동도 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Families will receive the semester 2 interim report next Friday March 24 and we will 
welcome all parents and students to meet the teachers the following Friday, March 
31, for our Students-Led Conferences.  The presence of students to these 



 

 

conferences during this event is absolutely crucial as they will be responsible to 
guide the teachers and parents to their own learning journey. 
各个家庭将在下周五 3 月 24 日收到第二学期的期中报告，我们将欢迎所有家长

和学生在下周五 3 月 31 日参加“学生主导”家长会议，与老师见面。 在这次活

动中，学生出席这些会议绝对是至关重要的，因为他们将负责引导老师和家长

进入自己的学习之旅。 
가정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인 3월 24일에 2학기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되며, 다음 주 금요일인 3월 31일에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생 주도 
컨퍼런스를 통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자신의 학습 여정을 직접 안내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Summer camp: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Hong Kong’s Pak Lap will serve as 
the base of this year’s summer school.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ad the 
poster below:  
夏令营：很高兴地宣布，香港的白腊将作为今年夏令营的基地。 欲了解更多信

息，请查看下方海报: 
여름 캠프: 올해 여름 캠프는 홍콩의 팍 랩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조하세요: 
 

 
 



 

 

 



 

 

  
Dates 日期  

날짜 

Event 事件 

일정 
Details 详情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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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sign up by either clicking the 
link or by scanning the QR code 
below. 

邀请家长和同学们当天与所有科

任老师见面。请点击下方链接或

扫描二维码进行登记您的参与信

息。 

학부모와 학생은 이날 
선생님들을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미리 
예약해주세요. 
 

SLC Participation Sign-up for 
transportation and food 

arrangements/SLC 交通用餐登记表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5YoXLeM9dk6i2NIR249pUU2bFGbWAb9AuA4Czxfx5sVUNVMyOVg2OTBRWEFZUVRUSk4zMVI5Rkg5Vy4u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5YoXLeM9dk6i2NIR249pUU2bFGbWAb9AuA4Czxfx5sVUNVMyOVg2OTBRWEFZUVRUSk4zMVI5Rkg5Vy4u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5YoXLeM9dk6i2NIR249pUU2bFGbWAb9AuA4Czxfx5sVUNVMyOVg2OTBRWEFZUVRUSk4zMVI5Rkg5Vy4u


 

 

/교통 및 식사 준비를 위한 SLC 
참가 신청: 

 
To book a moment with your child’s 
teacher on SchoolsBuddy (School 
Name: Utahloy International School 
Zengcheng): 
在 SchoolsBuddy 上预订和老师会

面的时间（学校名称： Utahloy 
International School 
Zengcheng ）： 
스쿨버디에서 자녀의 
선생님과의 시간을 
예약하세요(학교명: Utahloy 
International School Zengcheng): 
https://asia1.schoolsbuddy.net/Acc
ount/Login 

Key dates 
重要日期 

주요 일정 

  • Last day of School 2023: 
Friday, June 16 

• New families welcome and 
boarders return: Sunday, 
August 20 

• First day of school: Monday, 
August 21 

 
• 2023 学年的最后一天：6

月 16 日，星期五  
• 欢迎新家庭，寄宿生返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5YoXLeM9dk6i2NIR249pUU2bFGbWAb9AuA4Czxfx5sVUNVMyOVg2OTBRWEFZUVRUSk4zMVI5Rkg5Vy4u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5YoXLeM9dk6i2NIR249pUU2bFGbWAb9AuA4Czxfx5sVUNVMyOVg2OTBRWEFZUVRUSk4zMVI5Rkg5Vy4u
https://asia1.schoolsbuddy.net/Account/Login
https://asia1.schoolsbuddy.net/Account/Login


 

 

校：8 月 20 日，星期日  
• 开学第一天：8 月 21 日，

星期一 

  

•  6 월 16 일 금요일 : 

2023 학년도 종업식 

•  8 월 20 일 일요일 : 

신입생 환영 & 기숙사생 

입소 

•  8 월 21 일 월요일 : 

새학기 시작 

June 19- June 30 

6 月 19-30 日 

6월 19일-6월 

30일 

Summer Camp in 
Pak Lap 
在白蜡举行的夏令

营 
팍 랩에서의 여름 
캠프 

Please scan the QR code below for 
more information. 
请扫描下方二维码获取更多活动

信息。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PYP  国际文凭小学课程  초등교육과정  

Year 2 students were inquiring about how food production impacts people and the 
environment. At the end of the unit, one of the actions they took was that they 
decided to make posters of No Food Waste as a warm reminder for our school 
community. They had a lot of fun planning what the posters would look like, where 
would be good locations to post them, and where can we get permission to post 
them in the canteen. Fantastic work, Year 2! We are so proud of you! 
二年级的学生最近正在进行粮食生产是如何影响人类和环境的探究学习。在这

个单元的最后，他们采取的行动之一是，他们决定制作“不浪费食物”的海报，

作为我们学校社区的温馨提醒。他们有很多有趣的想法，包括策划海报的样

式，哪里是张贴海报的好地方，以及我们在哪里可以获得在食堂张贴海报的许

可。做得太棒啦，二年级！我们为你感到骄傲！ 
2학년 학생들은 식량 생산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단원 마지막에 학생들이 한 활동 중 하나는 학교 공동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포스터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포스터의 모양, 포스터를 붙이기 좋은 위치, 식당에 포스터를 
붙이기 위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훌륭한 작업이었어요, 2학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MYP  国际文凭中学课程 중등교육과정  

After the busy and fun WWW, Y10 students switch back to their normal schedule 

and are busy with the MYP personal project. The MYP personal project is a student-

centred and age-appropriate practical exploration through a cycle of inquiry, action 

and reflection, which allows students to consolidate their learning throughout the 

programme. At this stage, all Y10 students have finished the product and working 

hard on the report writing.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personal project 

exhibition next month.   

在忙碌而有趣的 WWW 之后，十年级的同学们迅速调整状态，融入正常的日程

安排，将全身心投入在他们的 MYP 个人项目里。MYP 个人项目是一场反复探

究、行动及反思的“学生中心”，“适龄”和切实可行的探索旅程，让同学们的学习

成果在整个课程中得到巩固。在这个阶段，所有十年级的同学们都已经完成了

他们的成品，并在努力撰写报告。好期待下个月的个人项目展览！ 
다채롭고 즐거웠던 WWW를 마친 10학년 학생들은 다시 일상적인 
스케줄로 돌아가 MYP 개인 프로젝트로 바쁘게 지냅니다. MYP 개인 
프로젝트는 탐구, 행동, 성찰의 주기를 통한 학생 중심의 연령에 맞는 
실용적인 탐구로, 학생들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학습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10학년 학생들은 제품을 완성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개인 
프로젝트 전시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HKDSE 香港中学文凭课程 홍콩 중등교육과정 프로그램  

DSE Econ Summary DSE 경제학 요약 

The DSE midterm exam is being held next week, hence we have been mainly 

focusing on Economics course revision this week. Students were actively preparing 

for the exam, memorizing the exam points and discussing with each other. We also 

worked together to organize the HKDSE classroom in order to create a comfortable 

learning environment and to regulate students' study habits. 

 DSE 的期中考试就在下周，因此我们这周的经济学课主要集中在复习上面。同

学们都在积极地为考试做准备，他们对考点进行区分记忆，同学之间也相互探

讨。为了创建一个舒适的学习环境，规范学生的学习习惯，大家一起对 HKDSE

教室的物品进行了整理。 

다음 주에 DSE 중간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주로 경제학 과목 

복습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대비 요점을 

암기하고 서로 토론하는 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다잡기 위해 

HKDSE 교실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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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