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Members of the CI Community, 
 
First and foremost, we want to greatly thank all of you who have sent their contributions 
to the fundraising campaign. The severity of the epidemic has now become one of the 
world’s most catastrophic events in history, and we are truly grateful that our CI 
community is taking tremendous part in helping the world become a safer and healthier 
environment.  
 
The Upper School Student Council has decided to extend the fundraising period for 
two more weeks until April 13th, 4:00 pm. As being said before, the money collected 
will be directly donated to the Hope Bridge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the 
leading disaster relief organization for the current COVID-19 situation in Korea. 
 
If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is fundraising campaign, please send your 
contribution online by transferring your sum to: 
 

• Bank Name: Shin Han Bank 
• Account Number: 5620-66000-01828 
• Account Holder: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Songdo 
• Fundraising Period: 3/11 - 4/13 16:00 

 
Please send your money in the following format with the student’s name: English 
Name, Last Name, Grade Level (Ex. Jason Cho, 12). After the campaign is over, all 
donor lists will be posted on the school website.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email songdo-
studentcouncil@chadwickschool.org. 
 
We again greatly appreciate all of those who’ve already sent their contribution to this 
fundraising campaign. We look forward to updating you on our community’s progress! 
 
With sincere thanks, 
Jason Cho — All-Student-Body President and Chris Lee — 10th Grade Social Chair 
on behalf of Chadwick International Upper School Student Council 
 

 

 
 

 

채드윅 국제학교 커뮤니티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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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등부 학생회에 소속되어있는 조용인 (Jason Cho), 이기혁 (Chris Lee) 입니다. 

먼저 저희가 계획한 COVID-19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채드윅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고등부 학생회는 COVID-19 모금 캠페인의 기간을 4월 13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금에 참가해주신 분들의 기부금은 모두 현재 

한국의 COVID-19 사태의 주요 재난 구호 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Hope 

Bridge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에 직접 기부될 것 입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계좌번호로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은행: 신한은행 

• 계좌번호: 5620-66000-01828 

• 계좌명: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Songdo 

• 모금 기간: 3/11 - 4/13 16:00 

 

입금자명은 학생이름과 학년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기혁, 10 또는 Chris Lee, 

10) 캠페인이 종료된 후, 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기부자 명단을 올릴 예정입니다.  

 

혹여나 이 COVID-19 모금 캠페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songdo-

studentcouncil@chadwickschool.org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이러한 의미있는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채드윅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를 기원합니다! 

 

채드윅 국제학교 학생회 총학생회장 조용인, 10학년 총무 이기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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