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I Community, 

As you know,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OVID-19 situation has evolved 
swiftly over the last 24 hours. We have been explicitly requested by the Incheon 
Office of Education to comply with the government’s mandate to all public schools to 
keep their campuses closed until March 9. We believe that it is prudent and 
appropriate on several levels for CI to comply with this direct request. 

Therefore, we will close the campus and return to distance learning 
effective tomorrow; we plan to re-open the campus for school on March 
9. After-school activities will be suspended until then. You will be hearing specific 
plans from your child’s division principal this afternoon, and faculty will 
communicate their plans either later today or first thing in the morning. 

We are of course very sorry to have to take this step, but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oing whatever we can as the government and medical community address this 
crisis.  This is also an opportunity to apply what both students and teachers learned 
from our recent experience in order to support and foster students’ distance learning. 

If your child needs to retrieve something from school, please do so today by 6:00 pm, 
as the campus will be closed from then until March 8. 

If you are thinking of leaving the country, please know that we will continue to hold 
school virtually, Monday through Friday, from approximately 8:00 AM to 4:00 PM 
KST. Please keep this in mind if you are considering having your child(ren) travel to 
a significantly different time zone. To help us with our planning, please fill out 
the travel declaration form if you intend to travel, either within Korea or abroad.  

If the current plan holds, we will not need to modify the school calendar in terms of 
Spring Break or summer vacation. We will let you know immediately if this changes. 

If you have additional questions, concerns, or suggestions, please continue to direct 
them to our Assistant Head of School, Mr. Bobby Fagogenis, at 
bfagogenis@chadwickschool.org. 

I want to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understanding and support. I know that this 
situation is uncertain, challenging, and unsettling for many people. It is in times like 
these that having a strong, values-based community like Chadwick’s is most valuable. 
I know that we will all put our minds and hearts together in the coming days to 
support our students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o show them by ou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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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 community and how each individual can lead by example in times of duress. 
That is our challenge and our great opportunity. 

 

Yours sincerely, 

 

 

Ted Hill 

Head of School 

Chadwick International  

 

채드윅 국제학교 커뮤니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난 24 시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본교는 인천 교육청으로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개학 시기를 3 월 

9 일로 연기한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본교는 이러한 

직접적인 요청을 준수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교는 캠퍼스를 닫고 내일부터 원거리 학습을 진행할 것 이며, 3 월 

9 일에 학교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방과후 활동도 모두 중단됩니다. 

오늘 오후에 자녀의 해당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메일을 

받으실 것 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각 교사들로부터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아침에 원거리 학습 계획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에 두고간 물건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면 오늘 오후 6 시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 3 월 8 일까지는 학교에 출입을 못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원거리 학습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최근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일 출국할 예정이 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아시길 바랍니다. 만일 시차가 한국과 굉장히 

다른 나라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은 이 점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국내 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여행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봄방학 또는 여름방학 등의 출석일수 조절은 필요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변경이 있을시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우려 사항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바비 파고제니스 총괄 

교감선생님(bfagogenis@chadwickschool.org)에게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원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불확실하고 

도전적이며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채드윅과 같은 

강력하고 가치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갖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효과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며 또한 아마도 더욱 중요하게 우리의 행동이 이런 힘든 시기에 커뮤니티와 

각 개인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 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이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드 힐 

총괄 교장 

채드윅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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