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CI Parents,

A dozen members of the CI Response Team met again today to continue to respond
to the multitude of educational and other issues that have resulted from the rapidly
evolving COVID-19 situation in Korea. For the first time, we held the meeting
virtually, using the online platform Zoom.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there
were definitely some challenges: the sound didn’t work right, people were talking
over one another, and it was slow. However, as the meeting went on, the systems and
collaboration continued to improve and all parties were able to contribute to the
meeting.
If I were to ask those in the meeting what they would have preferred, I imagine that
the great majority would have chosen a face-to-face meeting. We believe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feel the same way about
distance learning: it’s not why we are at Chadwick, and it is hard, new, and not
without challenges.
At this time in Korea and throughout the region, however, distance learning is the
prime vehicle for schools like Chadwick that have the ability to continue to foster
both asynchronous and synchronous learning despite our campus being closed.
To do so effectively, we need our community to continue to provide us feedback on
what is working and what needs to be fine-tuned. Parents are our partners in this
journey, and through clear communication channels, we intend to improve and
ultimately deliver the highest quality of distance education possible.
We would like to clarify or reiterate how you can best provide us with your feedback:


As during “normal” times, please don’t hesitat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your child's teacher(s): they would like to hear from you. If you're not
comfortable speaking or writing in English, please call or write to your child's
division office and they will be happy to translate for you.



The division principals have sent out parent surveys. We will make
adjustments to our program accordingly and send another survey next week to
ascertain whether things are going better.



You can also leave comments in the Head of School’s Suggestion Box;
however, these are anonymous so, unless you give your name, we will not be
able to respond directly to you.



For specific concerns connected to divisional Distance Learning programs,
please connect with the division principals. If you provide your name, you can
expect a response within 24-48 hours of sending the message.



For any other concerns, you can contact our Assistant Head of School, Mr.
Bobby Fagogenis, at bfagogenis@chadwickschool.org.

Division principals will be providing messages to parents at least twice a week and
updates on any developments or enhancements that have occurred in the division as
a result of student, teacher, and/or parent feedback.
When we are eventually able to return to “regular” school on campus, we will once
again consider what our students have learned while away from campus and we will
make adjustments over the remainder of the school year if and as needed.
Thank you again for all your efforts, understanding, support, and feedback as we all
try our best in a very uncertain and challenging time.

Yours,

Ted Hill
Head of School
Chadwick International

채드윅 국제학교 학부모님께,

채드윅 국제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십여명은 오늘,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 19 로 기인한 다양한 교육 및 기타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Zoom 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화상미팅을
열었습니다. 미팅 초반에는 물론 여러 어려움들이 보였습니다.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한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가 하면, 속도도 더뎠습니다.
하지만 미팅이 지속될 수록 시스템은 향상되었고 저희는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팅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어떤 회의 방식을 선호하냐고 묻는다면, 다수가
대면 미팅을 꼽을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과, 교사진, 학부모님들 모두가 원격
학습에 대해 동일한 느낌을 받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채드윅에
있는 이유가 아닐 것이며, 물론 어렵고 새롭고 도전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내에서 국내 전지역에 걸쳐 원격학습이 수업 운영의 주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채드윅과 같이, 캠퍼스 문을 닫음으로 인해 동일한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동시 진행되는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교들은 원격 학습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반면 어떤 부분이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번 여정에서 저희의
파트너이시며,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통해 우리는 이 원격 학습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운영”시간 중에는 언제든 자녀의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길 원합니다. 영어로 의사소통
하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의 학부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부 사무실에서 기쁘게 번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각 학부 교장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 양식을 보내 드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 다른
설문조사를

실시함을

통해

반영된

것들이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총괄교장의 Suggestion Box 에 의견을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되지만, 성함을 남겨주시지 않으면 응답을 전달드릴 수 없습니다.



학부별 원격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체적인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학부
교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8 시간내에 답변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24-



다른

우려사항들은

바비

파고제니스

총괄교감(bfagogenis@chadwickschool.org)에게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부 교장들은 한 주에 두차례 이상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부별 발전사항이나 개선점에 대한 메시지를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캠퍼스로

돌아오게

되면,

캠퍼스를

떠나

있었던

시간동안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남은 학사 운영 기간동안 프로그램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이

매우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시기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열심을

쏟아주시고, 이해와 지지, 피드백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드 힐
총괄 교장
채드윅 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