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Members of the CI Community, 

We hope you all are staying healthy throughout this unexpected school closure 
period due to the severe COVID-19 outbreak in South Korea. The severity of the 
epidemic has surpassed all previous expectations, making this epidemic one of 
South Korea’s most catastrophic events in history.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has now exceeded 8,000 in Korea, 
plunging the entire nation into deep fear and trepidation. It is precisely at times like 
this, however, that if we are to achieve our collective mission to become global 
citizens, we should then have the courage to do our small part to help our friends 
and compatriots. 

Thus, as the student representatives of the school, the Upper School Student 
Council has initiated a fundraising campaign for COVID-19 among the whole CI 
community, including all students, parents, and faculty/staff members. 

This fundraising campaign will be hosted from today to March 29th, 6: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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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ssociation currently provides health aid kits to those 
suffering from the COVID-19 — kits for the medical staff, kits for patients under 
quarantine, and disease prevention kits for people suffering from poverty. As of now, 
many citizens and celebrities have donated to this association, wanting to help 
resolve the dangers of the epidemic. Due to the large support, the organization has 
already provided 220,000 kits to people suffering from COVID-19. 

If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is ear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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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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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members of the Chadwick community, we are held by two of our Core Values — 
responsibility and compassion — to help support those in need. Let us uphold these 
essential virtues, striving to develop as the model global citizens we always aspire to 
be. Let us lead by example.  

Best reg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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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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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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사태로 인한 학교 휴교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생회 대표로써 모든 채드윅 

국제학교 커뮤니티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현재 COVID-19 국내 확진자 수가 8,000 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저희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의 단합된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며 저희 학교의 국제 시민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회 대표로써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분들까지 모든 채드윅 

국제학교 커뮤니티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COVID-19 모금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금 캠페인은 오늘부터 3 월 29 일 오후 6 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부된 

금액은 현재 한국의 COVID-19 사태의 주요 재난 구호 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Hope Bridge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에 직접 기부될 

것 입니다. 이 단체는 COVID-19 의료진을 위한 키트, 자가격리중인 환자를 위한 

키트,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위한 질병 예방 키트와 건강 보조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많은 뜻 있는 시민분들께서 COVID-19 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이 단체에 기부하였고, 대규모 지원으로 이 단체는 COVID-19 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현재까지 22 만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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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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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채드윅 국제학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Core Values 인 책임감 

(Responsibility) 과 배려심 (Compassion) 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힘든 시기에 사회에 모범을 보이며 한 발짝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드윅 국제학교 학생회 총학생회장 조용인, 10 학년 총무 이기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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