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Parents,  

 

Over the last few days, the school has been monitoring the progression of the 

Coronavirus, not only in China and Hong Kong but also here in Korea. Public 

and international schools in the region have responded in a variety of ways. At 

this time, we have received wor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if 

students/teachers/staff had visited Hubei, China specifically, that they would 

be asked to stay home for the duration of 14-days. Currently, we do not know 

of any community members that have been in the region. 

 

However, as a precautionary measure and in the interest of the health and 

safety of all members of our school community - students, faculty,  staff, and 

parents - Chadwick International is requesting that any community members 

who have visited China or Hong Kong over Lunar Break to take the following 

steps: 

 

 Clearly communicate with the division office via phone or email that 

you and/or your child has visited China or Hong Kong over Lunar break. 

 

 Do not attend or visit school until at least Monday, February 3, 

2020. Please note, that the homeroom teacher(s) will be communicating via 

email or Google Classroom work that can be completed during time away 

from school. 

 

At this time all scheduled programs are intending to run as planned.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and we will communicate any 

updates as soon as we can. If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at bfagogenis@chadwickschool.org.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nd support as we all navigate this 

situation. Thank you for adhering to the protocol above, out of respect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all members of our close-knit Chadwick community. 

 

Respectfully, 

mailto:bfagogenis@chadwickschool.org


 
 
 

 

Bobby Fagogenis 

Assistant Head of School  

Chadwick International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동안, 본교는 중국과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공립학교나 국제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학생들이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후베이 지역을 방문하였다는 본교의 일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으로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본교는 음력 설 (구정) 기간 동안 중국 본토나 홍콩으로 

방문한 본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아래와 같이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 및/또는 자녀가 구정 기간동안 중국 본토나 홍콩 방문을 하였다면 

아이의 학교 사무실에 전화나 메일로 연락하여 의사소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월요일까지 학교에 출석하거나 방문하지 마십시오. 

결석시에 담임 교사는 아이의 이메일이나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학교 수업 

내용을 전달할 것 입니다.  

 

현재는 예정된 모든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실행될 것 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고 가능한 한 빠른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할 것 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걱정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bfagogenis@chadwickscho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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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채드윅 국제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와 같은 학교의 방침에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비 파고제니스  

총괄교감 

채드윅 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