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Chadwick Parents and Students,
I hope you enjoyed Parents’ Day!
As I wrote to you on Wednesday, because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school community
is our top priority, we continue to plan for all the details that will need to be addressed
safely if we do reopen the campus this school year. The timing and manner of returning
to campus must be and will be driven by our ability to have our students, faculty, and
staff comply with the operational safety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eeping with the MOE guidelines, we will need to make many changes to our
previous daily routines at Chadwick. We want to share with you this video, which gives a
sample of some of these many changes and safety measures. Next week, we will share
more specific information and procedures tailored to the needs of each division.
Again, we want to emphasize that this planning and these changes are essential to our
ability to hold school safely on campus again - whenever it is appropriate to do so. As we
communicated, we will update you on our plans next week.

Last week, the Korea Times featured Chadwick in an article on distance learning. As
schools around the world have had to adapt to teaching and learning online, we hope
that our experience can serve as a road map for others. While this hasn’t always been
easy, our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have all put forth a tremendous effort and we
should all be proud of all that we have accomplished together.

With very best wishes for you and your family,

Ted Hill
Head of School
Chadwick International

채드윅 국제학교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행복한 어버이날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것 처럼,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캠퍼스에 복귀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상세 내용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귀는 교육부가 제공한 운영 안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 생활 중 일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전 유지를
위해 바뀐 내용은 다음의 샘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별 (초등,중등,고등)로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이 계획과 변화는 -언제든 적절한 시점에 한하에 - 다시 교내에서 수업을 안전하게
진행하는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 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계획에 대해 다음주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채드윅 국제학교의 원격 수업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코리아타임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전세계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에 적응중으로,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곳에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두가 함께 한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테드 힐
총괄 교장
채드윅 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