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hadwick Parents, 

I hope that you and your family have had a good week of Spring Break despite all the 
ambient concerns and uncertainties and that you're enjoying the beautiful weather 
and fresh air! 

I am sorry to intrude upon your weekend, but there are a couple of updates that will 
probably be helpful to you as we look ahead to starting school again via distance 
learning on Monday. 

Almost all of our faculty and staff either remained in Korea or returned by March 15 
so that they could observe the government-mandated 14-day off-campus waiting 
period and thus be able to be back on campus when/if it reopens on April 6. We are 
all looking forward to seeing and working with your children in person as soon as it is 
safe and permissible to do so! 

Our COVID-19 Task Force has continued to meet over Spring Break with an 
internationally-recognized outside expert, Dr. Clare Dallat in Australia, to work 
through the many exigencies and ramifications of the most likely scenarios for CI 
going forward. The three scenarios that we have been concentrating on are: a) 
reopening the campus on April 6 or some later date before the end of the current 
school year; b) not being able to reopen the campus this spring; and c) reopening the 
campus this spring but then having one or more students, teachers, or staff become 
infected. 

As we work through these scenarios, we are keeping student/faculty/staff health and 
safety as our top priority, followed by student/faculty/staff overall wellbeing 
(psychological, emotional, and social) and our students' education.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Dr. Dallat and to consult medical and government authorities as we go 
forward. There are many factors to be considered and of course many unknowns, so 
we have continued to take a very structured approach, ably led by Dr. Dallat. I'll 
share more detail about this with you soon. 

One thing that is very clear is that, in order to reopen our campus, we will have to 
have viable processes and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students, faculty, and staff. This, in turn, means that we will need to have effective 
means to ensure 1. that anyone who comes on campus is healthy and 2. that all 
students, faculty, and staff are able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and practice other 
proven health-preserving behaviors throughout the school day. We continue to study 
the procedures and safeguards that we will need to have in place, as well as the steps 
and modifications we may need to make within the school day to ensure that we can 



keep everyone safe while on campus. We will share our findings with you once we 
have completed our study. 

We already know tha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first prerequisite - that anyone 
who comes on campus is healthy - we continue to need your help. We are very 
pleased that parents of 1100 of our 1300 students have completed the Travel 
Declaration so that we can be sure that the government-required 14-day waiting 
period after traveling abroad has been observed. If you have not completed the form 
yet, please do so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In addition, we need all our students to continue conscientiously social distancing as 
requested by the medical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One concern that we have 
is that some of our students are continuing to attend hagwons or other gatherings, 
sometimes via crowded vans or buses, at which social distancing is not possible. 
While we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reasons for parents to provide these activities 
for students, in the higher interest of our whole school community’s health and safety 
and in order to be able to reopen our campus as soon as possible,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you make effective social distancing your top priority for your child and 
avoid any such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s. 

As you may have heard,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is considering whether to 
keep the April 6 campus reopening date or delay it further. If the latter, they are also 
considering whether to institute distance learning in the public schools in the 
interim. They expect to make an announcement Monday or Tuesday next week. We 
will inform you of our plans at CI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MOE’s announcement. 

While we recognize that we might eventually not be able to reopen our campus this 
year for safety reasons, I want to let you know that, for the time being, we will 
continue to consider all three scenarios mentioned above rather than choosing and 
pursuing a single one. We currently have no plans to either shorten or extend the 
school year. 

As we return to school on Monday via distance learning, we do very much want to 
support you and your child as best we can. Please be in touch with your child’s 
teacher(s), your division principal, or Assistant Head Mr. Bobby Fagogenis, or send a 
message to the Head of School’s Suggestion Box if you have concerns, questions, or 
suggestions. Our teachers and staff members have worked very hard to support our 
students and their learning thus far, and we want to continue to do so as we all head 
toward the end of the school year. 

Many thanks as always for your kind attention, your understanding, and your 
support. Together, we can continue to make the best of this challenging situation, 
and emerge a stronger and better school and community on the other side. 

Very best wishes to you and your family! 

  

Yours, 



  

 

Ted Hill 

Head of School 

Chadwick International  

 

채드윅 국제학교 학부모님께, 

여러분과 가족 모두 현재의 걱정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즐거운 봄방학 주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아름다운 날씨와 상쾌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이런 메일을 드려 죄송하지만 월요일 원격 학습으로 학교를 재개하기 

전에 몇가지 업데이트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교사진들은 대부분 한국에 머무르고 있거나 3 월 15 일 전에 귀국함을 

통해 출국한 사람들은 14 일 동안 캠퍼스를 출입할 수 없는 규정을 지켰습니다. 

이로써 4 월 6 일 개교 전 캠퍼스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상황이 안전해지고 허락되는 한 하루빨리 여러분의 자녀를 직접 만나 지도할 수 

있길 저희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봄방학 기간에도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호주인 외부 

전문가 Dr. Clare Dallat 과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졌으며, 여러 긴급 상황과 

파생되는 결과의 시나리오들 속에 본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세가지 주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4 월 6 일 혹은 올해 학기가 끝나기 전에 캠퍼스를 오픈하는 경우, 둘째, 

봄학기 중 캠퍼스를 오픈하지 못할 경우, 셋째, 이번 봄학기 중 캠퍼스를 

오픈했으나 학생, 교직원 중 한명 혹은 그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전반적인 



웰빙(심리적, 감정적, 사회적)과 학생들의 교육이 그 다음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Dr. Dallat 과 함께 연구해나갈 것이고, 의료계와 정부의 지침 

또한 참조할 것입니다.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물론 대부분이 불확실한 

것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뛰어난 전문가인 Dr. Dallat 와 함께 매우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곧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캠퍼스를 다시 열기 전에 우리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과정들과 방법들을 펼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방책이 필요합니다. 1. 캠퍼스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2.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기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는 모든 구성원이 학기 중에 캠퍼스 내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지 모르는 절차와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교의 규칙들이 세워지는 대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번째 전제조건(캠퍼스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1,300 명의 

학생 중 1,100 명의 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 여행 신고서를 작성해주신 점에 대해 

저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희는 해외 여행 후 14 일간 증상을 

지켜봐야 하는 교육부의 정책을 잘 이행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여행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의료계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양심적으로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는 몇몇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원을 

다니고 다른 모임들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붐비는 승합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공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는 자녀를 위해 이러한 활동들을 제공해야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전교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우선됨을 통해 하루빨리 캠퍼스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선순위로 지켜주시고 위험한 

상황들을 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교육부는 4 월 6 일 개교여부 및 연기 가능성을 여전히 

고려 중에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펼쳐질 경우, 공립학교 역시 임시적으로 원격 

학습을 실행하는 것을 또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 

발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부 발표 후 가능한 빨리 본교의 

계획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안전상의 이유로 결국 올해 안에 학교를 다시 오픈하지 못할 경우도 

고려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교는 단순히 한 가지 

시나리오만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수업일수를 줄이거나 학기를 

연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월요일 원격 학습을 통해 수업을 재개하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자녀를 

지원하길 원합니다. 질문이나 제안, 우려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자녀의 선생님, 

학부 교장 선생님, Mr. Bobby Fagogenis 총괄 교감, 또는 Head of School’s 

Suggestion Box 을 통해 연락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직원 

모두는 우리 학생들과 그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 지지에 진심으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함께라면 더욱 강하고 훌륭한 학교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테드 힐 

총괄 교장 

채드윅 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