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hadwick Par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is afternoon that, for public health and 
safety reasons, the opening of public school campuses in Korea will be postponed; a 
new date for reopening them was not announced. Korean public schools will reopen 
via distance learning beginning April 9 in some grades and a week later in others. 
Chadwick will follow this direction from the Ministry; we will keep our campus 
closed and continue distance learning until further notice. 

We know that this may be very challenging for many students, faculty, and parents. 
As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Yoo Eun-Hae said this 
afternoon, “we would like our parents to show affection and trust to our teachers, 
who will be making a full effort.” We also extend our love and trust to our students 
and their parents, who will also be making a full effort. All of us are called upon to 
make sacrifices and to do our civic duty in order to help end this health crisis. 

Please feel free to send any questions or concerns to Assistant Head of School Bobby 
Fagogenis at bfagogenis@chadwickschool.org regarding the COVID-19 situation, and 
please contact your child’s division principal regarding any distance learning-related 
questions or comment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understanding and support as we work together to 
safeguard our school community’s health and safety, and to provide our students the 
best education we can under the circumstances. 

Yours sincerely, 

  

 

Ted Hill 

Head of School 

Chadwick International  

 

채드윅 국제학교 학부모님께, 



교육부는 오늘 오후, 공중 보건과 안전 상의 이유로 국내 공립학교들의 등교 

개학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등교 개학의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립학교들은 4월 9일부터 학년별로 순차적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드윅 국제학교는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며, 이에 따라 캠퍼스 문을 

닫고 다음 정책이 나올 때까지 원격 학습을 지속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정이 많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교사진과 학부모님들께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발표에서 “교사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도록 학부모들께서도 교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또한 최대한의 헌신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에게도 애정과 신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가 끝날 수 있도록 희생정신과 시민의식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코로나 19 와 관련한 질문이나 제안 사항은 Bobby Fagogenis 

(bfagogenis@chadwickschool.org) 총괄교감에게, 원격학습과 관련한 내용은 각 

학부 교장선생님에게 연락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드 힐 

총괄 교장 

채드윅 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