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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0일 

 

시온한국학교 학부모 및 교사들께, 

 

코로나 19범유행으로 혼란한 가운데,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예기치 않게 닥쳐온 코로나 19 범유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지난 3월초부터 3월 27일(금)까지 

한국학교를 임시휴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5일(수)에, 메릴랜드 주 교육감인 Karen 

Salmon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메릴랜드 안의 모든 공립학교가 4월 24일(금)까지 휴교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4월 한 달간, 한국학교의 학사일정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극적인 회복으로 5월에 학기가 재개된다고 해도, 3일간(5월 1일, 8일, 15일) 

수업이 진행되게 되어, 전체 수업일수의 50%만 충족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학기를 

재개할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로 무리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아울러 5월의 상황을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그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학교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길고 치밀한 논의 끝에, 이번 2020학년도 

봄학기를 조기종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기종강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학비 환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비례할당(Proration)을 

원칙으로 봄학기 학비 중 수업일수를 제외한 날에 대한 학비를 산정하여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각 가정에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한국학교체크로 돌려드리는 것 

2) 2020학년도 가을학기 학비에 적용하여, 돌려받으실 금액만큼 학비할인을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제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이메일(thezion1979@gmail.com)이나 카톡(백승인 

교감)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1)번 곧, 한국학교체크로 돌려받으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받으시는 분(Pay To The Order)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4월 중으로 

체크를 발행하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범유행으로 인하여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중이시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모두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20학년도 가을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온한국학교감 

백승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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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0, 2020 

 

To The Parents and Teachers of Zion Korean School, 

 

Is your family okay within this chaotic situation due to COVID-19 Pandemic? 

 

As you went through, due to COVID-19 pandemic, Zion Korean School has been unexpectedly closed 

since the beginning of March. In addition, on the last Wednesday (March 25th), the Maryland State 

Superintendent, Ms. Karen Salmon, announced the extension of the closure of all the Maryland public 

schools till April 24th(Friday).  

In response to that official decision, inevitably, our school cannot proceed our curricular activities. 

Even though this situation would be dramatically freed from COVID-19 in May, we have only three 

days(May 1st, 8th, 15th) for the classes, which satisfied just 50% of curricular schedule. Even if so, we 

may consider that there will be various challenges to overcome as well as unanticipated circumstances 

in May. So, we cannot guarantee the classes in May. 

For these reasons, The board of trustees of  Zion Korean School was gathered together and decided 

to early close this spring semester 2020 after lengthy and detailed discussions.  

 

Related to the early closure, the board discussed about the tuition refund and decided to return the 

tuition excluding the classes in February to you or your family in one of the following two ways based 

on proration.  

1) Refund by Zion Korean School Check 

2) Refund Amount Credited to Fall Semester 2020 

 

Please choose one way and reply to us via email (thezion1979@gmail.com) or Kakao Talk(백승인). If 

you choose 1) above, then please let us know “Pay to the order.” Then, the school will issue the check 

and send it to you via postal service in April.  

 

Due to COVID-19 pandemic, all of us are going through various difficult and hard situation. We are 

praying for God’s protection and help for everyone. 

 

Hope to see you all healthy in Fall Semester 2020… 

 

Director of Zion Korean School 

 

Seung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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