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 Skinner, 부총장, 나이아가라커리리:
COVID-19 업데이트
나이아가라컬리지 총장 Sean Kennedy 의 메시지와 더불어 COVID-19 및 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데이트를 안내하고저 합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COVID-19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학생, 직원 및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 빠
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행
여행 주의 통지가있는 국가로의 불필요한 여행은 취소 합니다. 특별한 사례별로 고려해야 하는 여행이 필
요한 경우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한적입니다.
비상 계획 / 학기 수료
현재 수업이 취소 되었지만 ,각 학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기수업 및 학기 수료와 관련해서 계획이 진행 중이
며, 학생들이 현재 상황이 변경 되어도 학기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폐쇄와 관련하여 어제 온타리오 교육부의 발표는 공립 초등 및 고등학교에만 적용됩니다.
대학 행사
3 월 28 일 예정된 스프링 오픈 하우스가 취소되었습니다. 다른 교내,교외 이벤트의 경우 Health Canada
가 제공하는 이벤트 기준을 사용하여 사례별로 검토하게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의해 안내되겠습니
다. 특정 대학 행사가 진행될 경우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COVID-19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든 수준의 공중 보건 당국과 협의함에 따라 보건 및 안전 측면에
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취하면서 공중 보건 권장 사항 및 지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대학 전체의 손 소독제와 스테이션 수를 늘리고,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고, 손씻기 및 기침
에티켓과 같은 예방 조치를 공유하고, 병원용 소독제 사용을 포함한 청소 서비스를 향상 시켰습니다. 캠퍼
스의 모든 공용지역과 사용시설을 병원수전의 청소 및 소독 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학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니터링, 상담 및 조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는것을 목표로 공중 보건 당국의 권장 사항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아프면 집에 계십시오. 몸이 좋으면 돌아 오십시오.
•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 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휴지 나 소매로 덮으십시오.
• 악수를하지 말고 아픈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지 마십시오.
• 개인 물품을 공유하지 말고 자주 접촉하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여행 주의 통지가있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자를위한 특정 권장 사항 및 공중 보건 자료를 포함한 자세한 정
보와시기 적절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당사의 전용 COVID-19 웹 페이지 (www.niagaracollege.ca/healthservices/coronavirus/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