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n Kennedy NC 총장 메시지 : COVID-19
관련 업데이트

COVID-19와 관련된 전례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있으며, 온타리오주의 긴급 상황 선언을 포함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현 상황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나이아가라 칼리지 커뮤니티와 함께 나이아가라 칼리지
의 학생,직원,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저 합니다.
교내 대면수업 취소기간 연장 및 직원의 원격 근무

본교 교수진과 교직원은 학생들이 4 월 17 일까지 겨울 학기를 마치도록하기 위해 대안적인 전달 전략을 개
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월 23 일에 온라인으로 재개되는 수업은 겨울 학기가 끝날 때까
지 온라인으로 계속 제공됩니다. 캠퍼스 내 대면 활동은 4 월 6 일 이전에 재개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확인하고 승인한 주요 직원을 제외하고 학교 교직원은 최소 4 월 6 일까지 원격으로 계속 업무를합
니다.이 기간 동안 많은 캠퍼스 서비스가 온라인 또는 가상으로 제공됩니다. 대학 서비스에 관한 최신 정보
는 온라인 FAQ online FAQs 를 참조하십시오.
현장실습, 코업 및 임상실험등 취소

나이아가라 대학은 안전과 복지 지원에 대한 특정 견해로 COVID-19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배치, 협
동 조합 및 임상을 포함한 모든 겨울 학기 현장 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이 결정이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및 부서팀등은 학생들이 성
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료 할 수 있도록 계획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코업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프로그램이나 부교수로부
터 더 많은 정보를 받게됩니다. COVID-19에 대한 나이아가라 칼리지의 답변에 관한 최신 정보와 공중 보건
정보 링크는 나이아가라 칼리지의 웹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 : 봄학기 시작관련

나이아가라 칼리지는 현재 정부 조치가 봄 학기 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옵션과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변경 될 경우 가능한 한 많은 통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제
공 될 때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재정적 어려움, 식량 부족 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직면 한 학생들을위한 지원

이러한 예외적 인 상황에서 학생들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식량 부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담 또는 의뢰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현재 서비스가 원격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러
한 모든 문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캐네디언 학생들중 재정적 어려움이나 식량 부족을 겪고있는 국내 학생들은 긴급 대출, 식료품 바우처 또는
매장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finaid@niagaracollege.ca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음식이나 기타 필수품이 필요하거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유학생은 국제 학생 상담사에게 문의해야합니다.
국제학생 어드바이저 목록은 www.niagaracollege.ca/students/academics/advisin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담 / 의뢰 또는 상담을 위해 이러한 서비스는 전화를 통해 또는 거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됩
니다. notifyHWAS@niagaracollege.ca 에 문의하십시오.
캠퍼스 내에서 개설 및 폐쇄 된 사항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목록은 교내 정학에 대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on-campus class suspension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 운영 변경

교내 음식 서비스는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알림 : 제한된 캠퍼스 액세스

이전에 발표 한 바와 같이, 대학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캠퍼스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나이아가라 칼리지 학생, 직원 및 계약 직원 만 출입 할 수 있습니다. 입국하는 사람은 로그인 및 로그 아웃
하고 대학 ID를 제시하고 입국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합니다.

• Welland 캠퍼스의 모든 출입은 AHI 정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캠퍼스는 메인 출입
구와 Marotta Family Innovation Complex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캠퍼스는 오전 7 시부 터 오후 4 시까 지 개장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 떠난 사람 오후 4시 이후에는 직원이
출입 할 수 없으므로 캠퍼스 보안 사무실에서 로그 아웃해야합니다. 과
• 위에 명시된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 나가십시오.

우리 대학 커뮤니티의 모든 회원들에게 전례없는 경험과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내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본교의 리더십 팀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날마다 변화하는 많은 요소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있는 가장 최신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