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가라 대학생들을 위한 긴급 제공지

내일 온라인 및 원격강의가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은 COVID-19로 인해 모든 학생, 나이아가라 대학 직
원 및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다음과 같은 조치와 지침을 숙지 할 것을 강력
히 권장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나이아가라 칼리지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다
음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캠퍼스에 오지 마십시오 :

우리 캠퍼스에 대한 접근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칼리지 학생들은 예외적 인 상황에
서만 캠퍼스 방문이 허용됩니다. 공중 보건의 권고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으로 인해 캠퍼스 내
컴퓨터 액세스는 과거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학생들은 각 학생이 컴퓨터에 액세스 할 수있는 시간에
대한 대기 시간과 제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액세스는 오전 10 시부 터 오후 3 시까 지입니다.
교내에는 직원들이 원격으로 일하기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음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직접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격으로 학생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방법 또는 학생이 이용할 수있는 지원
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click here클릭하십시오.
지난 14 일 동안 미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 한 경우 14 일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
해야하며 어떠한 이유로 든 캠퍼스에 올 수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3 월 13 일부터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캐나다로 돌아 오는 사
람은 증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4 일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해야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여행과 관
련된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정부 웹 사이트here를 방문하십시오. 자체 격리 및 자체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은 전용 COVID-19 웹 페이지dedicated COVID-19 web page의 오른쪽 메뉴에 있습니다.
여행 한 사람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메일로 이메일 (HWAS@niagaracollege.ca) 로도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

COVID-19의 확산을 막기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어디에서나 사회적 분산입니다. 예외적 인
상황으로 캠퍼스에 출입한 모든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사회적 차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합니다.

•다
 른 팔과 최소 두 팔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서로 손을 뻗고 서로 닿을 수 있으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 악수 나 포옹 대신 웨이브(제스처)로 인사하십시오.

정보를 유지

전례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추가 조치 나 변경 사
항이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Blackboard와 Niagara College 웹 사이트Niagara College
website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