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west Baptist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COVID-19 Safety Plan
Northwest 는 COVID-19 펜데믹 기간 동안 학생, 교직원 및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Langley 의 Trinity Western University (TWU) 캠퍼스의 Fosmark Centre 에 위치한 ACTS Seminaries
컨소시엄의 일원으로서 TWU 에서 제정한 COVID-19 Safety Plan 의 프로토콜을 준수합니다.

TWU 의 안전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과 더불어, Northwest 는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 학생 유치에 있어 대학과 대학원을
위한 BC Go-Forward Guidelines 지침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프로토콜 및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이 Northwest
안전 계획은 TWU 계획과 일치하며, 이 추가 정보는 특별히 Northwest 의 학생, 직원 그리고 교수진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계획과 실행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
•
•
•

Northwest 의 보건 및 안전위원회로 연락하십시오:

Dr. Kent Anderson, President – kent@nbseminary.ca
Ruth McGillivray, Chief Operations Officer – ruth@nbseminary.ca
Phoebe Hwang, Korean Program Student Services – phoebe@nbseminary.ca
Dianne Gleave, Office Manager & Student Services – dianne@nbseminary.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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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U COVID-19 Safety Plan 에 따른 Northwest 의 협력
The Trinity Western University (TWU) COVID Safety Plan 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wu.ca/sites/default/files/twu_safety_plan_august_20_2020_1.pdf.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TWU Safety Plan 에 대한 준수와

TWU Safety Plan 과 다른 부분을 설명합니다.

참고 : TWU 문서의 섹션 1 과 2 는 총장과 TWU Health & Safety Task Force 의 Letter 입니다. 프로토콜과 절차는 섹션
3 부터 입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의 섹션은 각 섹션 아래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Section 3: Roles and Responsibilities (역할과 책임)
Northwest 의 학장 및 디렉터, 교수진, 직원 그리고 학생은 TWU COVID Safety Plan 에 따라 할당된 역할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All Employees –
Staff and Faculty
모든 직원과 교수진

Leadership Team
리더십 팀

- Complete TWU COVID-19 Employee Safety Training, Initial Self-Assessment &
Declaration
- Review the requirements of the TWU and Northwest COVID-19 Safety Plans
- Follow TWU and Northwest COVID-19 processes, policies, and protocols
- TWU COVID-19 직원 안전 교육 완료, 초기 자체 평가 및 선언
- TWU 및 Northwest COVID-19 Safety Plan 의 요구 사항 검토
- TWU 및 Northwest COVID-19 프로세스, 정책 및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 Review requests for campus access from Northwest employees
- Determine which programs and services are approved for on-campus activity
- Set priorities and approves processes, policies, and responses to COVID-19
- Northwest 직원의 캠퍼스 액세스 요청 검토
- 캠퍼스 내 활동에 대해 승인 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결정

Health & Safety
Team
건강과 안전 팀

Deans and
Directors

-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COVID-19 에 대한 프로세스, 정책 및 대응을 승인

-

Northwest 의 Safety Plan 에 대한 학생, 교직원, 교직원 및 지역 사회 질문에 답변
필요에 따라 TWU 및 ACTS Seminaries 캠퍼스 서비스와 건강 및 안전 담당자와 연락
Follow and disperse TWU COVID-19 processes, policies, and protocols.
Assess and monitor on-campus needs for Northwest employees, students, and
services
TWU COVID-19 프로세스, 정책 및 프로토콜을 따르고 확산시킵니다.
Northwest 직원, 학생 및 서비스에 대한 캠퍼스 내 요구 사항 평가 및 모니터링
Complete TWU COVID-19 Student Safety Training, Initial Self-Assessment &
Declaration before accessing campus

Provide Leadership Team with COVID-19 information and recommendations
Oversee development, disbursement, and updates of COVID-19 Safety Plan
Answer student, staff, faculty and community inquiries about Northwest’s Safety
Plan
- Liaise with TWU and ACTS Seminaries Campus Services and Health & Safety
representatives as needed
- COVID-19 정보 및 권장 사항을 리더십 팀에 제공
- COVID-19 Safety Plan 의 개발, 지출 및 업데이트 감독
-

학장 및 디렉터
-

Students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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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se the BC COVID-19 Self-Assessment Tool before accessing campus, and selfmonitor for symptoms on a daily basis before leaving home:
https://bc.thrive.health/covid19/en
Follow established protocols and signage
Understand how and when to report potential COVID-19 exposure incidents
캠퍼스에 오기 전에 TWU COVID-19 학생 안전 교육, 초기 자체 평가 및 선언 완료
캠퍼스에 오기 전에 BC COVID-19 자체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매일 증상을
자체 모니터링 하십시오 https://bc.thrive.health/covid19/en

- 확립된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 잠재적인 COVID-19 노출 사고를 보고하는 방법 및 시기 이해

Section 4: BC Go Forward Guidelines for Post-Secondary Sector (대학과 대학원 부문을 위한 BC Go
Forward Guidelines)
Northwest 는 TWU 와 협력하고 TWU 내에 위치한 조직으로서 TWU 가 BC Go Forward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을 살펴보고 TWU 에서 제정한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

Section 5: TWU Protocols (TWU 프로토콜)
개요

Northwest 는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TWU 건강 및 안전 계획과 위험 통제 조치를 따랐으며 이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BC Go-Forward 지침에 명시된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o

위험제거 – 원격 작업, 물리적 거리두기 연습, 공용 공간에서 여분의 의자 제거. Northwest 는 2020 년
3 월 12 일에 사무실 폐쇄. 우리는 BC 주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4 단게에 진입할 때까지 모든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Restart Plan.

o

엔지니어링 제어 - 필요한 경우 Fosmark Centre 에 TWU 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공합니다.

o

관리 통제 - Cleaning protocols, 통로 순환 및 위생 스테이션은 TWU 캠퍼스 서비스 및 Fosmark

Centre 직원이 감독합니다.
o

개인 보호 장비 - 안전한 거리를 확보 할 수 없는 경우 모든 Northwest 교직원 및 학생은 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TWU Protocols 6 페이지
TWU 학생, 직원 및 주변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TWU 의사 결정으로 주도
되어왔습니다. COVID-19 에 대한 TWU 대응은 2020 년 1 월 23 일에 시작되었으며, 캐나다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TWU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과 단계별 펜데믹 대응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20 년 3 월 13 일 TWU 는 모든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모든 과정을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은 교수진들의 온라인으로의 수업 전환과 온라인 학습 성공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대면 교육
세션을 개최 하였습니다. 봄학기가 끝날 무렵부터 대학은 가을 학기에 대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학생들에게 성공적이고 안전하며 의미있는 교육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한 수준의 헌신, 에너지 및
혁신을 통해 학생들, 교수진 및 직원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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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U COVID-19 safety plan 은 전체 계획의 스냅 샷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BC 주정부 보건 및 기타 정부
권장 사항은 COVID-19 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BC Restart Plan 계획에 명시된 대로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다음 지침은 TWU COVID-19 Safety
Plan 전체에 통합됩니다:
o

정기적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검사

o

주변 환경을 정기적이고 자주 청소

o

감기, 독감 또는 COVID-19 증상이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학생과 직원들이 수업이나 과외
활동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o

사회적 상호 작용의 필요성에 반하는 온라인 학습 사용 증가의 균형

o

유학생들의 조기 도착 및 14 일간의 자가 격리

TWU COVID-19 Safety Plan 은 WorksafeBC COVID-19 Safety Plan 의 다음 위험 통제 조치를 통합하는
접근 방식을 우선시합니다:
•

원격 근무, 물리적 거리두기, 공용 공간에서 여분의 의자 제거

•

투명 장벽 설치, 환기 강화

•

물리적 거리 유지, 동선 표지판, 거리두기, 손 위생 유지를 위한 정책
출입 시간을 서로 달리하는 일정

•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천 마스크 착용. 마스크, 장갑 및 안면
보호대는 다른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 (즉, 제거, 엔지니어링 제어 관리 제어)

안전한 캠퍼스 이용

Northwest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은 캠퍼스 이용을 위한 TWU 프로토콜 및 절차를 따릅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안전한 캠퍼스 이용 7 페이지
대면 활동을 위해 캠퍼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교수진, 교직원, 학생 및 캠퍼스 내 협력업체는 캠퍼스 내 액세스
요청 TWU COVID-19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교실 안팎의 활동뿐 아니라 캠퍼스 밖에서 열리는 모든

TWU 행사, 회의 또는 모임에 적용됩니다. TWU 캠퍼스는 개방되어 있지만 모든 부서, 시설 및 서비스에서
하루에 최대 30 %의 대면 (F2F) 운영을 목표로 하여 상당한 감소가 있습니다. TWU Langley, Lansdowne 및

LLC 캠퍼스는 올해 대면 수업, 활동, 서비스 및 작업 공간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주요한 위치입니다;
이것은 각각 단축된 시간에 특정 게스트 액세스 정책에 따라 운영됩니다. 캠퍼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람은 집을
출발하기 전에 COVID-19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만 캠퍼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증상이 있는 학생은 기숙사 규정에 따라 자신의 방에 머물러야 하며 담당자에게
증상을 알립니다.

행정 구역

Northwest 사무실은 펜데믹 기간 동안 폐쇄하고 직원과 교수진들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으며, Fosmark
Centre 는 TWU 안전 계획에 따라 직원, 교수진 및 학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행정 구역 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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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U 는 모든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액세스 계획의 일환으로 교수진,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공간은 30 % 인원이라는 지침 내에서 운영됩니다.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업무는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 구역의 운영 보건 및 안전 절차를 안내하는 포괄적인 건물 안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능한
한, 원격으로 일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공간에 대한 학생의 액세스는 통행을 더욱 줄이기 위해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캠퍼스의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TWU 가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8 페이지
TWU Spartans Athletic 는 운동 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월, 캐나다의 모든 대학 스포츠 감독 기관인 USports 는 남녀 축구,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럭비를 포함한
모든 2020 년도 가을 선수권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올해의 나머지 대회는 추후 업데이트 되는데로 가을에 검토
될 것입니다. 모든 TWU 팀은 BC 의 Viasport (here) 에서 규정 한대로 수정된 훈련 프로토콜을 유지합니다.
TWU 는 여름 동안 David E. Enarson Gymnasium 의 피트니스 센터를 단계적으로 재개장하여 한 번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줄였습니다. 이 서비스와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지역 보건 당국과 주정부
보건 사무소의 지침내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청소 및 소독

Northwest 의 강의실 및 공용 공간은 TWU 및 ACTS Seminaries 와 공유하고 관리합니다. TWU 안전 기준에
따라 이 영역의 소독 및 청소는 TWU 및 ACTS Seminaries 의 직원이 관리합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청소 및 소독 9 페이지
The TWU Campus Services team 은 공공 환경에 대한 BC guidelines 의 지침에 따라 매일 학생 기숙사의
공유 공간을 포함하여 모든 캠퍼스 건물을 철저히 청소합니다. 강의실 청소는 TWU 직원 및 사용자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강의실 사용이 끝나고 다시 사용되는 사이마다 소독 되도록 합니다. 손 소독 장소는 캠퍼스 시설
전체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손 소독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캠퍼스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 TWU 는 COVID-19 안전 계획 및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 학생,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COVID-19 section 과 TWU 로그인 자격이 있는 개인을 위한 COVID-19

Resource Site 인트라넷 사이트를 웹 사이트에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Northwest 직원이 포함됩니다.
Northwest 는 또한 다음과 같이 COVID-19 전달 사항 및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o

Northwest 는 웹 사이트에 이 안전 계획, TWU 안전 계획 사본, TWU COVID-19 웹 페이지 링크 그리고
학생과 일반 대중을 위해 필요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COVID-19 정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https://nbseminary.ca/covid-19-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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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수진과 직원은 COVID-19 프로토콜 업데이트와 그에 따른 질문, 그리고 솔루션이 논의되는 Zoom
회의에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o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COVID-19 safety 에 대한 업데이트를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받을 뿐 아니라 Northwes 를 통해서도 직접 연락을 받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분산되고 상황에 따른
전달로 인해 학생들은 주로 그들이 봉사하는 교회, 조직 및 지역의 COVID-19 안전 계획의 지시를
받습니다.

o

Northwest 의 한국어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Korean Student Services 의 직원과 Northwest 의 웹
사이트를 통해 COVID-19 업데이트, 프로토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받습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캠퍼스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9 페이지
TWUCOVID-19 Communications Task Force 는 캠퍼스 커뮤니티로 전송될 모든 메시지를 고려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내용은 주 및 지역 공중 보건 조언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중
보건 책임자 및 Senior Health Advisor 가 검토합니다.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은 4 개의 주요 장소를 통해
계속 정보를 받습니다. (1) TWU COVID-19 and Campus Information Website (TWU 홈 페이지 배너를
통해 액세스) (2) TWU COVID-19 Resource site (TWU 직원용 인트라넷) (3) 매주 COVID-19 정보
업데이트 및 Q & A (모든 TWU 직원, 협력 업체 및 학생회 리더를 위해 공중 보건 책임자 및 Senior Health

Advisor 가 이끄는 줌 회의); (4) 모든 직원을 위해 매주 COVID-19 업데이트. 웹 사이트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COVID-19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24 시간 이내에 답변을
약속합니다. 필요에 따라 공중 보건 팀 또는 Senior Health Advisor 가 추가로 개별화 된 정보 세션을
제공합니다 (예 : 라이브 스트리밍 TWU 타운 홀 이벤트, 학생, 교수진 또는 직원 포럼의 일부로). 이벤트에
대한 권한 신청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직원 및 학생 리더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turntocampus@twu.ca
또한 COVID-19 Public Health Team 은 학생 및 지역 사회 교육 캠페인을 위해 학기 내내 캠퍼스내
클리닉 웰네스 센터, TWU 간호 학교 및 TWU 교육 학교와 협력할 것입니다.

교육 제공

COVID-19 펜데믹 기간 동안 모든 Northwest 코스와 교육 세미나는 온라인과 라이브 스트림으로 제공됩니다.
대면 방식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TWU Safety Plan 에 명시된 안전 거리에
대한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교육 제공 10 페이지
코스의 약 90 %가 원격 방법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TWU 의 수준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캠퍼스에 올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multi-access 제공 목표를 충족하도록 신중하게 설계
되었습니다. 특정 학습 목표를 온라인으로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COVID-19 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건강 및
안전 표준을 충족하도록 조정된 소규모 과정이 대면 (F2F) 수업으로 제공됩니다. 학장은 TWU Health and

Safety Task Force 에 대면 수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Deans Decision-Making Guide
(Appendix C)에 따라 대면 수업을 제공할 코스를 결정합니다. Provost Office 와 Registrar ’s Office 는 수업
목록을 검토하여 대면 수업 과정 섹션이 대부분 동일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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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면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최소 교차). 모든 학장은 HR 과 함께 교실 공간의 안전한 사용, 교육 접근 방식
수정, 시작 시간을 엇갈리게 하고 추가 엔지니어링 또는 관리 제어와 관련된 계획을 지원하는 공중 보건
컨설턴트를 배정받습니다. 모든 강의실은 BC 주의 물리적 거리 측정에 따라 최대 수용 인원에 대해 평가
되었습니다. 학업 프로그램은 학생이 여러 집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건물에 할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및 시설에 액세스를 위한 프로토콜, 모든 HVAC 장비 평가, 통행 흐름을 포함한 안전 조치를
위한 표지판 게시를 포함하여 COVID-19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캠퍼스 / 건물에 대한 안전 계획이
개발되었습니다.

음식 서비스 및 케이터링
캠퍼스의 모든 음식 서비스 및 케이터링은 TWU 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며 TWU 의 COVID Safety Plan 에
속합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음식 서비스 및 케이터링 10 페이지
구매하는 음식은 Langley 캠퍼스에서만 제공됩니다. 2020 년 3 월 캠퍼스 운영이 축소된 이후에도 소수의
학생이 기숙사에 남아 있기 때문에 TWU 는 펜데믹 기간 내내 음식 서비스 공급 업체인 Sodexo 와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Sodexo 는 수용 인원 감소, 청소 강화 및 물리적 거리두기 등 카페테리아, 식당 및 식사
서비스에 대한 모든 Fraser Health Authority 및 WorksafeBC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household units.”에 배정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6 인용 테이블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좌석은 주로 물리적 거리가 유지 되는 1-2 인용 테이블입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좌석이 없는
테이크 아웃 서비스 (COG) 또는 테이블당 좌석이 1-2 명으로 제한됩니다 (Bookstore Café).

모임과 행사

Northwest 는 BC 주가 4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여기에는
Northwest 가 조직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교육 활동이 포함됩니다.

숙소 및 기숙사

Northwest 는 학생들에게 숙소나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캠퍼스의 모든 숙소와 주거는 TWU 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TWU 의 COVID Safety Plan 에 속합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숙소 및 기숙사 11 페이지
TWU 의 학생 기숙사는 약 50 % 수용 인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Langley 에서는 약 600 명의 학생과
Ottawa 의 Laurentian Leadership Center (LLC)에서는 6 주 기간당 약 8 명의 학생을 의미합니다.
Langley 에서는 기숙사와 아파트 두 곳 모두의 학생들은 개인 침실을 갖게 되며 욕실과 라운지 시설을 공유하게
됩니다. 각 주거 형태에서의 기숙사 또는 아파트 (또는 LLC)는 가구 단위로 취급되며 COVID-19 예방을 위한
주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게스트와 사교 행사를 제한하는 정책이 개발되었습니다.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거주 보건 및 안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학생 라운지, 캠퍼스 외부 방문자, 카페테리아 및 기타 공유 공간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기 전에 제공됩니다. 명확한 표지판은 학생들이 기숙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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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밖에서 적절한 물리적 거리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COVID-19 노출이 발생하면 아파트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접촉 추적 및 격리에 대한 기준을
따릅니다. 학생들은 TWU 공중 보건 팀과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격리를 위해 지정된 1 인용 아파트가
있을 것이며, 웰네스 센터는 거주 학생들을 위한 검사 및 치료를 우선시 할 것입니다. COIVD-19 에 노출된
캠퍼스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자가 격리와 관련된 BCCDC guidelines 및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COVID-19
검사는 COVID-19 검사 COVID-19 Testing 와 관련된 BCCDC 지침에 맞는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웰네스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캠퍼스 밖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 BC COVID-19 수집 센터에 대한
정보는 BCCDC 사이트와 여기 her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

Northwest 의 한국 유학생은 Northwest 의 Korean Student Services 부서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Northwest 는 유학생을 위한 TWU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으며 캐나다 공중 보건국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o

도착 후 14 일 동안 격리 또는 자가 격리 해야 하는 법적 요건에 대해 사전 도착 계획 및 학생 / 동거 가족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o

격리 장소까지의 수송 보장 (대중 교통 회피 포함)

o

격리 기간 동안의 지원 보장 (예 : 위치 선택, 식품 / 의료품, 사회 / 정신 건강 지원)

o

학생들이 자체 평가 앱인 ArriveCAN 을 전화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o

학생들이 COVID-19 증상, 학생 복지 및 격리 동안의 요구 사항 준수에 대해 14 일 동안 정기적이고 강력한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The Korean Student Services personnel 은 매일 문자,
이메일 또는 전화로 격리된 학생과 연락을 취하고 연락처 (날짜, 시간, 필요한 모든것) 를 추적합니다.

o

학생이 COVID-19 증상을 보일 경우 치료 절차에 대해 조언합니다

o

학생이 격리 중 아플 경우 추가 지원을 위한 비상 계획

o

자가 격리 종료 후 24 시간 이내에 의료 전문가의 최종 검사 지원

세부 사항 및 요구 사항은 Korean Student Services 담당자가 Northwest 의 한국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일반 정보는 Northwest 웹 사이트의 COVID-19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ources:
o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students.html

o

국제 학생을 위한 Coronavirus (COVID-19) Information:

https://www.educanada.ca/study-plan-etudes/covid-19/update-covid-19-mise-ajour.aspx?lang=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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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U COVID-19 Safety Plan – 국제 학생 11 페이지
캐나다 TWU 에 다니는 유학생은 대학의 다양한 부서를 통해 지원됩니다. 따라서 TWU 는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에서 규정한 유학생을 위한 모든 공중 보건 기관 준비 요건을 따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거주
학생의 입주일 3 주 전에 BC government guidelines 에 따라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 격리가
완료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기숙사, Sodexo, Community Life 및 TWU 공중 보건 팀이 도착부터
캠퍼스까지, 일일 검사 및 건강 관리, 식사 배달 및 최종 정리까지 받을 것입니다. 14 일의 자가 격리가 필요한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80 개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남아 있는 국제 학생들은 원격으로

TWU Access 를 통해 그들의 학업이 계속 지원됩니다. BC 주 정부가 COVID-19 의 커뮤니티 확산 증가와
관련하여 이동 및 여행을 제한하는 경우, TWU 는 폐쇄되거나 감소된 단계에서 운영되는 기간 동안 지원 및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도서관 및 학생 서비스

Northwest 도서관 자료는 원격으로 제공됩니다. Langley 에 위치한 Northwest 학생들은 TWU 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TWU 의 COVID Safety Plan 에 속해있는 TWU 도서관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도서관 및 학생 서비스 12 페이지
학생들은 제한된 방식으로 직접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와 함께 원격으로 학생 서비스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Langley 캠퍼스에 (제한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일부 서비스에는 도서관, 서점, 통근 학생을 위한 Collegiums,
Learning Commons 및 Fitness Centre 가 있습니다. 각 영역에 대한 캠퍼스 내 계획은 by the Health and
Safety Task Force 에서 검토하고 행정 및 환경 제어 및 물리적 거리 두기에 대한 지역 보건 당국 지침을
준수합니다. 예를 들어, Norma Marion Alloway Library 는 야간 청소 강화를 위한 적절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접촉 외부 픽업을 통해 multi-access

services 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Learning Commons 는 학생들에게 페이퍼 작성 지원, 학업 상담 및
코칭을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원격 및 직접 옵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TWU Access 서비스는 학생들이 학생
서비스 및 필요한 지원을 찾고 액세스하는데 도움이 되는 concierge style 의 온라인 지원입니다.

웰네스 센터, 공중 보건 및 정신 건강

Northwest 는 학생들에게 숙소나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캠퍼스 외부의 학생과 교직원은 각 지역 내에서
질병에 대한 테스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COVID-19 대응에 대한 BC 의료 서비스
계획 정보가 제공됩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health-drug-coverage/msp/bc-residents/msp-covid19-response
응급 처치 서비스는 TWU 캠퍼스 Security 를 통해 제공되며 향상된 COVID-19 프로토콜 및 PPE 와 함께
제공됩니다.

Northwest 는 Northwest 직원과의 접촉 또는 Northwest 사무실에 대한 접근의 결과로 확진 또는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 및 연락처 추적을 통해 지역 보건 당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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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제공됩니다:
o

직원 및 교수진은 지역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o

학생들은 지역 사회 서비스와 BC 정부 Here2Talk 정신 건강 상담 및 소개 서비스를 통해서

https://here2talk.ca/home
TWU COVID-19 Safety Plan- 웰네스 센터 12 페이지
TWU 웰네스 센터는 올해 학생들을 위한 원격 및 직접 전달을 통해 정신 건강 및 일반 건강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이곳의 의사, 간호사 및 정신 건강 전문가는 고객 관리의 모든 측면에 대해 WorksafeBC 의 각각의
전문 지침을 준수합니다. COVID-19 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는 Langley 캠퍼스 거주자에게 제공되지만 캠퍼스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과 직원은 지역 사회내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 문제 및 기타

Covid19 관련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Covid19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지원은 물론 그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 할 특정 TWU 공중 보건팀을 웰네스 센터에 추가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우리 캠퍼스에서 확진 또는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 관리 및 연락처 추적을 통해 지역 보건 당국을 지원할 것입니다. 응급 처치 서비스는
캠퍼스 Security 의 주요 역할로 남아 있으며 향상된 COVID-19 프로토콜 및 PPE 와 함께 제공됩니다.

연구
교수진 및 학생 연구는 Northwest 의 학업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Northwest 의 어떤 연구 활동도
캠퍼스의 실험실이나 다른 작업 공간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위해 도서관 자료에 액세스 하기 위한
안전 고려 사항은 TWU 의 COVID Safety Plan 을 따릅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연구 13 페이지
교수진과 학생 연구는 TWU 의 학업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TWU 캠퍼스에 액세스
해야하는 연구원을 위해 COVID-19 Research Task Force 는 연구원이 캠퍼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적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 평가 및 연구 적용 프로세스 (CRISP)를 개발했습니다.
교수진과 학장은 연구실에 대한 안전하고 시기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Research Office 및 Health and

Safety Task Force 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TWU 연구 윤리위원회는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TWU
연구 심포지엄, 저자와 함께, 논문 방어 등과 같은 TWU 의 시그니처 행사가 원격으로 개최됩니다.

서점

Northwest 교재 및 reading 자료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TWU 서점을 통해 교재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의 프로토콜과 절차는 서점의 직원이 설정합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서점 13 페이지
Langley Campus 서점과 Outfitters 는 올 가을 단축된 시간으로 운영 됩니다. 학생들은 수업 교재 및 기타
상품을 위한 상점 외부에서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utfitters 는 직원, 학생 및 교수진이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점 또한 네트웍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주문을 통해 교재 등을 현장 또는 학생의 집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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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Northwest 는 TWU 가 수립한 모든 안전 조치 및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따르며, TWU 대학 리더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COVID-19 대응팀과 연락을 취할 것 입니다.

TWU COVID-19 Safety Plan – 안전 13 페이지
COVID-19 시기에는 건강과 안전이 중심이 됩니다. TWU 는 손청결에 대한 적절한 접근, 사용자가 공간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적 및 자본 자원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BC
주정부 보건 권장 사항 내에서 마스크 사용을 장려할 것입니다. TWU Senior Health Advisor 의 지시에 따라

TWU 공중 보건 팀은 웰네스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핵심 COVID-19 운영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COVID-19
대응팀에는 COVID-19 Health & Safety Task Force 의 여러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TWU 대학 리더의
구역을 포함하는 의사 결정이 필요한 진화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기합니다.

Section 6: Resources
•

TWU COVID-19 Safety Plan
https://www.twu.ca/sites/default/files/twu_safety_plan_august_20_2020_1.pdf

•

COVID-19 Go-Forward Guidelines for BC’s Post-Secondary Sector
https://www2.gov.bc.ca/assets/gov/education/post-secondary-education/institution-resourcesadministration/aest_postsecgoforwardguidelines.pdf

•

Post-secondary studies during COVID-19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post-secondary-education/institutionresources-administration/studying-during-covid-19

•

BC Restart Plan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covid19-provincial-support/bc-restart-plan

•

WorkSafe BC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https://www.worksafebc.com/en/about-us/covid-19-updates/covid-19-returning-safeoperation/health-professionals

•

BC Health: Managing COVID-19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managing-your-health/mental-health-substanceuse/managing-covid-stress

•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http://covid-19.bccdc.ca/

•

HealthLink BC – COVID-19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eature/coronavirus-disease-covid-19

Section 7: Members of the TWU & Northwest COVID-19 Health & Safety Task Force
TWU COVID Safety Plan 은 Dr. Sonya Grypma 가 의장을 맡은 TWU 보건 및 안전위원회가 감독합니다. ACTS
Seminaries COVID Safety Plan 은 ACTS 의 학장 어시스턴트인 Dr. Andrew Krause 가 감독합니다.
Northwest 의 COVID safety plan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Northwest 보건 및 안전위원회에서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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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r. Kent Anderson, President
Ruth McGillivray, Chief Operations Officer
Phoebe Hwang, Korean Program Student Services
Dianne Gleave, Office Manager

Northwest 의 COVID-19 safety plan 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English-program students: dianne@nbseminary.ca

•

Korean-program students: phoebe@nbseminary.ca

•

General inquiries with respect to Northwest Operations: ruth@nbseminary.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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