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위한
건강, 안전, 및 비상상황 대비 정보
학생들에게는 학습활동과 연관된 유해성과 위험요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학생들에게는 학습활동과 연관된 유해요소를 찾고 통제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에게는 대체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학습활동은 어느 것이든 거부할 권리가 있다.

화재, 범죄, 폭력, 또는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911 로 신고합니다. 레지나대학 내 전화를 이용한다면 911 만

누르면 되며, 그 다음에 캠퍼스 보안 신고전화 306-585-4999 로 전화합니다.

화재경보가 울렸을 때:
•

비상상황 관리자 (오렌지색 조끼 착용)와 캠퍼스

그 밖의 비상상황:
화재 이외의 비상상황 (예를 들면: 토네이도, 화학약품 유출, 또는

•

보안요원들의 지시를 따릅니다.
•

무장괴한 침입) 발생시에는 비상경보 시스템 (ENS)이 작동합니다.

즉시 가장 가까운 사용 가능한 화재 비상구를 통해 건물

경보 문자는 도로 무선알림판, 컴퓨터,

•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캠퍼스 전체의 건물 안내

•

맨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문을 닫습니다.

•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방송됩니다.

ENS 를 통해 전달된 지시사항에

•

본인이나 누군가가 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

본인이나 누구든 반드시

따릅니다.

U of R 응급상황 웹페이지에 실리는 내용에 따라 상황변화를

•

계단통으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

모든 비상구 계단통은 문이

파악합니다. http://www.uregina.ca/emergency/

•

모두 닫혀 있을 경우 최소한 한
시간 동안 대피공간을
•

즉시 캠퍼스 보안담당이나 그
지역 소방서에 알립니다.

•

•

받습니다. http://www.uregina.ca/emergency/ens/index.html

•

제공합니다.

개인 컴퓨터로 ENS 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ENS 소프트웨어를 다운

ENS 경보를 모바일 기기로 받을 수 있도록 U of R
모바일 앱 (iOS 와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을 다운 받습니다.

https://www.uregina.ca/emergency/ens/index.html
비상상황 경보 메시지 예시:

건물 밖으로 나온 후에는 건물로부터 안전 거리가 확보된

레지나에 토네이도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실내에 머물러 주세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창문이 없는 안쪽 방이나 계단통으로 대피하세요.

소방관이나 캠퍼스 보안담당자가 허가하기 전까지는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지나대학 무장괴한 침입 대처 비디오
벗어나기 – 숨기 – 판단하기 (6 개국어로 볼 수 있음)
레지나대학에 무장괴한이 침입하는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지나대학은 무장괴한이 우리 캠퍼스에 침입했을 때 대응행동을 묘사한 짧은 훈련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http://www.uregina.ca/hr/hsw/emergency-management/armed-

intruder/index.html
건강, 안전, 및 복지 연락처
전화:

306-337-2370

이메일: health.safety@uregina.ca

사무실:

AdHum 435

웹사이트: http://www.uregina.ca/hr/hsw

업무시간: Monday to Friday, 8:15 am - 4:30 pm
이 안내문은 웹사이트에서 아랍어, 중국어, 불어, 한국어, 포르투갈어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uregina.ca/hr/hsw/emergency-management/Emergency-Preparedness-Inform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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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고 https://www.uregina.ca/hr/hsw/report-safety-concern/index.html
캠퍼스에서 안전하지 않은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 주세요! 신고는 여러 분의 안전과 우리 캠퍼스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안전문제 신고는 위의 링크를 포함해 쉽게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거나 캠퍼스 보안담당 306-585-4999 로 하면 됩니다.

손씻기
손씻기는 세균을 없애고 병에 걸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세균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1)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십니다. 물의 온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비누로 거품을 내서 20 초간 손을 문지릅니다.

3)

손등, 손목, 손가락 사이와 손톱을 포함해 손의 모든 부분을 닦습니다.

4)

깨끗한 흐르는 물에 최소한 10 초 간 손을 행굽니다. 물의 온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

깨끗한 수건으로 말려 줍니다.

우리 캠퍼스 곳곳에 있는 무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일하거나 공부하십니까?
낮이나 밤에 혼자 공부하거나 일해야 해서 안전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십니까? 캠퍼스 보안요원들이 여러 분이
캠퍼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여러 분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캠퍼스 보안담당 306-

585-4999 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uregina.ca/fm/campussecurity/programs/index.html

안전한 동행
여러 분의 교통편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 분의 차 또는 버스 정류장까지 동행 해줄 것을 캠퍼스
보안요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6-585-4999 로 전화하세요. 낮이나 밤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금연 캠퍼스
레지나대학은 우리 캠퍼스에 공부, 업무, 방문, 그리고 거주하기 위해 온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깨끗한 곳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의 질과 주변 청결에 대한 중요성을 존중하는 것과 책임의식을
갖는 것도 포함됩니다. 레지나대학은 대학에서 소유했거나 임대한 모든 건물, 대학 차량, 또는 대학 소유 또는 임대 부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흡연이나 담배 제품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폭력 및 괴롭힘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을 경험했다고 느낀 사람 누구에게나 대학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비밀보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코칭,
명상, 그리고 정식 고발절차 등 많은 해결방안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코디네이터에게 306-585-5400 로 전화하거나
respect.matters@uregina.ca 로 이메일하면 됩니다 .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U of R 에서는 레지나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개인 및 그룹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에는: 대학에 적응하기,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 관계의 문제, 그리고 슬픔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되며 남성과 여성
상담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예약은 306-585-4491 로 전화하거나 Student Success Centre (RC 230) 안내 데스크에 직접 들러서 하면 됩니다.

성폭력: 성폭행 예방 및 대응
이 프로그램은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에 대응하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uregina.ca/sexual-violenc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306-337-3149 또는 이메일 sexual.violence.response@uregina.ca 로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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