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화 관련
시정 조치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
노스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

이사회는 2021년 8월 24일 진행된 회의에서 대면 수
업, 실험실 수업 및 러닝 센터에 참여하거나 출입하는 모든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승인했습니다. 모든 직원과 학생은 꼭 확인된 백신 접종 기록이나 승인된 의료/종교 면제 기록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제가 승인된 사람들은 백신 의무화 관련 조치에 따라 캠퍼스에서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NOCCCD)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백신 접종 기록 업로드하기
에서 백신 접종 기록 업로드하기: noce.edu/vaccine

myGateway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하거나 백신 면제 신청하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기록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
보는 noce.edu/vaccine 참고
의학적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경우에는 noce.edu/vaccine에 접속
한 후 myGateway에서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면 완전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시기 바
랍니다.

백신 의무화 관련 추가 정보, 그리고 서류 업로드 방법에 대한 지침/단계별 안내서는
www.noce.edu/vaccine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ccrediting Commission for
Schools(
),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533 Airport Blvd, Suite 200,
Burlingame, CA 94010
: www.acswas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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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노스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NOCCCD)의 노스 오렌지 평생 교육원(NOCE) 행정실 주소는 1830 W.
Romneya Drive, Anaheim, California 92801입니다. 추가 정보는 714.808.4645로 문의하거나 www.noce.edu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NOCCD의 방침은 누구도 불법적인 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하거나,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민족 집
단, 출신 국가, 종교, 연령, 성별, 인종, 피부색, 혈통, 성적 지향, 결혼 여부, 또는 주 및 연방 법령의 정의에 따라 차별이 금
지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학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완전하고 공평한 참여 기회를 거부당하지
않는 교육, 채용 및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NOCCCD는 또한 괴롭힘, 약물 및 알코올이 없는 캠퍼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OCCCD의 차별 금지 관련 공고문의 전문은 NOCE 수업 일정 뒷면의 General
Information(일반 정보) 부분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