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가라 Postsecondary학생들을 위한
중요메세지: 겨울학기 환불 및 봄 학기 환불관련사항

COVID-19으로 인해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교육기관들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정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수업의 연속성과 프로그램 제공과 보장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
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갑작스러운 전환이었으며, 우리는 학생들이 빨리 적응해 주신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교수진과 교직원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자신이 의존하는 서비스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하
는 대안 및 온라인 전달 옵션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두 캠퍼스 내 수업과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불행히도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의 온라인 제공 변경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대학은 대학의 요구 사항에 따라 대학에서 수업료와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이 메시지는 겨울 학기 동
안 Postsecondary학생들에게 환불 될 비용과 봄 학기 동안 평가 될 비용을 나타냅니다. Apprentices 프
로그램과 EAP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내용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Tuition fees : 수업료는 학업 프로그램 제공 비용과 본교의 일반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업료는 장소
또는 제공 방식 (직접 또는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로 진행중인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교육, 평가
및 관리를위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되는 비용이며 환불 또는 리베이트 대상이 아닙니다.
Ancillary Fees – 모든 all postsecondary students학생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필수 서비스.

Program ancillary fees – 코업 및 재료비를 포함한 해당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는 필수입니다.

Auxiliary fees – 거주, 식사 계획 및 주차를 포함한 선택적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 강제 수수료.
겨울 학기 학생

겨울 학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환불을받을 수 있습니다.

• Program material fees: 학생들은 COVID-19로 인해 교내 활동이 중단 된 후 서비스 또는 자료가 제공
되지 않은 경우 비례 배분 된 환불을받습니다. 환불은 학생의 학교계정에 직접 적용됩니다. 잔액이 남아있
는 경우 개인 수표 를 보내거나 OSAP를받는 학생의 경우 환불 금액이 $ 100를 초과하는 경우 National
Student Loan Service Center로 환불됩니다.
• Athletics and Student Buildings: 학생들은 교내 정학 후 액세스 할 수없는 시설과 관련된 보조 비용
에 대해 비례 배분 된 환불을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환불은 대학생 계정에 직접 적용됩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개인수표를 보내거나 OSAP를받는 학생의 경우 환불 금액이 $ 100를 초과하는 경우 National
Student Loan Service Center로 환불됩니다.

• Parking Permits: 학생들은 3 월 16 일 (캠퍼스 활동이 중단 된 날짜)부터 허가 만료일까지 주차 허가에
대해 비례 배분 된 환불을 자동으로받습니다. 이러한 환불은 비용 지불에 사용 된 지불 방법에 자동으로 적
용됩니다 (예 : 신용 카드로 비용을 지불 한 경우 해당 카드에 직접 환불이 적용됨). 비례 배분 된 환불은 신
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Residence: 기숙사를 철회하기로 한 학생들은 학생이 완전히 퇴학 한 날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 된 환급을
받습니다. 환불은 학생이 집을 떠난 후 6-8 주 내에 파일에있는 학생의 주소를 확인하여 개인수표가 발행됩
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숙사에 문의하십시오 :
Welland Residence: 905-732-9700 ext. 0 or info.welland@niagararesidence.ca

Niagara on the Lake Residence: 905-641-4435 ext.0 or info.notl@niagararesidence.ca

• Meal Plan: Chartwells Dining Plan 카드에 잔액이있는 학생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or NOTL Campus Food Services: http://www.dineoncampus.ca/niagara/subnav/be-heard

For Welland Campus Food Services: http://www.dineoncampus.ca/niagara/subnav/be-heard

• Co-op:2020 년 봄 Co-op을 수행 할 수없는 학생은 해당 Co-op 관련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커리
어 서비스는 영향을받은 학생들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의 원격 운영과 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이 프로세스는 환불 처리에 몇 주가 소요됩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불 상태는 학교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학생 계정 잔액 및 우편 주소는
MyNC 계정에 로그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 연락처 정보를 로그인하고 업데이트하여 환불이 올바
른 주소로 발송되도록 권장합니다. 계정 액세스에 도움이 필요하면 registrar@niagaracollege.ca 에 문의하
십시오.
봄 학기 학생

봄 학기는 13주로 (6 주-수업, 1주-브레이크,6주-수업) 진행되면5 월 11 일부터 8 월 7 일 까지 진행되며, 1주
브레이크주는 6 월 22 일 주에 해당합니다. 2020 년 봄 프로그램 정보는 여기 he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칼리지는 원격 학습자를위한 보조금 패키지를 포함하여 5 월 2020-2021 년 수업료와 보조금을
게시 할 예정입니다. 이는 나이아가라의 2020 년 봄 학기가 온라인으로 전달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감안할 때 2020 년 봄 학기에 적용됩니다.
지원 가능

우리는 현재 상황이 많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및 대학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원격으로 이용할 수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생 자원 웹 페이지
를 확인하십시오 : www.niagaracollege.ca/healthservices/coronavirus/studentresources
정부 지원 프로그램 :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실직 한 학생 및 다른 사람들은 연방 정부가 경제 대응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에는 실업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제 신청서가 공개되었으며, 학생들이 가능한 자격 기준을 검토하
도록 권장합니다.
OSAP 차용자 또는 대출이있는 캐나다 학생들 : OSAP 또는 캐나다 학생 대출을 통해 지원을받는 학생들에 대
한 상환 규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sap.ca 를 참조하십시오
대학 재정 지원 :

나이아가라 칼리지는 COVID-19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긴급 재정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국내 학생들은 finaid@niagaracollege.ca 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긴급지원비 지원이 가능하며 사례
별로 평가됩니다. COVID-19 문제로 인해 긴급 재정 지원이 필요한 유학생은 niagaracollege.ca/advising 의
유학생 지원 담당자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합니다.
전례없는 긴급하고 응급한 상황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