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가라 컬리지 재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 2020
년 겨울학기 학점관련

모든 나이아가라 칼리지 학생들에게 우리가 통제 할 수없는 상황으로 인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
전달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인내심과 인내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진과 교직원은 귀하의 코
스와 학생 서비스를 온라인 또는 대체 학업으로 옮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이 특별한 시간에 계속
해서 공부를 진행함에 따라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 년 겨울 학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유연성과 합리성을 필요로한다는 인식과 학문
적 무결성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재 등급 시스템을 검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 년 겨울 학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Post-secondary grade release date:

• 4 월 17 일 금요일에 끝나는 코스 : 4 월 29 일 오후 4시에 학생들에게 성적이 공개됩니다.

• 랩 / 샵 / 스튜디오 / 배치 또는 캠퍼스로 돌아갈 때까지 완료 할 수없는 기타 대면 배송 요구 사항이
있는 코스의 경우 : 학생들은 성적이 공개될 때 해당 코스에 대해 성적 (I)을 보게됩니다. 추후 학교
등교수업이 가능하여 수업을 마치고 필요한 과정 학습 결과를 달성하면 최종 성적이 “INC”를 대체
합니다.
• Ontario Learn 코스의 학년 일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4 월 17 일 금요일이 프로그램 종료일이 안닌과정을 가진 학생들은 자세한 정보를 위해 힉생어드바
이저에게 문의해야합니다.

Compassionate post-secondary grading policy (for the Winter 2020 semester
only)

코스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성적 증명서에 자동으로 ‘W’표기가 표시됩니다. 등급 및 성적 증명서 정책
에 따라 ‘W’가 수여 된 과정에 대한 학점은 부여되지 않으며 ‘W’등급은 GPA (Grade Point Average)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과정을 반복해야하며 결과
적으로 수업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모든 코스에서 프로그램 취소 마감일은 학기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려면 Academic Advisor /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에게 문의하십시오.

교육 목표 달성에 가까워 질수록 모든 학생들이이 어려운시기에 강의에 계속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합
니다. 나이아가라 칼리지의 우리 모두는 귀하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격 및 대
체 배송을 통해 지원 및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티브 허드슨 박사

학업 및 학습자 서비스 담당 수석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