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가라컬리지 총장 Sean Kennedy 메세지: 2020년 9월(가을) 학기 는
학생들의 성공과 대학 커뮤니티의 안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컬리지는 COVID-19에 의해서 현재의 현실에 계속 적응하면서 우리 대학 커뮤니
티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번 2020 년 가
을 학기의 학사일정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완료된 겨울 및 봄 학기 이후, 2020년 9월 가을학기 및 20201년 1월 겨울
학기의 프로그램은 캠퍼스내에서의 대면수업과 실습프로그램, 그리고 완전히 온라인으로 진
행되는 프로그램, 일부 온라인과 대면수업 혼합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 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사항은 여기here 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캠퍼스 내 활동에 대한 모든 계획은 공중 보건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발되고 있습니
다. 가을학기에 캠퍼스에서 있게될 학생, 교수 및 교직원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 및 안전 조치
는 몇 주 안에 공유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수정 해야 했지만, 학습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학문적 우수성과 학생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직원은
협력하여 Blackboard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교육환경을 옮기고 eLearning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여 매력적이고 연결성이 있으며 유연한 원격학습 환경을 창출했습니다. 원격과정은 나
이아가라 컬리지가 잘 알고있는 전문 지식과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특징으로하며 강사 및 급
우와의 가상 참여를 통해 온라인 학습의 장점으로 학생들에게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및 혼합형태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것이며, 학생들이 온라인 및 대체 전달 환경에서 적응하고 성공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프로
그램을 설계 했습니다. 우리의 킥 스타트 및 가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한 추
가 지원과 함께 가상제공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별 정보는 Blackboard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며 추가 가을 학기 세부 정
보 및 프로그램 상태는 여기he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생들 중에 2020년겨울(1월학기)를 마치기위해서 학교내 시설을 이용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우리는 학생들이 캠퍼스 복귀가 가능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가능
할때 해당 학생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릴것입니다. 캠퍼스를 안전하게 다시 오픈
하기 동안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인내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성공과 대학 커뮤니티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