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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C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Cesar Chavez 휴일이 끝나고 다시 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집이 더 안전하다”
(Safer at Home)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식의 작업과 새로운 방식의 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러분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잘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문제가 있으면 hotline-students@lacitycollege.edu 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솜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 번 학년도가 끝나는 날까지 휴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State Chancellor 와 LACCD Chancellor 의 정확한 발표를
기다리고나서 앞으로의 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캠퍼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즉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모든 준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핫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중입니다:
Hotline-students@lacitycollege.edu
1 (888) 930 – LACC
테크니컬 도움이 필요하시면:
lacc-techsupport@laccd.edu

교육행정처에서 (From Academic Affairs)
우리는 교원분들에게 학기초에 나누어준 강의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교과서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면대면에서 온라인 강의로 가는 것이 쉽지않은 일이고
또한 새로운 방식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학생들이 새로운 교과서나 물픔을 찾지 않게끔 교원들분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Canvas 를 첵업할 때 수업자료들에 접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Canvas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웰컴센터 (Welcome Center) 1 (888) 930 – LACC 로 전화하거나 www.
Lacitycollege.edu 에 있는 블루쳇 버튼 (blue chat button)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웰컴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학생서비스에서 (From Student Service)
크래니엄 카페 (Cranium Café)를 통해서 가상 학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LACC
website 에 있는 크래니엄 카페에서 예약을 하고 가상으로 카운셀러와 만날 수 있습니다.
스페셜 서비스 오피스의 직원들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OSS 학생들에게는 이 번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수장비의
마지막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는 학생들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학생회에서는 장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20,000 을 기부하였습니다. 곧 준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치들을 좀 더 구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지원은 2020 년 4 월 12 일 지급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withdraw 하는 것은 4 월 22 일 이전까지 Emergency Withdraw (EW)로 가능합니다. Pop-up
Food Pantry 는 불행하게도 더이상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원자가 지금은 우리
커뮤니티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할 식량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식량배분을 해주는
곳은 lacitycollege.edu 웹싸이트 윗쪽에 있는 Student Assistance and Resources butto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상담 혹은 심리상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으면 버몬트 길
(Vermont Ave.) LACC 맞은 편에 있는 웨슬리 클리닉 (Wesley Clinic)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행정처에서 (From Administrative)
현재 학생 랩탑 장학금 (Student Laptop Scholarship) 지급은 끝났습니다. (랩탑이 더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들어오는 즉시 학생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아직도 교과서가 필요한 학생들은 온라인 주문이 가능합니다. 북스토어는 이번 학기
www.laccbookstore.com 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송비와 픽업비는

무료로 해주고 있으며 픽업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9am – 3 pm 사이에 하고자 합니다.) 같은
시간 (9am-3pm)에 booksotre@lacitycollege.edu 나 전화 323-953-4000 x2142 를 통해서
쇼핑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원격 온라인 배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주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던 것이 지금은 거대한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굉장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시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번 학기를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아래 하이라이트 된 글은 여러분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것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괜찮아 질 거라는 것을.

https://jimbotimes.com/2020/04/01/jimbo-times-salutes-laccd-students-going-back-to-schoolthis-week/

내일 타운홀에서 1:30 pm 에 뵙겠습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남은 주일들 잘 보내세요.
메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