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전언
날짜: 2020 년 4 월 6 일

LACC 가족 여러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모두 편안하게 주말을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말에 수업준비를 하고
과제를 했을 줄 압니다. 확실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적이라고는
하나 분명 앞으로 우리 생활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많은 정보를 보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LA County Health Department 에서 나온 COVID-19 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하는 가에 대한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 이 이메일과 이 메세지 마지막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Canvas 접속이나 온라인수업듣기등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hotline-students@lacitycollege.edu 로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학교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능한한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몇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단은 full-time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50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이 곳으로 하면 됩니다. http://www.laccfoundation.org/website/wpcontent/uploads/2020/04/LACC-Foundation-Emergency-Student-Stipend-Fund-Fillable2.pdf
-학생 포털에서 Kroeger (Food for Less)에서 주는 $50 짜리 기프트카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불된 학생융자금은 유예됩니다. 대출기관은 더 이상 은행구좌에서 페이먼트를
자동이체를 해갈 수 없습니다. 이자도 누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것은 2020 년 9 월
30 일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직을 했다면 실업수당을 신청하십시오.

교육행정처에서 (Academic Affairs)
여름학기스케줄은 2020 년 4 월 20 일 월요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여름학기등록은 2020 년
5 월 4 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020 년 4 월 22 일까지 수업을 withdraw 하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EW (emergency withdraw)를 받게 됩니다. 2020 년 4 월 22 일이 지나서
withdraw 를 하게되면 EW 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petition)를 내야 합니다.

학생서비스에서 (Student Services)
생활기능은 원격치료를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Joe Exnowski

EXNOWSJJ@lacitycollege.edu 에게 연락을 하세요. 캠퍼스 맞은 편에 있는 웨슬리 크리닉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을 전제로 학생들이 질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포럼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일입니다.

행정처에서 (Administrative)
캠퍼스내 건물들은 모두 청소하고 살균했습니다. 관리원들이 옥외도 마찬가지로 청소하고
살균했습니다. 이 번주는 비와 관련된 일들때문에 무척 바쁠 것입니다. Bookstore 는 문을
열었습니다. Receiving 도 열었습니다. Mail Room 도 엽니다. 뭐든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정규미팅 재기
타운홀미팅 날짜와 시간을 바꾸고자 합니다. 정규 캠퍼스관리자회의 (Campus Governance
Committees)가 재개되어서 타운홀미팅시간을 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바뀌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우! 정말 많은 정보였습니다. 모두 새로운 일상의 원더플한 두 번째 주를 맞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4 월 13 일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이 없는 날입니다.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 긴 휴일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주 금요일은 직원들의 반차일입니다.
직원들도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우리의 방식입니다.

안전하게 잘 지내세요.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