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전언
날짜: 2020 년 4 월 13 일

LACC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편안한 주말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오늘도 잘 쉬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쇼트텀 수업들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이미 수강완료가 되었지만 수업을
애드하고 싶으면 교수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메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업 애드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hotline-students@lacitycollege.edu 로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웰컴센터의
직원들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교 웹싸이트 첫 페이지에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많은 도움과 자료 또한 소통과 정보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www.lacitycollege.edu
캠퍼스 이용: 현재 캠퍼스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캠퍼스에 들어와야 한다면
우선 쉐리프 오피스에서 첵인을 하세요. 캠퍼스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캠퍼스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처에서 (Academic Affairs)
패스/노패스 옵션
이 번 학기는 모든 수업에서 패스/노패스 그레이드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면 되고 신청한대로
승인이 날 것입니다. 온라인 http://laccd.edu/Students/Pages/Student-Forms.aspx 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노패스 그레이드 신청서는 2020 년 5 월 10 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Adobe Creative Cloud 를 임시로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0 년 5 월
31 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인기기에서 Adobe Creative Cloud 에 접속할 수
있게끔 다음 사항을 따라해보세요.

1. https://creativecloud.adobe.com 에 들어가서 학교인증과정을 통해서 싸인인 하세요.
@student.laccd.edu 이메일 주소를 필요로 합니다.
2. 싸인인을 하고 들어가면 Microsoft logon 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학교인증과정을
씁니다. @student.laccd.edu 이메일 주소를 치고 Next 를 클릭합니다. LACCD
logon 페이지로 다시 이어질 겁니다. LACCD 패스워드를 넣으세요.
3.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싸이트에서 원하는 앱을 다운 받으세요. 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Apps 를 누르면 모든 apps 가 보일 겁니다.

여름학기 스케줄은 4 월 20 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여름학기는 세 개의 세션이 있을 겁니다.
두 개의 5 주 세션과 한 개의 8 주 세션입니다. 등록은 5 월 4 일에 시작합니다. 몇 개의 수업은
동시미팅 (synchronous meetings)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스케줄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화상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수업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에 있어야 하며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0 년 가을학기 스케줄은 언제 발표할 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스케줄이
확정지어지기전에 우리 지역의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몇 주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서비스에서 (Student Services)
2020 년 4 월 22 일, 학자금지원이 두 번째 지급됩니다.
5 월 10 일까지 수업을 withdraw 하고 EW 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한 프로그레스인가 혹은
수업을 몇 번 시도했는가등은 무관합니다.
이 번주부터 타운홀미팅 시간과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2:30 에
만납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원터풀한 대학에서 또
다른 주를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