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전언

날짜: 2020 년 4 월 17 일

LACC 가족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지난 이틀간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였으리라 봅니다. 가끔은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길에 차량이 적어서 생기는 부작용은 공기가
맑아졌다는 겁니다.

몇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불법체류하는 캘리포니아주민을 위한 재정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구호기금인데 제게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의 자격이
비정규직, 임시직 그리고 자영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이 번 기회를 알려주세요.

화요일 뉴솜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한 달전 시행하기 시작한 집에서의 격리는 이 것을
수정하기전에 캘리포니아는 테스트를 늘리고 고위험군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병원수용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의 격리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로 뉴솜주지사는 여섯가지의 주요 지표를 강조했습니다.
1.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를 추적할 수 있는 기량
2. 고위험군 사람들의 감염방지
3.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을 때 대처가능한 병원 준비
4.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치료법 발전
5. 학교, 사업장 그리고 보육아시설등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있다는 보장
6. 필요할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다시 집에서 격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준비

캠퍼스에서 만나는 일은 아직 시일이 더 걸릴 거 같습니다. 어제 로스엔젤레스는 여름까지
(6,7,8 월)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지난 250 년간 10 번의 팬데믹이 있었는데 10 번 모두 팬데믹이 끝날때까지
6 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조금 심각하게 만드는 정보들입니다. 성실함과 거리두기만이 우리가
오늘 지켜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매우 중요사항: 학생포탈을 통해서 Chromebook (laptop)이나 Kroeger Food for Less 기프트 카드를
신청했으면 학생이메일을 꼭 학인해보세요. 당첨이 되면 이메일로 확인 이메일이 갈 겁니다.
공식적으로 받겠다는 확인 이메일을 보내야 하며 랩탑이나 기프트 카드 받은 후 감사의 편지를
쓰고 싶다면 역시 이메일을 확인후 보내면 됩니다. 당첨후 받게 될 이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졸업식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LACCD 는 6 월 9 일 2020 년도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했듯이 가능한한 Greek
Theater 의 예약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상황에 따라 계획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6 월 9 일, 우리 전구역의 온라인 졸업식 날짜를 표시해두세요. 가까운
시일내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ademic Affairs
NetTutor 는 LACCD 학생들에게 회계학, 화학, 역사, 수학, 정치학, 작문등 37 개의 과목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tutoring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tutoring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생포탈에 로그인 하세요.
2. 학생 홈페이지에서 “Online Tutoring”을 클릭하세요.
3. LACCD Online Tutoring 에 등록하세요.
4. “Go to the Course”를 클릭하세요.
5. 왼쪽 메뉴에 있는 NetTutor 를 클릭하면 tutoring 이 가능한 과목들 목록이 보입니다.
더불어 LACC 자체에서 하는 온라인 tutoring 이 있습니다. English Writing Center, Math Pi
Shop, Writers Block 등 다른 학과나 과목관련한 tutoring 서비스가 있습니다.

4 월 20 일 월요일에 여름학기 스케줄이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5 월 1 일까지 지정등록일에 관한
이메일을 받을 겁니다.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날짜들입니다:
4 월 22 일 – 학자금 두 번째 지급일
5 월 4 일 – 여름학기 등록 시작
5 월 10 일 – 패스/노패스 마지막 신청일
5 월 10 일 – EW (emergency withdraw)를 받고 withdraw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수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교수와 연락을 할 수 없으면 수업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와
연락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면 hotline-students@lacitycollege.edu 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우리 웰컴센터의 스태프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생서비스

여러분이 대상자에 해당되면 2020 년 여름 펠그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보가 필요하면
Cranium Café 를 통해서 Financial Aid 에 접속하세요. Canvas 를 통해서 Cranium Café 에 싸인할 수
있습니다. Canvas 나 Cranium Café 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면 hotline-students@lacitycollege.edu 로
이메일 하면 우리 스태프가 도와줄 것입니다.

어제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What’s on your mind?)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12 시 30 분부터 1 시 30 분까지 합니다. COVID-19 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변화들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포룸은 우리
대학신문 (Collegian Newspaper) 편집장인 Ande Richards 와 Life Skill 코디네이터인 Joe Exnowski 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은 익명으로 남을 것이며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싸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룸은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레코드되어서 LACC 홈페이지에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미팅
아이디는 ID: 506 692 050

Office of Student Life 에서는 오는 2020-2021 학년도 학생회선거 후보자들의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접수일은 2020 년 4 월 20 일 오후 4 시입니다. 학생회임원이 되고 싶은 학생은
Armineh Dereghishian, deregha@laccd.edu 로 연락해서 신청서와 정보를 받기 바랍니다.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투표는 5 월 11 일 월요일에 시작해서 5 월 15 일 금요일에 끝납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연설은 5 월 4 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라이브 candidate forum 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곧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통제가 곧 끝날 것도 같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몇 달은 더 갈 거 같다는 혼합된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임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곧
다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힘내세요. 힘을 합칩시다. 앞을
바라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