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전언
날짜: 2020 년 4 월 20 일

LACC 가족여러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번 학기도 이제 7 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토요일 저녁 8 시에
“Global Citizen”을 보셨습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새로운 음악과 예전의 음악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실력들도 굉장했습니다. 저도 점점 원격엔터테이먼트에 익숙해지고 즐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가세티 시장이 어젯밤 시의회연설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일시해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일하는 수 천의 근로자들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지인중에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 써주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힘들 것이며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이 것 또한
임시적이라는 것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 학생들과 같이 만나고 모두 다 같이 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Development Lead 인 Naeemah Payne 이 금요일 오후 타운홀에서 할 수 있는
즐건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번주에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요일 12 시 30 분에
있을 타운홀 미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원금, 음식, 샤워, 클리닝 스테이션, 화장실, 하우징, 취직등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알려주세요.
https://lacitycollege.edu/Students/Online-Assistance 그리고
http://lacitycollege.edu/resources/updates 입니다.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알려주는 정보와
링크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센서스 2020 을 작성하라고 권고해주세요. 작성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며
2 분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책정하는 모든 재정은 센서스의 데이터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Academic Affairs

여름학기 스케줄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5 월 1 일까지 지정등록일에 관해서 이메일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주 학생들은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격수업에 관해서 보충으로 의견을
듣고자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권고해주세요.
10 개의 문항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름학기 수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학생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기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이
번주말까지 합니다.

Stud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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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졸업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 신청서는 Admissions &
Records 웹페이지에 있으며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학생들에게 엑세스 서비스가 필요하면 Cranium Café 를 통해 가능하다고 확인시켜주세요.
Cranium Café 는 Canvas 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우선 Cranium Café 에 등록해야
하지만 방법은 쉽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What’s on your mind?)는 학생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좌절감, 스트레스 또는 좋은 일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포룸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2 시 30 분부터 1 시 30 분까지 합니다. 이 포룸은 우리 대학신문 (Collegian Newspaper)
편집장인 Ande Richards 와 Life Skill 코디네이터인 Joe Exnowski 가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은
익명으로 남을 것이며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싸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룸은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레코드되어서 LACC 홈페이지에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포룸은 매주 수요일 12 시
30 분부터 1 시 30 분까지 이며 줌을 통해서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팅 아이디는 ID: 506 692
050

Administrates Services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 도움을 받을 때는 LACCD 이메일을 사용하라고 권고해주세요. Tech Support
Helpline 이 LACCD 이메일로 인증합니다.

이 번주는 날씨의 변화가 옵니다. 오늘은 쌀쌀하고 구름도 끼고 햇빛도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위가 몰려옵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80 도가 넘고 금요일에는 90 도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주말에 시원한 장소를 찾아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 번주로 이 번 학기 60%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이 만큼 해냈고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