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전언
날짜: 2020 년 4 월 21 일

LACC 가족 여러분: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저는 눈물을 흘릴뻔 했습니다. 첫 질문이 질문이라기 보다는 인정을 받는 거
같았습니다. 학생으로부터 교직원들이 이 전환기를 맞아서 훌륭하게 해내었다는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모든 교직원은 정말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이
있는 총장입니다.
LACC Foundation 은 300 명의 필요한 학생들에게 약 20 만불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LACC Foundation 은 지금까지 스페셜 프로그램 지원금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장비와 물자들을
보급해왔습니다. 또한 5000 명의 우리 학생들이 감기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자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과 LACC 를 돕기 위해서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주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LACC
Foundation 의 스태프들과 Robert Schwartz 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고용이 어렵지만, LACC Career Center 는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Career
Center 는 Cranium Café 를 통해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Career Center 에서 일하는 훌륭한 분들이
모든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보통 세금보고를 안하는 경우도 신청을 하면 보조금 (stimulus check)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하세요.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utm_source=CalMatters+Newsletters&utm_campaign=b1324
63f14-WHATMATTERS_NEWSLETTER&utm_medium=email&utm_term=0_faa7be558d-b132463f14150227297&mc_cid=b132463f14&mc_eid=bb84aeeb03#/fd/EconomicImpactPayment

또한 4 월 28 일부터 Cal Fresh 참여자는 온라인으로 그로서리를 구입시 EBT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와아! 첨부된 PDF 정보지를 참고하도록 하세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일들과 더해진 책임감등으로 인해서 의욕이 없고
일하기도 힘들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완벽히
일그러졌고 때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입니다. Los Angeles Department of Mental Health 는 이러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24/7 “softline”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때문입니다. LACDDMH 의 24/7
Help Line 은 (800) 854-7771 입니다. 정신건강과 소개서 혹은 자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방면에서 여러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겠지만 앞에 커다란 산이 막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때로는 누군가가 그
산을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 안내해줄 수도 있습니다.

From Academic Affairs
2020 년 여름학기 스케줄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5 월 1 일까지 지정등록일에
대해서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학기는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고
자리도 빨리 채워질거라서 가능한한 빨리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랩탑 지급이 곧 진행될 것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학생이메일을 확인해보세요. 이메일을 받았으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만 랩탑을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LACCD 에서 이메일 오는 것이 아니고
notify@NGWebsolutions.com 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여기서 이메일이 오는 지 잘
확인하고 설명을 잘 따라서 랩탑을 받기를 바랍니다. 랩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파트너 UCLA-CESMI 와 일하고 있습니다. 6 개월안으로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제조분야 경기회복을 위해서 현재의 일자리 그리고 다음 6 개월간의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몇년간의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로스엔젤레스는 희망과 약속이 있는 위대한
도시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잠시일뿐입니다.

From Student Services
중요한 날짜들입니다:
5 월 1 일 금요일 – 여름학기 지정등록일 관련해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5 월 4 일 월요일 – 여름학기 등록 시작
5 월 10 일 일요일 – 패스/노패스 마지막 신청일
5 월 10 일 일요일 – EW (emergency withdraw)를 받고 withdraw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아주 특별한 온라인 졸업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동문들이 원격으로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굉장할 겁니다. 졸업신청을 아직 안했다면 빨리 하도록
하세요. 신청서는 Admissions and Records 웹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면대면
졸업식을 아니지만 기념비적인 졸업식이 될 것입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모두는 대단합니다. 저는
영광이에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