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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C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학기 11 번째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말은 따듯한 봄날이었습니다.
Foundation 에 emergency grant 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300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Foundation 은 장학금을 받을 사람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뭔가 일상같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이 일상은 아니죠. 하지만 어제 60 Minutes 을 보면서 몇 주만에
뭔가 일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일상과 점점 가까워 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일들은 얼마가 걸리든
일시적인 것입니다. 뭐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내일 화요일 12 시 30 분에
타운홀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Chromebook 이 LACCD Foundation 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의
배송이 있을 것입니다. Chromebook 을 받게 될 학생들은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며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Chromebook 을 신청했다면 학생이메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받게 될 Chromebook 은 여러분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Chromebook 은 시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회사로 직접 연락하세요.
Chromebook 회사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laccd.edu/Documents/NewsDocuments/Chromebook%20Setup%20Guide%20-%20Screen.pdf

From Academic Affairs

Amazon Web Services (AWS) Faculty Ambassador 에 뽑히신 Mathematics/CSIT/CT/EL 과의
Munir Samplewala 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Child Development 의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매일
하던 일들을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매일 4-5 명의 어린이들이

선생님들과 이야기시간, 음악/율동, 과학실험, 아트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위한
YouTube 채널과 페이스북페이지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방식이나 논문
또는 교육자료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와
Ella Fitzgerald Foundation 의 도움으로 새로운 교재나 장난감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정오 12 시부터 1 시까지 학부모들은 Campus Sheriff’s Office 에 와서 CDC 가 준비한
grab and go 가방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방에는 교재와 책, 미술자재, 퍼즐 그리고
장난감인형등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ursing 과 child development 학생들은 계속해서
CDC 와 줌세션을 통해서 실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From Student Services

2020 년 여름학기 스케줄이 온라인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원격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전에 원하는 수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지정일에 관해서 5 월 1 일
금요일까지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등록은 5 월 4 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가능한한 빨리
등록하세요. 이번 여름학기는 다른 때보다 듣고자 하는 학생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5 월 10 일은 이번 주 일요일에서 일주일후입니다. 어머니의 날입니다. 또한 Pass/No
Pass 로 바꾸거나 EW (emergency withdraw)를 받고 withdraw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Student Services 는 졸업신청, 학자금지원 지급, 카운셀링과의 약속, 학생들 숙박문제등 그리고
이 원거리 상황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Outreach & Recruitment 팀은 가을학기 등록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First-Year Experience/LA College Promise 그룹이 더 커질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 Summer Bridge 에서 수업이
시작하기전에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게 새로운 온라인 “Chill”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일상 (new normal)”이 이번 주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주가 시작되니 행복합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바로 학생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