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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C 학생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타운홀에서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여러분과 맞지 않으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화요일에 받은 질문중 하나는 이번학기를 제대로 끝마치기게끔 시간을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가지의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몇의 LACC 수업은 수업
전체를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한다던가 아니면 일정부분만이라도 온라인으로 못하고 면대면
수업을 해야만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은 소수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캠퍼스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6 월까지 연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등 다른
유의할 사항들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이 수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수업들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면대면으로 과제/액티비티/자료등을 다 끝날때까지 IP (In Progress) 그레이드를
받을 겁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들은 교수진과 incomplete (I)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기 말에 “I”를 받고 필수자료나 과제 제출이
완벽하게 끝나는 대로 학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과제를 끝내지 않으면 마감일이 연장 되기전, 원래 교수가 주고자 했던 학점 받게 될
겁니다.

LACC Engineering 교수이며 LACC Society of Women Engineers (SWE) Undergraduate
Research Group 을 이끌고 있는 Nareh Manooki 교수가 부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Manooki 교수는 보잉에서 일했었고 특허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연구진과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NIH 에서 인증한 디자인을 사용해서 지역
병원에서 쓰이는 안면가리개 (face-shield frames)를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시설과 LACCD 의 학교들이 연계해서 학생과 교수진들이 안면가리개를 만들게끔 모든
절차를 안배했습니다. LACC 물리학과와 엔지니어링과도 3-D 프린터를 사용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Manooki 교수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Glendale Adventist, Kaiser Urgent Care 그리고
USC Verdugo Hills Hospital 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400 개의 재활용이 가능한
안면가리개를 납품했습니다. LACC Foundation 는 재료공급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Manooki 교수님, LACC SWE, 우리 물리학과와 엔지니어링학과 그리고 LACC Foundation 에게
감사합니다. 지역 보건시설에서 꼭 필요로 하는 보호장비를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정보로 충분합니다. 내일 12 시 30 분에 타운홀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타운홀미팅에 보탤만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4 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이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저에게 정보를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학생의 성공에 교수가 큰 도움이 됐다면 교수의 이름도 발표하겠습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메리 갤러거
우리 학생들의 성공속에서,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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