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전언
날짜: 2020 년 5 월 4 일

LACC 가족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5 월의 첫 주였습니다. 무더운 또 다른 한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번주는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주입니다. 커다란 포옹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가상의 포옹!
COVID-19 에 확진되었거나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District EOC 에
이메일을 하거나 coronavirusinfo@laccd.edu 아니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gallagmp@lacitycollege.edu.
오늘 여름학기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가능한한 빨리 등록을 하도록
학생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Outreach & Recruitment 스태프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First-Year
Experience/LA College Promise 학생들을 서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에 시작되어서 가을학기를 준비하는 수업으로 새로운 학생들을 위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학기 boot camp 는 훌륭합니다. 학생들이 가을학기를 잘 준비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은 “Chill”이라고 하며 우리의 훌륭한 스태프들이
마련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번 여름학기부터 우리 학교에서 시작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준비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곳에서 오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이 달말에 “Chill”에 참석해서 학생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금요일 타운홀미팅에서 가세티시장이 보내온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Headspace”라고 하는
무료 app 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은 https://www.latimes.com/lifestyle/story/2020-05-01/los-angelescounty-free-headspace-app 이 링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Headspace.com 링크는
https://www.headspcae.com 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Lillian 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Collegian
최근호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ssue.com/collegianwired.
아직 랩탑이 없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 ID 와 이름으로 핫라인에 문의해주시면 우리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핫라인 이메일은 hotline-faculty@lacitycollege.edu 입니다. 우리는 학생 모두가 필요한
것이 잘 갖추어져서 이 번 학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12:30 에 학생들을 위해 게스트 스피커가 와서 “What’s on Your Mind”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Samantha Ramirez Herrera 가 학생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 년전에 Gloria Steinem 과
함께 우리 학교에 오셨던 분입니다. Dreamers 지지자이며 굉장한 연설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타운홀에서 상원의원인 Adam Schiff 가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LACCD Board President 인 Andra Hoffman 과 LACCD Chancellor 인 Francisco Rodriguez 도
함께 할 것입니다. 5 월 13 일 다음 주 수요일 12:30 입니다. 질문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은 매주 여러분의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