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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C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에 어머니의 날을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문을 연 상점들이 있고 골프장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기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번주는 우리가 온라인수업을 시작한지 9 주째 됩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나설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도 몇 주 아니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숫자가 치솟은 것은 아니지만 로스엔젤레스시의 COVID-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월 중순에 선택한 행동이 확산을 주춤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역 보건당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비누로 길게 적어도 20 초정도 손을 자주
씻고 새로운 것이나 집밖 다른 곳에서 온 것을 만지기전에 반드시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세요.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해서 입과 코를 가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 6 피트이상의 안전거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아프면 집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특별한 타운홀이 있습니다. Adam Schiff 상원의원이 와서 타운홀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형식과 비슷합니다. 줌을 통해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줌
수용력을 늘렸습니다. 줌미팅 ID 는 998 7446 2626 입니다.
Black 졸업식은 5 월 19 일 화요일 오후 3 시에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진행됩니다. 이 번주안에
졸업식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Lavender 졸업식은 6 월 2 일 화요일 오후 4 시에 진행됩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보를 더 받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Recognition Ceremony 는
6 월 9 일 화요일 오후 5 시에 합니다. 2020 학년도 졸업생들의 성취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주제는 Resilient Times for Brilliant Minds (지성인들이 겪어내는 극복의 시기) 입니다.
잊지마세요.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되면 2020 학년도 졸업생 개개인에게
학위수여식을 할겁니다. 2021 년 6 월 이전에 가능할게 되기를 바랍니다.

COVID-19 팬데믹 회복을 위해 많은 일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시 보건당국
(LACDPH)은 지난 주 “회복을 위한 새로운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략 5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4 단계가 있었습니다. LACCD 도 회복계획을
준비하며 이 5 단계를 포함시켰습니다. LACC Incident Command Center (ICC)에서도 이
5 단계를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제 2 단계를 확정짓고 제 3 그리고 제 4 단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당국의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1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
1 단계에서 4 단계까지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제 5 단계는 백신이나 COVID-19 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을만한
치료제가 나왔을 때 가능한 복원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심각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뉴솜주지사는
올해 그리고 내년의 주예산부족이라는 5 월 수정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대략 $54 Billion (540 억불)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로 보자면 강한 태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지만 우리는 함께 잘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햐면 제
재임기간동안 시로부터 두 번이나 대량의 예산삭감을 경험했기때문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잘 헤쳐나가리라 봅니다.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름학기 등록중이며 생각한대로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이 번 여름학기에 열리는 강의들은 모두 온라인강의입니다. 원하는 수업을
듣기위해서 학새들은 지정등록일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록자수와 대기리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대기리스트에 있는 모두에게 크롬북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리스트에 있다면 우리 스태프가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텍스트 메세지로 연락을 할 겁니다.
이 번주안에 크롬북을 발송하게끔 가능한한 빨리 응답을 하길 바랍니다.
가을학기 스케줄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5 월 29 일 금요일에 포스트 될 겁니다. 등록은 6 월
8 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지정등록일에 가능한한 빨리 가을학기수업을 등록하세요.
계속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몰라서 가을학기의 수요도 높을 겁니다. 가을학기수업도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몇몇의 수업들도 혹시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 Outreach & Recruitment 스태프들은 가을학기 등록을 위해 고등학생들과 열심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LAUSD 교장들을 위해서 타운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LACC 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여름에 있을 bridge 프로그램과 가을학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자 합니다.
LACC 에서는 아직 대단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앞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이 번일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누군가가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 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