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전언
날짜: 2020 년 5 월 14 일

LACC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Schiff 의원과의 타운홀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500 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자 했는데 결국엔 300 명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확장을 하고자 했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을 시에는 확실하게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chiff 의원이 미처 답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답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볼 수 있을 겁니다.
크롬북이 배부됩니다. UPS 와 USPS 로 나위어 배송됩니다. 어디에서 배송을 받을지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랩탑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충족하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수여식에 참석할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0: Resilient Times for Brilliant
Minds (지성인들이 겪어내는 극복의 시기)입니다. 참석하고자하는 학생은 오늘 5 월 14 일이
마감일이니 1. 여기에서 온라인 졸업신청서를 작성하세요.
http://www.lacitycollege.edu/Academics/Counseling/Online-Advising/Graduation-Petition 2.
그리고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서 참석의사를 알려주세요. hotline-students@lacitycollege.edu
이 온라인 수여식이 면대면 졸업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위를 받기위한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수여식은 6 월 9 일 화요일 오후 5 시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여식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이 곳에 있습니다. https://www.lacitycollege.edu/CampusLife/Office-of-Student-Life/Commencement/Virtual-Recognition
Black Graduation 은 5 월 19 일 화요일 오후 3 시에 진행됩니다. 링크는

https://sites.google.com/view/laccdaaoibgc/events/black-graduation-celebration/2020-virtualcelebration .
Lavender Graduation 은 6 월 2 일 화요일 오후 4 시에 진행됩니다. 이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보를 받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Dean’s Honor 온라인 수여식도 하고 싶지만 모두 진행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실망스럽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LACC

Foundation 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될 거 같습니다. 6 월 첫 주에 수혜자에게 첵을 발송하리라
봅니다.
여름학기 open enrollment 는 5 월 18 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여름학기 수업을 듣고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반드시 5 월 18 일전에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원하는 수업을 듣게
해주세요.
EW 나 Pass/No Pass 신청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학생은 메인 웹페이지에 있는
Student Assistance & Resources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이 메세지를 쓰면서 지난 10 주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나를 생각해봅니다. 당시 이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쯤이면 학기말과 클래스 2021 의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기억들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클래스 2020 의 면대면 졸업식 또한
내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다음 장을 잘
준비시킬 겁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