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전언
날짜: 2020 년 5 월 19 일
LACC 가족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일을 잊었네요. 어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신없이
시작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기말 시험까지 이주가 남았습니다. 점점 바빠지는
것을 보니 학기말이 다가오는 거 같습니다.

중요한 메세지:
온라인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직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내일 5 월 20 일 수요일이며 참가를
원하면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참가를 원하면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lacitycollege.edu/Campus-Life/Office-of-StudentLife/documents/StudentVideoRecordingInstructions.pdf
일상적인 학위나 수료증 수여식은 아니나 아주 특별한 수여식임은 분명합니다. 어제 저의
졸업식연설을 녹화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Morgan Freeman, Cindy
William, Laurence Fishburne 과 같은 저명한 우리 졸업생들의 shout-outs 가 있을 것이며 Mark
Hamill 의 특별헌사, Adan Schiff 의원과 Eric Garcetti 시장, Ron Galperin 시감사관등의
기조연설이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많은 shout-outs 가 있을 겁니다. 30 분정도의 비데오
레코딩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shout-outs 에 참가헤주세요. 마감일은 내일 5 월 20 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레코딩 설명은 여기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lacitycollege.edu/Campus-

Life/Office-of-Student-Life/documents/Employee_Video_Recording_Instructions.pdf
Black Graduation 수여식은 오늘 5 월 19 일 화요일 오후 3 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을
원하면 여기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sites.google.com/view/laccdaaoibgc/events/black -

graduation-celebration/2020-virtual-celebration
좋은 소식입니다. LA 카운티는 이용가능한 WIFI 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Locator 웹싸이트를
마련했습니다. www.findwifi.lacounty.gov 입니다. 211 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싸이트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아도 됩니다. 웹싸이트에는 사용자의 물리적 주소에 따른 검색 기능이
있어서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access 서비스, 카운티
전체의 무료 WIFI 장소 (카운티 도서관과 공원근처같은 핫스팟을 포함한) 그리고 그 지역의
주거와 상업용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의

연락처등도 알려줍니다. Human-IT 에서 저가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4.99
혹은 연 $179.88 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https://hitconnect.org/sales/buyInternet?product=7454

여름학기 open enrollment 는 어제 5 월 18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름학기 스케줄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https://www.lacitycollege.edu/Academics/Classes/Class-Schedules/Summer
요청한 크롬북의 반은 지난 주에 배송이 되었고 나머지 반은 어제 오후 LACC 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발송이 될 것이며 학생여러분은 목요일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여름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가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여식은 6 월 9 일 화요일 오후 5 시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여식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citycollege.edu/Campus-Life/Office-of-Student-

Life/Commencement/Virtual-Recognition.
또한 EW 신청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http://www.lacitycollege.edu/Admissions/Admissions-Records/General-Petition. Pass/No Pass 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http://laccd.edu/Students/Pages/Student-

Forms.aspx.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Monday with Michelle Obama,”
(월요일은 미쉘 오바마와 함께)입니다. Story-Times with Penguin Random House 와
YouTube 와 Facebook 의 PBS KIDS Streaming 에서 제공합니다. 월요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9 시, 서부시간으로는 정오에 합니다. http://www.pbs.org/about/blogs/news/mondays-with-

michelle-obama-story-times-with-penguin-random-house-and-pbs-kids-streaming-on-youtubeand-facebook-start-monday-april-20-12-noon-et/
Goodnight with Dolly 는 Imagination Library Bedtime Stories with Dolly Parton

https://imaginationlibrary.com/goodnight-with-dolly/ 에서 합니다.

지난 10 주간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서로간에 도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가장 힘든
환경속에서 모두 잘 이겨냈습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희망의 빛을 계속해서 밝혀주세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