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전언
날짜: 2020 년 6 월 1 일

LACC 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슬픈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전역의 COVID-19 관련 사망자가 10 만명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LACCD 의 풀타임학생들을 다 합한 숫자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LACC 의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LACCD 의 다른 8 개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어느날
하루 아침에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장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잘 가라는 인사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LA 시의
Garcetti 시장이 LACC IT 매네저인 Kabwe Chanda 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사를 해주었습니다.
보지못한 분들은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18:45 쯤에 Kabwe 에 대해 2 분정도 이야기합니다.
https://www.facebook.com/MayorOfLA/videos/246602156436068

팬데믹에서 오는 좌절감, “Safer at Home”에 갇힌 답답함, 그리고 학생들의 성공을 Zoom 이
없었다면 축하해주지도 못하고 학기가 끝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등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프리칸 어메리칸 커뮤니티 그리고 많은 소수자 그룹들은 진저리가 납니다. 십수년간의
인종차별주의, 공허한 미사여구 그리고 무분별한 살해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진정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바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봄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학기말 시험을 치루고,
여름학기등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College Council 은 2020-2023 년도
Educational and Strategic Master Plan (ESMP) 확정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위원분들은 오늘
미팅에서 이 일을 빨리 해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대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Virtual Lavender Graduation 은 내일 6 월 2 일 화요일 오후 4 시에 진행됩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Password 는 Lavender20 입니다.
https://laccd.zoom.us/j/99735728483?pwd=aXJaZExUUkZLYzU2MXJ0UlhnTTl2QT09

6 월 9 일 화요일 오후 5 시에 LACC Virtual Recognition Ceremony 가 있습니다. 엄청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을 사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여름학기등록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LACC 등록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2020 년 가을학기
스케줄은 학생들 포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번 주초에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준비될 것입니다. 등록은 6 월 8 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원하는 수업을 듣고 싶으면
등록지정일이 되면 가능한한 빨리 등록하세요. 2020 년 가을학기는 전부 온라인으로 합니다.

우리는 President’s and Dean’s 리스트에 오른 학생들을 위한 Dean’s Honors Ceremony 를
변경해서 합니다. 6 월 8 일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2020 년도 봄학기가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 번 학기는 중요한 변화도
있었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모두 이겨내서 마침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모두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George Floyd 가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것은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시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
학생들, 우리 교수진들, 우리 스태프들,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BELIEVE ACHIEVE SUCCED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메리 갤러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