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회 의원 교육 인증 갱신하는 방법 
 
 
필수 교육을 수료해 주시고 만료일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 수료증을 갱신해야 할 

때, 아래의 안내를 따라 교육을 다시 한번 수료해 주시면 됩니다.  
 

● https://lacity.csod.com/을 방문하셔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o 로그인 정보는 사용하시는 이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서 

empowerla@lacity.org에서 발송된 주민 의회 환영 이메일(“Welcome to the 
neighborhood council syste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 로그인 정보를 찾으실 수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communications@empowerla.org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 로그인하시면 다음의 Home Screen(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https://lacity.csod.com/
mailto:empowerla@lacity.org
mailto:communications@empowerla.org


 
●  “Learning”(학습탭)탭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옮겨 드롭다운 목록이 내려오면, “View Your 

Transcript”(교육증명서 확인하기)을 클릭하십시오.  
 



 
 
 

● 왼쪽 윗부분에 위치한 “Active”(액티브) 버튼을 클릭하신 뒤, 목록에서 

“Completed”(완료)를 선택하십시오.  

 
o 이번 화면에서는 이제껏 수료한 교육의 전체 목록이 보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 

교육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는 Completion Page(수료 페이지) 또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의 제목을 선택하십시오.  

 
o 아래의 사진들을 통해 Code of Conduct(행동 규범) 교육 갱신 과정을 보여 

드립니다. 다른 교육의 경우에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 Training’s page(교육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Request”(신청) 또는 

“Register”(등록)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Request”(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재수료를 통해 새로운 수료증을 

받게 될 거라는 공지가 다시 한번 뜹니다. “Request”(신청)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신청하신 교육은 이제 Home Screen(메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왼쪽 윗부분에 

위치한 “Home” 버튼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시고, “Welcome”(환영)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  “Required Training”(필수 교육) 항목에서 신청하신 교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려면, “Launch”(시작) 혹은 “Open Curriculum”(교육과정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중요한 정보: 아무런 문제 없이 교육을 이수하려면, 반드시 데스크톱 컴퓨터와 구글 크롬(Google 

Chrome)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마치시고 난 뒤, "X"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앞의 과정 없이 탭 또는 브라우저 창을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이로 인해 교육이 

미완료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에, 앞서 언급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에 다시 들어가서 종료해야 

합니다. “X”버튼을 클릭하면 수료 정보와 교육 수료증을 보여주는 수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료증을 저희에게 따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측에서 Cornerstone(코너스톤) 포털을 통해 

해당 교육의 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목록을 수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