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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답 

휴교 기간 동안 장애가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학습해야 

합니까? 

모든 LAUSD 학생들을 위한 읽을거리와 숙제가 수록된 자습용 패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LAUSD는 PBS, SoCal, KCET 및 KLCS-TV와의 협업을 통해 휴교 기간 동안 학습을 지원할 

무료 보충 교육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Pre-K–12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리소스도 그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이 온라인 리소스는 https://achieve.lausd.net/resources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 원격 학습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디바이스 

및/또는 보조 기술이 

제공됩니까? 

 

LAUSD는 모든 학생이 온라인 리소스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에 걸쳐 학생들에게 디바이스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IEP에 따라 보조 기술 디바이스를 이미 배정받은 학생을 위해 LAUSD는 학생이 모든 보조 

기술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보조 기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ktapie@lausd.net으로 Kari Tapie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는 관련 서비스(말하기, 

맞춤형 체육, 작업 요법 등)를 

받고 있습니다. 휴교 기간 

중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습니다.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으로 인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원격 학습 

기회를 적용하기 위한 조정과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LAUSD는 학생에게 이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해서 어디로 문의하면 

됩니까? 

학부모님께서는 이메일을 통해 교사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현지 학군의 특수교육청(Special Education 

Office)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LD Northwest (818) 654-3600     LD East (323) 224-3100          LD Northeast (818) 252-5400 
LD West (310) 914-2100               LD Central (213) 241-0126    LD South (310) 354-3400   
   

대체 커리큘럼으로 학습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어떤 학습 

지원이 제공됩니까? 

교사들이 대체 커리큘럼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다양한 자료와 리소스를 

개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LAUSD 웹 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resources와 

ULS(Unique Learning Systems)를 통해 대체 커리큘럼을 위한 교육용 온라인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센터는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수 교육 센터는 LAUSD 학교로, 학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휴교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0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학군에서는 2020년 6월 29일~7월 24일로 잠정 결정된 ESY에 대한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 현재 상황으로 인해 계획이 유동적이며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교 기간 중에 IEP 팀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열립니까? 

저희 학군에서는 IEP 팀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원격 회의, 

화상 회의 등). COVID -19 휴교로 인해 IEP 팀 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이 계획에 따라 회의 

일정을 다시 잡게 됩니다. 

 

제 아이가 휴교 기간 중에 

평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저희 학군에서는 휴교 기간 동안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COVID -19 

휴교로 인해 평가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이 계획에 따라 회의 일정을 다시 잡게 됩니다. 

 
 

제 아이는 휴교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그만큼 

보충 시간을 제공받게 됩니까? 

학교 수업이 재개되면 IEP 팀 회의를 통해 보충 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학생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https://achieve.lausd.net/resources
mailto:ktapie@lausd.net
https://achieve.lausd.net/re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