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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자자녀녀의의  학학급급이이  코코로로나나1199의의  영영향향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알알아아야야  할할  점점은은  무무엇엇인인가가요요??  
코로나 관련 격리 기간에 자녀와 학급을 위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내내  자자녀녀가가  격격리리되되는는  

경경우우  (그러나 전체 

학급이 격리 조치되지는 

않음): 

 

• 격리된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수업 및 

모든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사들은 격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내내  아아이이의의  전전체체  학학급급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일부 수업)이 격리 

조치되는 경우: 

  

• Pre-K 및 초등학교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일 최소 

3시간 동안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과목당 최소 30분간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 학습으로 과제를 완료하며, 

교사가 지정한 시간(office hour)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격격리리된된  

교교사사(노출되었거나 

무증상)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병가 

처리됩니다.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학생은 

대리 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므로, 격리 교사와 대리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격리된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과 자가격리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 수업 시간 동안 교사는 휴게실을 

사용하여 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수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결결석석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 타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통상의 경우에서처럼 

보충과제에 대해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핫핫스스팟팟이이나나  기기기기  확확인인에에  대대한한  

자자세세한한  내내용용은은  학학교교로로  

전전화화하하거거나나  다다음음  주주소소를를  

방방문문하하십십시시오오::  

device.lausd.net. 
 

 

자녀가 격리해야 할 경우, 계속해서 매일 식사를 원하는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내 담당 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의 

격리 기간 동안 부모님이 식사를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격리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chieve.lausd.net/healthand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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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된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수업 및 

모든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사들은 격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내내  아아이이의의  전전체체  학학급급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일부 수업)이 격리 

조치되는 경우: 

  

• Pre-K 및 초등학교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일 최소 

3시간 동안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과목당 최소 30분간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 학습으로 과제를 완료하며, 

교사가 지정한 시간(office hour)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격격리리된된  

교교사사(노출되었거나 

무증상)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병가 

처리됩니다.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학생은 

대리 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므로, 격리 교사와 대리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격리된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과 자가격리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 수업 시간 동안 교사는 휴게실을 

사용하여 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수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결결석석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 타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통상의 경우에서처럼 

보충과제에 대해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핫핫스스팟팟이이나나  기기기기  확확인인에에  대대한한  

자자세세한한  내내용용은은  학학교교로로  

전전화화하하거거나나  다다음음  주주소소를를  

방방문문하하십십시시오오::  

device.lausd.net. 
 

 

자녀가 격리해야 할 경우, 계속해서 매일 식사를 원하는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내 담당 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의 

격리 기간 동안 부모님이 식사를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격리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chieve.lausd.net/healthandsafety 
 

내내  자자녀녀의의  학학급급이이  코코로로나나1199의의  영영향향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알알아아야야  할할  점점은은  무무엇엇인인가가요요??  
코로나 관련 격리 기간에 자녀와 학급을 위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내내  자자녀녀가가  격격리리되되는는  

경경우우  (그러나 전체 

학급이 격리 조치되지는 

않음): 

 

• 격리된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수업 및 

모든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사들은 격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내내  아아이이의의  전전체체  학학급급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일부 수업)이 격리 

조치되는 경우: 

  

• Pre-K 및 초등학교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일 최소 

3시간 동안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과목당 최소 30분간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 학습으로 과제를 완료하며, 

교사가 지정한 시간(office hour)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격격리리된된  

교교사사(노출되었거나 

무증상)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병가 

처리됩니다.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학생은 

대리 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므로, 격리 교사와 대리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격리된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과 자가격리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 수업 시간 동안 교사는 휴게실을 

사용하여 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수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결결석석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 타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통상의 경우에서처럼 

보충과제에 대해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핫핫스스팟팟이이나나  기기기기  확확인인에에  대대한한  

자자세세한한  내내용용은은  학학교교로로  

전전화화하하거거나나  다다음음  주주소소를를  

방방문문하하십십시시오오::  

device.lausd.net. 
 

 

자녀가 격리해야 할 경우, 계속해서 매일 식사를 원하는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내 담당 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의 

격리 기간 동안 부모님이 식사를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격리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chieve.lausd.net/healthandsafety 
 

내내  자자녀녀의의  학학급급이이  코코로로나나1199의의  영영향향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알알아아야야  할할  점점은은  무무엇엇인인가가요요??  
코로나 관련 격리 기간에 자녀와 학급을 위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내내  자자녀녀가가  격격리리되되는는  

경경우우  (그러나 전체 

학급이 격리 조치되지는 

않음): 

 

• 격리된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수업 및 

모든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사들은 격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내내  아아이이의의  전전체체  학학급급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일부 수업)이 격리 

조치되는 경우: 

  

• Pre-K 및 초등학교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일 최소 

3시간 동안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과목당 최소 30분간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 학습으로 과제를 완료하며, 

교사가 지정한 시간(office hour)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격격리리된된  

교교사사(노출되었거나 

무증상)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병가 

처리됩니다.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학생은 

대리 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므로, 격리 교사와 대리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격리된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과 자가격리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 수업 시간 동안 교사는 휴게실을 

사용하여 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수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결결석석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 타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통상의 경우에서처럼 

보충과제에 대해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핫핫스스팟팟이이나나  기기기기  확확인인에에  대대한한  

자자세세한한  내내용용은은  학학교교로로  

전전화화하하거거나나  다다음음  주주소소를를  

방방문문하하십십시시오오::  

device.lausd.net. 
 

 

자녀가 격리해야 할 경우, 계속해서 매일 식사를 원하는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내 담당 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의 

격리 기간 동안 부모님이 식사를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격리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chieve.lausd.net/healthandsafety 
 

내내  자자녀녀의의  학학급급이이  코코로로나나1199의의  영영향향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알알아아야야  할할  점점은은  무무엇엇인인가가요요??  
코로나 관련 격리 기간에 자녀와 학급을 위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내내  자자녀녀가가  격격리리되되는는  

경경우우  (그러나 전체 

학급이 격리 조치되지는 

않음): 

 

• 격리된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수업 및 

모든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사들은 격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내내  아아이이의의  전전체체  학학급급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일부 수업)이 격리 

조치되는 경우: 

  

• Pre-K 및 초등학교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일 최소 

3시간 동안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과목당 최소 30분간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 학습으로 과제를 완료하며, 

교사가 지정한 시간(office hour)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격격리리된된  

교교사사(노출되었거나 

무증상)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병가 

처리됩니다.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학생은 

대리 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므로, 격리 교사와 대리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격리된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과 자가격리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 수업 시간 동안 교사는 휴게실을 

사용하여 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수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결결석석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 타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통상의 경우에서처럼 

보충과제에 대해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핫핫스스팟팟이이나나  기기기기  확확인인에에  대대한한  

자자세세한한  내내용용은은  학학교교로로  

전전화화하하거거나나  다다음음  주주소소를를  

방방문문하하십십시시오오::  

device.lausd.net. 
 

 

자녀가 격리해야 할 경우, 계속해서 매일 식사를 원하는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내 담당 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의 

격리 기간 동안 부모님이 식사를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격리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chieve.lausd.net/healthandsafety 
 

내내  자자녀녀의의  학학급급이이  코코로로나나1199의의  영영향향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알알아아야야  할할  점점은은  무무엇엇인인가가요요??  
코로나 관련 격리 기간에 자녀와 학급을 위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내내  자자녀녀가가  격격리리되되는는  

경경우우  (그러나 전체 

학급이 격리 조치되지는 

않음): 

 

• 격리된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수업 및 

모든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사들은 격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내내  아아이이의의  전전체체  학학급급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일부 수업)이 격리 

조치되는 경우: 

  

• Pre-K 및 초등학교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일 최소 

3시간 동안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과목당 최소 30분간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 학습으로 과제를 완료하며, 

교사가 지정한 시간(office hour)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격격리리된된  

교교사사(노출되었거나 

무증상)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병가 

처리됩니다.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학생은 

대리 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므로, 격리 교사와 대리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격리된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과 자가격리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 수업 시간 동안 교사는 휴게실을 

사용하여 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수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결결석석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 타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통상의 경우에서처럼 

보충과제에 대해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핫핫스스팟팟이이나나  기기기기  확확인인에에  대대한한  

자자세세한한  내내용용은은  학학교교로로  

전전화화하하거거나나  다다음음  주주소소를를  

방방문문하하십십시시오오::  

device.lausd.net. 
 

 

자녀가 격리해야 할 경우, 계속해서 매일 식사를 원하는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내 담당 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의 

격리 기간 동안 부모님이 식사를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격리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chieve.lausd.net/healthandsafety 
 

내내  자자녀녀의의  학학급급이이  코코로로나나1199의의  영영향향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알알아아야야  할할  점점은은  무무엇엇인인가가요요??  
코로나 관련 격리 기간에 자녀와 학급을 위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내내  자자녀녀가가  격격리리되되는는  

경경우우  (그러나 전체 

학급이 격리 조치되지는 

않음): 

 

• 격리된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수업 및 

모든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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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K 및 초등학교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일 최소 

3시간 동안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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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따라 과목당 최소 30분간 

교사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 학습으로 과제를 완료하며, 

교사가 지정한 시간(office hour)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과제는 해당 수업의 디지털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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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사사(노출되었거나 

무증상)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병가 

처리됩니다.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학생은 

대리 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므로, 격리 교사와 대리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격리된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과 자가격리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 수업 시간 동안 교사는 휴게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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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화화하하거거나나  다다음음  주주소소를를  

방방문문하하십십시시오오::  

device.lausd.net. 
 

 

자녀가 격리해야 할 경우, 계속해서 매일 식사를 원하는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내 담당 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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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자자녀녀의의  학학급급이이  코코로로나나1199의의  영영향향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알알아아야야  할할  점점은은  무무엇엇인인가가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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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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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학습으로 과제를 완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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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격리된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과 자가격리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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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핫핫스스팟팟이이나나  기기기기  확확인인에에  대대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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