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은 거의 절반의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 지역 조기 지역 조기 
아동 센터(RECC)아동 센터(RECC)를 두고 
있습니다. 이 RECCs는 
장애를 가졌거나 갖지 않은 
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에게 
킨더가튼을 준비하는 자질 
개발에 초점을 둔 양질의 
조기 아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워요 프로그램이란함께 배워요 프로그램이란
(Learning Together (Learning Together 
Program, LTP)?Program, LTP)?

RECCs는 장애를 갖지 않은 
아동이 함께 하는 교실에서 
장애를 가진 유아원생들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이 함께 놀이 하면서, 
장기간의 우정을 키워가고 
역동적이며 고무적인 환경이 
주는 유익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배워요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등학교 
내에 있는 RECC의 수업에 비 
장애아 학생들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배워요 프로그램은 
다가올 학년도를 위한 조기
아동 센터 (RECCs)중 한 
곳에 출석할 지원서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9월1일까지 9월1일까지 
3세가 되는 아동의 가정은 3세가 되는 아동의 가정은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가을부터, HCPSS2023년 가을부터, HCPSS
는 9월1일로 4세가 되는 함께 는 9월1일로 4세가 되는 함께 
배워요 또래들을 위한 자리는 배워요 또래들을 위한 자리는 
지극히 제한할 것입니다.지극히 제한할 것입니다. 

다음 학년을 위한 RECC 
프로그램 장소는 예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데 6월 
15일 이나 현 학년 마지막 
날 이전에 확정될 것입니다. 
LTP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는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아동을 위한 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원서에 
서술된 심사 정보와 수용 
인원 허용에 따라 아이들이 
선별됩니다. 필요하다면 추첨 
절차가 실시될 것입니다. 
지원서에 기재된 비용은 
HCPSS가 다음 학년도 동안 
어떤 수업 형태를 결정하든 
(온라인, 혼합형, 혹은 대면 
수업) 매월 청구될 것입니다. 

LTP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절차 안내 (Process 
Guidelines)를 검토하십시오. 
LTP 지원서는 아래에 열거한 
LTP 심사 장소 교무실에서나 
전자 pdf 형태로 2월 15일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접수된 지원서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작성된 모든 지원서는 배정된 
모교에 따른 지정 LTP 심사 
장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주소에 따른 자녀의 
모교를 확인하시려면,  
hcpss.org에서 School 
Locator(학교 찾아보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조기 중재 
서비스실 (Office of Early 
Intervention Services) 410-
313-7017로 연락하거나 
LTPprogram@hcpss.org로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까지 4세가 될 아동들을 
위한 HCPSS의 예비킨더가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s://
www.hcpss.org/schools/
pre-k-programs/을 
참고하십시오.

함께 배워요 프로그램함께 배워요 프로그램

H O W A R D  C O U N T Y  P U B L I C  S C H O O L  S Y S T E M

KOREAN

Learning Together Program Flyer (Korean: KK 2/23)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w_EGt7nziZe44wH5JH3DlieC_buR1R4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w_EGt7nziZe44wH5JH3DlieC_buR1R4
https://hcpss-gis.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b1d3153921514fbead0abb0f92090217
https://hcpss-gis.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b1d3153921514fbead0abb0f92090217
mailto:LTPprogram@hcpss.org
https://www.hcpss.org/schools/pre-k-programs/
https://www.hcpss.org/schools/pre-k-programs/
https://www.hcpss.org/schools/pre-k-programs/


함께 배워요 프로그램함께 배워요 프로그램

귀하의 주소에 근거한 모교 귀하의 주소에 근거한 모교 
초등학교가 아래의  초등학교가 아래의  
학교일 경우:학교일 경우:

지원서 픽업 그리고/또는  지원서 픽업 그리고/또는  
제출을 아래 장소로 하십 제출을 아래 장소로 하십 
시오:시오:

귀하의 주소에 근거한 모교 귀하의 주소에 근거한 모교 
초등학교가 아래의  초등학교가 아래의  
학교일 경우:학교일 경우:

지원서 픽업 그리고/또는  지원서 픽업 그리고/또는  
제출을 아래 장소로 하십 제출을 아래 장소로 하십 
시오:시오:

Atholton 초등학교 Atholton 초등학교 Jeffers Hill 초등학교 Ilchester 초등학교

Bellows Spring 초등학교 Bellows Spring 초등학교 Laurel Woods 초등학교 Laurel Woods 초등학교

Bollman Bridge 초등학교 Bollman Bridge 초등학교 Lisbon 초등학교 Bushy Park 초등학교

Bryant Woods 초등학교 Pointers Run 초등학교 Longfellow 초등학교 Longfellow 초등학교

Bushy Park 초등학교 Bushy Park 초등학교 Manor Woods 초등학교 Waverly 초등학교

Centennial Lane 초등학교 Waverly 초등학교 Northfield 초등학교 Ilchester 초등학교

Clarksville 초등학교 Pointers Run 초등학교 Phelps Luck 초등학교 Waterloo 초등학교

Clemens Crossing 초등학교 Atholton 초등학교 Pointers Run 초등학교 Pointers Run 초등학교

Cradlerock 초등학교 Waterloo 초등학교 Rockburn 초등학교 Rockburn 초등학교

Dayton Oaks 초등학교 Dayton Oaks 초등학교 Running Brook 초등학교 Running Brook 초등학교

Deep Run 초등학교 Deep Run 초등학교 St. John’s Lane 초등학교 Veterans 초등학교

Ducketts Lane 초등학교 Ducketts Lane 초등학교 Stevens Forest 초등학교 Talbott Springs 초등학교

Elkridge 초등학교 Elkridge 초등학교 Swansfield 초등학교 Swansfield 초등학교

Forest Ridge 초등학교 Forest Ridge 초등학교 Talbott Springs 초등학교 Talbott Springs 초등학교

Fulton 초등학교 Fulton 초등학교 Thunder Hill 초등학교 Bellows Spring 초등학교

Gorman Crossing 초등학교 Gorman Crossing 초등학교 Triadelphia Ridge 초등학교 Dayton Oaks 초등학교

Guilford 초등학교 Bollman Bridge 초등학교 Veterans 초등학교 Veterans 초등학교

Hammond 초등학교 Fulton 초등학교 Waterloo 초등학교 Waterloo 초등학교

Hanover Hills 초등학교 Hanover Hills 초등학교 Waverly 초등학교 Waverly 초등학교

Hollifield Station 초등학교 Worthington 초등학교 West Friendship 초등학교 Dayton Oaks 초등학교

Ilchester 초등학교 Ilchester 초등학교 Worthington 초등학교 Worthington 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