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청 성인 평생교육
자주 묻는 질문



뉴욕시 교육청의 성인 평생교육(OACE) 수업 및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21 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서 미국 고등학교 학력인증(HSE) 또는 고교졸업장이 없는 분은 누구나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업 기술 교육(CTE) 수업의 경우, 대상이 미국 고교졸업인증 소지자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인교육 수업에는 수업료가 있습니까?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SOL), HSE 및 성인 기초교육(ABE) 수업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CTE 수업의
경우 교과서나 교재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일을 하거나 재정보조를 받는 경우, 혹은 이민신분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OACE 의 무료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OACE 수업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레벨이 있습니까?
아니오.



다른 나라에서 받은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대학학위가 있을 경우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미국에서 받은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대학학위가 있을 경우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미국 고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일부 직업 기술 교육(CTE) 수업이 있기는
합니다.



수업에 등록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번호나 기타 신원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까?
ESOL, ABE, HSE 수업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 발급으로
이어지는 CTE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취업용으로 사회보장번호나 기타 신원 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수업 장소는 어디이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업은 뉴욕시 5 개 보로 전역의 175 군데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수업시간은 모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오전, 오후, 야간 및 토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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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직장은 맨해튼, 집은 브롱스라면 두 보로 중 아무 곳에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수업을 들을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어디든 편리한 장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성인 평생교육 담당실에서는 어떤 수업들을 제공합니까?
• 성인 기초 교육 (ABE): 고등학교 학력 인증 (HSE)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읽기 쓰기 과정
• 타언어 구사자를 위한 영어(ESOL): 초급에서 고급 레벨까지
• 직업 기술 교육(CTE): 냉방/냉장, 자동자 수리, 빌딩 관리, 케이블 설치, 목공, 컴퓨터 리터러시, 컴퓨터
수리, 전기 설치, 식재료 준비/ 케이터링, 보건직, 전자, 의료비 청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배관 및
웹페이지 디자인.



K-12 학교에서 성인교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장,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학부모가
있을 경우 어디에 연락해야 합니까?
각 지역마다 성인교육 담당 교장이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등록 장소(Registration Locations)
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담당자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인교육 수업에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각 보로에는 학생들의 수업 등록을 돕는 Literacy Zone 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여러 장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업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입학 면담을 거쳐,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으로 판정된 학생들은 케이스 매니저와 함께 평가 세션을 거쳐 적절한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학 면담이 실시되는 특정 요일과 시간이 있습니까?
예. 각 수업 장소별 면담 요일과 시간은 해당 장소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학면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미리 전화하십시오. 본 웹사이트에서 등록 장소(Registration
Locations) 페이지를 보시면 각 장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성인 기초 교육(ABE)과 고등학교 학력 인증(HSE) 수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인 기초 교육(ABE)의 읽기 쓰기 및 수학 레벨이 좀 더 낮으며, HSE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HSE 는 2 차교육 완료 인증시험 (TASC)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SL) 수업은 무엇입니까?
ESL 수업은 영어의 언어 및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입니다.



Literacy Zone 이란 무엇입니까?
Literacy Zone 는 미국에 새로 도착한 가정들, 성인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언제든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이나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며, 그
밖에도 주택, 법률, 의료, 취업 및 기타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Literacy Zone 의 서비스는 이민 가정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맞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시에는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총 4 군데 literacy zone 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본
웹사이트의 학생지원(Student Supports)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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