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 /GED 프로그램

성인 문자 교육

ESL /GED
프로그램 안내
ESL(제2언어로서 배우는 영어) /
GED(고졸 학력 인증서)

Pikes Peak 도서관 지구 성인 문자 교육
및 ESL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
는 무료 개별 지도 및 영어 학습 과정
입니다.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영
어를 이제 익히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
라, 영어 읽기, 쓰기, 이해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하는 영어 원어민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은 편안하고 유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그룹에 속하여 읽기와 쓰기
를 연습하는 프로그램, 개별 지도 프로
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 선
택할 수 있습니다.

Pikes Peak 도서관 지구
Pikes Peak Library District
사무국 위치: Penrose Library
전화번호: 531-6333 내선 2223 또는 내선 2224
인터넷: http://ppld.org/adult-literacy-esl-ged
페이스북: www.facebook.com/ppldesl

ESL /GED 프로그램이란?
영어 학습 대상
자는 영어가 아
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가정 출신의 학
생을 말합니다.
ESL
많은 학생은 타
국가 출신의 이
민자이며, 미국
에서 태어났으나 다른 언어를 사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를 완전히 익히지 못한 사람들
은 영어로 원활하게 말하고, 읽고,
쓰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
려움으로 인하여, 집중적인 언어
훈련과 학습 지원 없이는 이들이
영어만 사용하는 학습 현장에서 효
과적으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Pikes Peak 도서관 지구 성인 문자 프
로그램은 무료 영어 학습 과정으로
서, 영어 읽기, 쓰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성인에게 제공됩
니다. 학생들은 그룹의 일원으로
읽기와 쓰기 연습, 또는 개별 지도,
GED 시험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램입니다. 이 과정은 수업에 출석

Learn English(영어 익히기) - 성인을 위한 기
초 및 중급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수업
은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각 3-4시간 씩 주

하여 시험 4과목을 공부하고 시험

1회 있습니다.

여 치뤄야 합니다.

Speak English(영어 말하기) - 중급 또는 고급
영어 실력을 갖춘 성인을 위하여 마련된 자
연스러운 그룹 대화 프로그램입니다.

주의 사항:

Read English Study Group(영어 읽기 스터디
그룹) - 학생들이 영어 읽기 및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되었습니다.
Write English Study Group(영어 쓰기 스터디

에 합격해야 합니다. GED 준비과정
에 출석하려면, 배치 시험을 신청하

이 과정은 지원자가 많으므로, 학생
들은 전 과정을 빠짐없이 완료하여
야 합니다. 최소 85% 출석하여야
과정 완료로 간주되어 인증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룹) - 엣세이, 보고서, 편지, 이력서, 자기
소개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
려는 학생을 위한 수업입니다 .
One-on-One tutoring(일대일 교습) –
자원봉사자가
에 한 번 두
도서관에서
다.

GED

학생과
일주일
시간씩
만납니

GED Classes(GED 준비

전화번호: 531-6333 내선 2223 또는 내선 2224

과정) - GED(고졸 학력

인터넷: http://ppld.org/adult-literacy-esl-ged

인증서)를 받아야 하
는 학생을 돕는 프로

페이스북: www.facebook.com/ppldes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