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

(FAQ)

고등학교 학력인정 (HSE) 학위는 무엇이며 이
학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HSE 학위는 고등학교 졸업의 대안 학위입니다
(기존의 GED®). 대학 진학 및 진로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졸업 후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미 직업이 있다면 HSE 학위가 진로
옵션을 넓히고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개 센터는 무엇입니까?
소개 센터는 모든 교육 관련 질문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제공처입니다. 무료 HSE 프로그램 및/또는
고등학교 대안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카운슬링,
직업훈련, 약물중독 치료 등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Pathways to Graduation (P2G)는 무엇입니까?
P2G는 18-21세 학생들이 TASC™ 시험 (기존의 GED®
시험)에 응시하고 HSE 학위를 취득하며 대학 및
진로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무료
79학군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적 고등학교와 맞지 않았습니다. P2G는
다릅니까?
P2G에서는 학급 수업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P2G 교사는 병원,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센터,
고등학교 빌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수업을
제공합니다. 우리 카운슬러들이 대학, 가정 및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대학 및 진로 대학 및 진로 코치가
여러분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워크포스 개발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연수와
유급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21세 이상입니다. 어떻게 HSE 학위를 취득할 수
있나요?
21세 이상인 경우 성인 및 평생교육 담당실에서
HSE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acenyc.org를 참고하십시오.

6개의 편리한 위치
여기서 등록
브롱스

718.518.3320

다운타운 브루클린

718.935.9457

브루클린 Marcy Avenue

718.636.5770

맨해튼

212.244.1274

퀸즈

718.739.2100

스태튼 아일랜드

718.273.3225

1010 Rev James A Polite Ave, Room 436
지하철: 2 또는 5타고 Prospect Ave 하차
버스: Bx4, Bx6, Bx17
69 Schermerhorn Street
지하철: 2,3,4,5타고 Borough Hall 하차;
A, C, F, R타고 Jay Street/Metro Tech 하차;
D, B, N, Q타고 Dekalb Ave 하차
버스: B52, B26, B41, B103, B45, B57
832 Marcy Ave, Room 203
지하철: A 타고 Nostrand Ave 하차
버스: B26, B43, B44, B52
269 West 35th Street, at 8th Ave, 11th Fl
지하철: 1, 2, 3, A, B, C, D, E, F, N, Q, R 타고 3
4th St 하차
버스: M10, M11, M16, M20, M34
162-02 Hillside Ave
지하철: E, F 타고 Parsons Blvd 하차
버스: Q25, Q34, Q43, Q65

450 St. Marks Place
버스: S42, S46, S48, S51, S61, S62, S66, S67, S74, S76, S78

학위가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학위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정보:
추천 센터 핫라인 718.557.2525
이메일: ReferralCenters@schools.nyc.gov
웹사이트: path2grad.org
T&I 22389 (Korean)

18세-21세 대상 무료 학위 수여 프로그램 정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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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성공을 돕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합니다!

FIND A LOCATION

제공처를
찾아
AND REGISTER

등록하세요

가까운 소개센터를 찾아 등록하십시오.
경험이 많은 가이던스 카운슬러 또는
사회복지사와 상담하고 배정시험을
치른 후 5개 보로 전역의 65개 제공처
중 한 곳에 등록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KE THE TEST

ATTEND AND
DO THE WORK

시험에 응시하세요

꾸준히 출석하고

공부하세요

대부분의 수업은 오전에 실시됩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커버레터 및
학업 프로젝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별학습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최소 6주가 소요되지만 배정시험 및
출석 횟수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주 출석할 수록 HSE 학위를
빨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뉴욕주 교육부는
GED® 시험을 TASC™로 대체하였습니다.
TASC™는 어렵지만 P2G 교사 및 교직원이
시험준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시험은
5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7시간이
소요됩니다. TASC™시험과 HSE 학위를
준비하는 동안 대학 및 진로 리소스
센터에서 다음 단계 계획을 도와줄
것입니다.

성공!
열심히 노력하면 TASC™를
통과하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HSE
학위 취득은 새롭고 흥미진진한
교육 및 진로 기회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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