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의 프로젝트 리터러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에 있는 프로젝트 리터러시 (Project Literacy) 에서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검정고시 

프로그램 (National External Diploma Progrma)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으로 시간과 학습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인 읽기, 수학, 그리고 작문 등도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8 개의 

실생활에 기반을 둔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8 개의 단원들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나면 메릴랜드 주에서 인증하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졸업장은 여러분이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대학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 

프로젝트 리터러시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발음, 읽기, 쓰기, 그리고 

영어대화를 향상 시키는 수업을 듣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보세요.  

미국 시민권자 되기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한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단어들을 배우고, 타인과 

소통하는 기술이나, 진로 탐방, 그리고 문화인식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 prolit@hclibrary.org 혹은 전화 410.313.7900 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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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프로젝트 리터러시  

무료 영어 수업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의 프로젝트 리터러시 에서 대면/ 비대면 영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o 겨울학기: 2022 년 1 월 10 일 – 2022 년 4 월 01 일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00 a.m. – 12:00 p.m.  

▪ 월요일-목요일 저녁 7:00 p.m. – 9:00 p.m.  

o 각자 맞는 시간을 선택 하세요!  

  

• 수업은 어디에서 제공됩니까?  

o 비대면 온라인 수업- 댁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o 대면 수업-10375 Little Patuxent Parkway, Columbia, 21044   

에 위치한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에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수업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o 타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으신 18 세 이상 성인  

o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성인들 중 미국에서 학위를 받지 않으신 분들   

  

•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까?   

o 2021 년 11 월 4 일, 11 월 16 일, 12 월 9 일에 비대면 (온라인) 혹은 

대면으로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시거나, 12 월 13 일에 

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 하셔서 수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등록 합니까?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한번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o 410-313-7900 로 전화를 주시거나  

o prolit@hclibrary.org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o 오리엔테이션 등록 방법: 도서관 웹사이트: hclibrary.org -> “Classes & Events” -

> “Class Information for Adult Learners” 에서 11 월 4 일, 11 월 16 일, 12 월 9 일, 

12 월 13 일을 클릭하시거나  

o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11 월 4 일 비대면/온라인 오리엔테이션  12 월 9 일 비대면/온라인 오리엔테이션 

11 월 16 일 비대면/온라인 오리엔테이션   12 월 13 일 대면 오리엔테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