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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breviation  줄임말 

abdominal strength 복부 근력 

ability 능력 

ability grouping 능력별 그룹 

ability test 능력 평가 시험 

abnormality  이상/비정상 

abortion 낙태 

above average 평균 이상 

absence  결석 

absence rate 결석률 

absence record 결석부/결석 기록 

absences negatively affect grade 결석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absent on leave (AOL) 기타 결석 

absent without leave (AWOL) 무단 결석 

absenteeism  장기 결석 

abstract reasoning 추상적 추론 

abuse 남용/학대 

academic achievement goals  학업 성취 목표 

academic aptitude  학업 적성 

academic bodies  학술 기관 

academic calendar 학사 일정 

academic circle 학계 

academic course credits 학과목 학점 

academic decathlon 학력 10 종 경시 

academic education 학업 교육 

Academic English Mastery Program (AEMP) 학업 영어 숙달 프로그램 

academic fellowship 학업 장학금 

Academic Grade Point Average  (GPA) 학업 평점 

academic identity/mindset 학문적 정체성 / 사고 

academic language 학술 언어 

academic pentathlon  학술 5 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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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performance 학업 성적/하업 수행 능력 

Academic Performance Index (API) 학력 지수 

academic standards 학업 기준 

acataphasia N/A 

accelerated  가속/속성 

accelerated courses 가속 과목/심화 과목 

accelerated reader  능력별 독서 프로그램 학생 

Accelerated Reading (AR) 능력별 독서 프로그램 

accelerated reading goal not met  능력별 독서 목표 미달 

accommodations  편의 제공/편의 사항 

accomplishment  성취 

accountability  책임,의무 

Accountability Progress Report (APR) 책임 진척 보고서 

accounting 회계 

accreditation  인증, 인가 

accuracy 정확성 

accurate 정확한 

achieve  성취하다 

achievement  성취/성취도 

achievement gap  성취도 미달(치) 

Achievement Level Descriptors (ALDs) 성취 수준(의) 기술어 

achievement test  성취시험/평가 

achievement/ability discrepancy  성취도/ 능력의 차이 

acquisition  취득 

acronym 두문자어/줄임말 

acting 연기 

action plan 실행 계획 

active learning 적극적인 학습 

activity 활동 

acute 심각한/급성 

adaptation  적응 

adapted vocational program 적응직업 교육 프로그램 

adaptive behavior  적응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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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Behavior Assessment System, Second 
Edition Parent Version (ABAS-II) 

적응 행동 검사 시스템,제 2 판 학부모 편(ABAS-

II) 

Adapted Physical Education (APE) 적응/맞춤형 체육 교육 

adaptive/daily living skill 일상 생활 기술 

addend  가수(加數)(수학) 

adequate progress indicators 적절한 성과/발달/진전도 지표 

Adequate Yearly Progress (AYP) 적절한 연간 성과 

adjective 형용사 

Adjusted Cohort Graduation Rate/Cohort 
Graduation Rate 

조정된 통계집단 졸업률/통계집단 졸업률 

adjustment 수정/조정/적응 

administer  관리하다/운영하다/집행하다 

administration 행정 

administrative detention  교내 징계/행정 징계 

administrator 행정 관료(교장,교감) 

administrator training and support  행정 관료 교육 및 지원 

admission requirements  입학 요건 

adolescence 청소년기 

adopt, to 채택하다. 

adopted materials 채택된 교재 

adoption 채택 

adult education  평생 교육 

adult living  성인으로의 삶/성인 생활 

adult student  성인 학생 

advance 진전,발전,진급하다,앞서가다 

advanced performance level 상급의 수행 수준 

advanced strings  상급 현악중주단/현악부 

advanced students 상급(수준의)학생/우수 학생 

Advancement Via Individual Determination (AVID) 개별적 결정을 통한 진급 

Advancement Via Individual Determination (AVID) 
Summer Bridge Program  

개별적 결정을 통한 진급 여름 연계 프로그램 

adverb 부사 

adversely  반대로,불리하게 

advise  조언하다,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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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ment teacher  상담 교사 

advisor  상담가, 상담 교사 

advisory committee  자문위원회 

advocacy 제창,주창,옹호 

advocate 지지하다,주장하다,옹호하다 

Aeries Student Information System (SIS) 에리스 학부모 포탈 

aerobic capacity  유산소능력 

affidavit  선서 진술서,자술서 

affirmative action  차별 철폐 조처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after school 방과후 

after school program 방과후 프로그램 

age equivalent (AE) 등가 연령/상응 연령 

age norm 연령 기준 

agency linkages  기관 연계 

agenda 미팅 일정 

aggregate 집합,총계 

aggregate performance 집단 수행 

aggressive  적극적인,공격적인 

agnosia 불능증(감각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음) 

alcohol 알코올,술 

alexia  알렉시아(글자를 보거나 읽지 못하는 능력) 

algebra  대수 

alias 별칭,가명 

align  정렬하다,맞추다 

allergy  알레르기 

aloof 쌀쌀맞은,거리를 두는 

alteration 변경,개조 

alternate achievement standards 대체 성취 기준 

alternate assessment  대체 평가 

alternative classroom environment  대안 교실 환경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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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proficiency instrument  대안능력도구/방편 

alternative program 대안프로그램 

alternative response mode 대체 응답 모드 

alternative settings  대안 설정 

altruism 이타주의 

Ambassador’s Club  앰배서더클럽 

amblyopia  약시 

American Red Cross 미국 적십자사 

American Sign Language (ASL) 미국 수화 (ASL)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미국 장애인 법 (ADA) 

anabolic effect 근육 강화 효과 

analysis 분석 

anatomy  해부 

anchor paper  샘플 에세이/모범 답안 

anemia  빈혈 

anger management  분노조절 

animal behavior  동물의 행동 

annex  신관 

annual 연간/해마다 

annual assessment 연간 평가 

annual goals  연간 목표 

Annual Measurable Achievement Objective 
(AMAO) 

연간 측정 성취 목표 (AMAO) 

Annual R-30 Language Census Report 연간 R-30 언어 조사 보고서 

annual report  연간 보고서 

anthology  문집 

anticipate 예기하다 

antisocial  반사회적인/비사교적인 

antonym 반대말 

anytime/anywhere learning 상시 학습 (언제 어디서나 학습) 

apparent 명백한 

appeal 항소/호소 

appear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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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  응시자/신청인 

applications  원서/응용 

applied art  응용 미술 

applied behavior analysis (ABA) 응용 행동 분석 (ABA) 

appreciation of literature  문학감상 

approach 접근 

approaching  접근하는/다가오는 

appropriate 적절한/적합한 

apraxia of speech 실어증 

aptitude  적성 

aptitude test 적성 검사 

area  범위/영역 

argumentative 논쟁적인 

arm preference 오른손/왼손 사용 선호도 

arraignment 공소장 

art 미술 

arterial septal defect 심방 중격 결손 

article 관사/물품/글 

articulation 조음/또렷한 발음 

as required by law 법에 따라/법이 요구하는 대로 

aspect 양상/관점 

Asperger’s Syndrome (AS) 아스퍼거 증후군 (AS) 

Assembly Bill (AB) 의회 법안 

assert  주장하다 

assess 평가하다 

assess the credibility and accuracy of each source, 
to 

각 출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평가 

assess value 가치를 평가하다/평가 가치값 

assessment 평가 

Assessment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Division (ADAD) 

평가 개발 및 관리 부서 

assessment results and clinical impressions  평가 결과 및 임상소견 

assessment tax 평가등급 

assignment book 과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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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거들다 

assistant principal  교감 

assistant superintendent 부교육감 

assistant teacher 보조 교사 

assistive technology (AT) 보조 테크놀로지/기술(AT) 

assistive technology device 보조 테크놀로지/기술 기기 

associate 동료,연상시키다. 

Associate Degree (AA 2yrs college)  준학사 (2 년제 대학) 

Associate of Arts (AA) 준문학사 (AA) 

association  협회, 연관, 연상 

Association of Student Body (ASB) 학생회 (ASB) 

associative delayed memory  연상지연 메모리 

associative memory 연상 메모리 

asthma  천식 

asynchrony 비동기 

at random  무작위 

at-risk  위험 상태 

attendance  출석 

attendance secretary  출석담당 사무원 

attention 주의 

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 주의력 결핍 장애(AD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ivided 관심 분할 

attention span 주의 집중 기간 

attention sustained 지속된관심 

attitude  태도 

attribute 속성 

attrition 마찰 

attrition rate 감소율 

audio 소리, 청각 

audiology  청력 

audit, to 감사하다 

auditor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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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y association 청각 협회,청각적 연상 

auditory closure 청각적 폐쇄 

auditory comprehension 청각적이해 

auditory discrimination  청각적차별/분별 

auditory memory 청각 메모리 

auditory perception 청각지각 

auditory reception 청각수신 

auditory sound blending 청각소리혼합 

auditory vocal channel 청각 목소리 경로 

author’s chair 저자의 의자 

authorities  당국, 권위자 

authority  권위, 교권, 권위자 

autism  자폐성 

autism spectrum 자폐 스펙트럼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Autism Spectrum Rating Scales (ASRS) 자폐증 스펙트럼 등급 척도 (ASRS) 

autistic-like behavior 자폐증과 같은 행동 

average (avg.) 평균 

Average Daily Attendance (ADA) 평균 일일 출석 (ADA) 

aversive behavioral interventions  혐오 행동 중재 

avoid plagiarism, to 표절을 피하기위해 

aware  인지하는 

awareness  인식, 인지 

 

B 
babbling  재잘거리는 

baccalaureate sermon  졸업 연설 

baccalaureate service  졸업식 

Bachelor of Arts (B.A.) 문학사 (B.A.) 

Bachelor of Science (B.S.) 이학사 (B.S.) 

back cover  뒷 표지 

back on track  궤도에 다시 오르다,제자리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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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Saver Sit and Reach Test 등 보호 앉아서 뻗기 테스트 

background  배경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정보, 예비 지식 

Back-To-School Night  백투스쿨(학부모 모임), 신(새) 학기의 밤 

backup (item) 지원,백업 

backup copy  백업 복사본 

backup system  백업 시스템 

badge 명찰 

balance beam 저울대 

band booster club 밴드후원클럽 

bandanas 두건 

banner paper 배너 용지 

banquet 연회 

bare midriff 노출된 배부분 

basal 기초의,기저의 

baseline 기준점 

Basic Achievement Skills Individual Screener 
(BASIS) 

기본 성취 능력 개별 심사 

(BASI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BICS) 기본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BICS) 

basic performance level 기본수능 수준 

basic sight words 기본 읽기단어 

basic skills  기본 기술,기량 

bathroom 화장실 

battery of test 종합테스트 

beads 염주,구슬 

beanies 비니모자 

bedwetting 야뇨증 

beginning band 초급밴드 

beginning performance level 초급성능 수준 

beginning readers 초급독자 

beginning strings 초급 현악단 

behave 행동하다,예절바르다,얌전하다 

behavior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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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disorder (BD) 행동 장애 (BD) 

behavior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행동,일관성 없는 행동 

Behavior Intervention Plan (BIP) 행동 개입/중재 계획 (BIP) 

behavior rating scale 행동 평가 척도/등급 척도 

behavioral objective 행동 목표 

behavioral observations 행동 관찰 

behaviorism  행동주의 

below  이하 

below average 평균 이하 

below basic 기본이하 

below basic performance level 기본수행레벨이하 

below expectations 기대치이하 

belt buckle 벨트 버클 

benchmark 기준 

benchmark assessment  기준 평가/벤치 마크 평가 

benchmark test 기준테스트 

benefit  이익 

besides 게다가 

best practice 가장 좋은 방법/모범 사례 

Big Book 빅 북 (교사가 읽어주기 용으로 사용) 

bilabial sound 입술소리 

bilingual 이중 언어 

Bilingual Advisory Committee (BAC) 이중 언어 자문위원회(BAC) 

bilingual assessment 이중 언어 평가 

Bilingual Cross-cultural Language and Academic 
Development (BCLAD) 

이중 언어 비교문화적 언어 및 학업 

발달(BCLAD) 

bilingual education 이중 언어 교육 

bilingual educational aide 이중 언어 교육 보조 

bilingual immersion program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 

bilingual instructional aide  이중 언어보조 교사 

bilingual specialist (teacher) 이중 언어 전문가 (교사) 

bilingual testing clerk 이중 언어 테스트직원 

bilingualism 이중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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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iterate 이중언어자 

binaural 양이(두 귀의) 

Bioelectric Impedance Analyzer (BIA)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BIA) 

biology  생물학 

birth certificate 출생 신고서 

bleeding 출혈 

blend 조합/혼합/섞다 

blindness 맹목, 실명 

block design 블록디자인, 연강시간표, 블록 설계(컴퓨터용어)_ 

blouse 블라우스 

Blue Ribbon Award 블루 리본 상/블루 리본 어워드 

board meeting 이사회미팅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Board of Education 교육위원회 

board policy  위원회 정책 

body composition  신체구성 요소 

body mass index test (BMI) 체질량 지수(BMI) 테스트 

body representation  신체 묘사/(학생회)대표 구성 

book report 독후감 

bookcase 책장 

booklet (as in test booklet) 소책자 

booster 추진/보조 

borderline  경계선 

bosom and/or rear end should not be exposed 가슴 및/ 또는 엉덩이는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boy’s shorts 남자아이 반바지 

brainstorm 창조적 집단 사고/브레인스토밍 

bridging proficiency level 능숙도 수준 격차 줄이기 

Bright Day/Spirit Day  학교정신 고취/함양의 날 

Bring Your Own Device (BYOD) 본인의 기기 가져오기 

Bring Your Own Technology (BYOT) 본인의 기기 가져오기 

brochure 책자, 요람 

bronchitis  기관지염 

buckle  버클/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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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y system  2 인조제/짝 

budget  예산 

budget allocations 예산 할당 

budget shortfall 예산 부족 

bulletin board  게시판 

bullying 왕따 

burden of proof  증명의 부담 

Burk’s Behavior Rating Scale  버크행동 평가 척도 

bus driver 버스 기사 

bylaw  조례, 세부규칙, 부속정관 

 

C 
cabinet 내각 

cadre 간부 

CAHSEE Student and Parent Report 고등학교 졸업 시험 학생 및 학부모 보고서 

California Alternate Performance Assessment 
(CAPA) 

캘리포니아 대체 수행 평가(CAPA) 

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 (CAASPP) 

캘리포니아 학생 성과 및 진전 평가 (CAASPP) 

California Assessment System 캘리포니아 평가 시스템 

California Association for Bilingual Education 
(CABE)  

이중 언어 교육 캘리포니아 협회(CABE) 

California Basic Education Skills Test (CBEST) 캘리포니아 기초 교육 능력 시험(CBEST)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CCR)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 
(CCTC) 

교사 자격 심사 캘리포니아 위원회(CCTC) 

California 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 캘리포니아 공통 핵심 주 표준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CDE) 캘리포니아 교육부(CDE) 

California Distinguished School 캘리포니아 우수 학교 

California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Test 
(CELDT) 

캘리포니아 영어 발달 시험(CELDT) 

California High School Exit Examination (CAHSEE)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 시험(CAHSEE) 

California High School Proficiency Examination 
(CHSPE)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능력 시험(CHSPE) 

California Modified Assessment (CMA) 캘리포니아 수정 평가(CMA)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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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Modified Writing Standards Test 캘리포니아 수정 쓰기 표준 테스트 

California Reading List (CRL) 캘리포니아 독서 목록(CRL) 

California School Improvement Plan 캘리포니아 학교 개선 계획 

California Standards Tests (CSTs) 캘리포니아 표준 시험(CST) 

California State Board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주립 교육위원회 

California State Standards 캘리포니아 주 표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CSU) 

California Test of Basic Skills (CTBS) 캘리포니아 기본 기술 시험(CTBS) 

California Writing Standards Test 캘리포니아 쓰기 표준 시험 

campus 교정 

cap and gown 졸업모자와 가운 

career adviser 취업/직업 자문관 

Career Technical Education (CTE) 직업 기술 교육 (CTE) 

carryover funds 이월 자금 

categorical funds 범주별 지정 자금 

categorically funded programs 범주별 지정 자금(으로) 지원된 프로그램 

CELDT domains: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CELDT 영역 :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CELDT performance levels: early advanced, 
intermediate, early intermediate, and beginning 

CELDT 수행 수준 : 초고급, 중급, 초중급 및 초급 

CELDT Student Performance Level Report CELDT 학생 수행 시험 결과 보고서 

census administration 인구 조사국 

Center on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학교, 가정 및 지역 사회 협력 센터 

child 아동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 

child advocate 아동옹호(자), 아동 권리 대변(자, 혹은 단체) 

Child and Family Services 아동 및 가정서비스 

Child Development Program 아동 발달 프로그램 

child development specialist 아동 발달 전문가 

children with disabilities 장애 아동 

Children’s Protective Services 아동 보호 서비스 

claim, to 주장하다, 청구하다, 요구하다 

class size reduction 학급크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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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personnel or staff 일반 사무/업무 직원 

classroom 교실, 학급 

Clinical Evaluation of Language Fundamentals - 
Preschool (CELF-P) 

언어 기초의 임상적 평가 - 유치원생 (CELF-P) 

close reading strategy 독서 전략 

coach 코치 

code of student behavior 학생 행동규칙 

collaborative study group  협력 학습 모둠/공동학습 그룹 

collect 모으다/수집하다 

college 대학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chor Standards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중심 표준 

College Enrollment/College Going Rate 대학 진학율 

College Persistence/College Completion Rate 대학 졸업율 

college preparation (college prep) 대학 준비 과정(CP) 

College Success Path  성공적 대학 진로 프로그램 

color discrimination 피부색에 의한 차별 

command 명령 

commensurate 같은 크기의 

comment  논평하다. 말하다 

commit  저지르다 

common assessment 공통 평가 

common sense  상식 

communication  의사 소통 

communication development 의사 소통 능력 계발 

communication disorder 의사 소통장애 

community  커뮤니티/공동체/지역 사회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CAC) 지역 사회 자문위원회(CAC) 

community based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Community College 커뮤니티 칼리지 

Community Home Education Program 지역 사회 가정 교육 프로그램 

Community Outreach and Parents  지역 사회 봉사 활동과 학부모 

Community Parent Resource Center (CPRC)  지역 사회의 학부모 지원 센터(C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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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chool Program 지역 사회 학교 프로그램 

companion class  동반자 클래스  

compel 강요하다 

Compensation Reform (교사) 연봉개혁 

compensatory education  보상교육/보충 교육 

competency 역량 

competency based curriculum 역량 기반 교육 과정 

complaint  불평 

complex 복잡한 

compliance  준수 

compliance program monitoring 준수 프로그램 모니터링 

compliance review 준수 여부 검토/심사 

compliant with 부합하다/준수하다 

comprehensive  포괄적인 

Comprehensive Assessment of Spoken Language 
(CASL) 

음성 언어의 종합 평가(CASL) 

comprehensive high school 종합 고등학교 

Comprehensive Literacy Assessment  종합 읽기 쓰기평가 

comprehensive test   종합 시험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CTONI)  

비언어적 지능의 종합 검사(CTONI) 

compress 압축하다 

compromise  타협하다 

compulsory continuation education  평생의무교육 

computer  컴퓨터 

Computer Adaptive Test (CAT) 컴퓨터 적응 시험/ 검사 (CAT) 

computer keyboard  컴퓨터 키보드 

computer lab  컴퓨터실 

computer literacy 컴퓨터 활용 능력 

computer pointing device 컴퓨터 포인팅 장치 

computer repair  컴퓨터 수리 

computer software specialist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 

computerized scoring 컴퓨터 채점 

concept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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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of parents 부모의 관심/우려 

conclusion 결론 

concussion 뇌진탕 

condition 조건/상태 

conduct  행동하다 

confer  상의하다/부여하다 

conference  회의/면담 

conference needed  면담이필요함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 

confidential 비밀 

confidential pupil record 기밀 학생 기록 

confiscated items  압수 항목 

conflict 갈등/충돌 

conjunction  접속사 

connected learning 연결된 학습 

consciousness  의식/자각 

consent  동의/합의 

consent form  동의서 

conservator  관리자 

consideration 고려 

consistency 일관성 

consistent  일관된 

console 위로하다 

Consolidated Application (ConApp) 통합 신청서(ConApp) 

consolidated programs  통합 프로그램 

consonant 자음 

consortium 협회 

constipation 변비 

constructed response question 주관식 문제–단답형 

constructive meaning strategies  의미 파악 전략 (읽기) 

consult 상담하다/상의하다 

consultant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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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접촉하다/연락하다 

contact hours 연락시간/사무 시간 

contagious  전염성의 

content area  교과목/교과내용 영역 

content area instruction  교과목 수업 

content cluster 유사과목(내용) 집단 

content core  교과 내용 핵심/ 핵심내용 

content errors  내용 오류 

content material  교과목 자료 

content standards 교과목 기준/ 표준내용 

content vocabulary  교과목 어휘/용어 

context 문맥/맥락 

contingent  조건부적인 

contract  동의/계약/협정/축약/수축(하다) 

contrast 대조/차이/대비 

contribution 공헌/기여/기부/성금/기부금 

control  통제/제어/규제/자제/조절/조정/운영 

controlled substances  규제 약물(품)/불법 약물/ 

conventions of standard English grammar and 
usage 

표준 영어 문법과 활용의 규칙 

convergence 집합점/집합/수렴/수렴 형상 

convulsion 경련/경기 

cooperative  공동/협력/협력/협조적인 

cooperative learning 협력 학습/합동 학습/공동 수업 

cooperative strip paragraph 협동 조각 문단  

coordinate grid  좌표 격자망 

coordinator  코디네이터/담당자 

copy  복사/사본 

core  핵심/중심부/중요한 

core academic subjects  주요/핵심 교과목 

core curriculum 핵심 교과과정/중심 교과과정 

core literature 핵심 문헌/문학  

core program 중심/핵심/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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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ubjects 핵심/중심/주요 과목(소재/주제) 

cornea 각막 

corrective action 교정/시정 조치 

cost  비용 

co-teaching 공동 교습/수업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CCSSO) 주 교육감 협의회/주 교육 임원 협의회 

counsel 조언/자문/상담/변호인 

counseling 카운슬링/상담/조언 

counseling services  상담 서비스 

counselor 카운슬러/상담가/상담원/고문 

country music  컨트리 음악 (미국 남부와 서부의 전통 대중음악) 

country of origin 출신 국가 

county 카운티/지방(군) 

county board 카운티 위원회 

County Office of Education (COE) 카운티 교육청 

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 카운티 교육감 

course  강의/과목/교육 과정 

Course Management System (CMS) 과목 관리 시스템 

course of action 행동 방침 

course requirements not met  과목 이수 조건 불충족 

coursework  수업활동/학습과제/교과과정 

court  법정/법원 

courteous  정중한/공손한 

crack  갈라지다/금이 가다, 틈/날카로운 소리/타격 

craft 공예/만들기/기술 

credential 자격증/신임장, 자격증을 수여하다 

credit recovery 학점 회복 

Credit Recovery Program  학점 회복 프로그램 

crew  팀/팀원, 조/조원, 무리/일당 

crime  범죄 

criteria   표준/기준/규범 (복수형) 

criterion  표준/기준/규범 (단수형) 



 
 

21 | P a g e  

criterion referenced test 표준/기준 참조 시험(검사, 평가), 절대평가 

cross 십자 기호, 건너다/횡단하다/가로지르다 

cross country  크로스컨트리 경기  

Cross-Cultural, Language, and Academic 
Development (CLAD) 

비교 문화, 언어 및 교육 개발 (CLAD) 

CST for Writing 캘리포니아 표준화 작문 시험 

CSTs, CMA, CAPA, and STS performance levels: 
advanced, proficient, basic, below basic, and far 
below basic 

CST, CMA, CAPA 및 STS 성능 수준 : 고급, 능숙, 

기본, 기본 이하 및 기본 미만 

cultural 문화적 

cultural competence 문화적 역량/문화적 유능성 

culture insight  문화적 통찰력 

culture of learning 학습 문화 

curl-up test 윗몸 일으키기 시험 

curriculum 교과과정 

curriculum based assessments 교과과정에 근거한 평가/시험 

curriculum coordinator 교과과정 편성 담당자/ 교과과정 코디네이터 

curriculum framework 교과과정 기본 구성/ 교과과정의 틀/구조 

cursive  필기체 

curvature  곡률/굽음률(수학)/만곡(과학) 

cut score (minimum score, maximum score) 분리점수/준거점수 (최저점수, 최고점수) 

cyanotic  청색증 

cyberbullying 사이버 폭력 

cystic fibrosis 낭포성 섬유증 

 

D 
dairy 유제품 

danger of failing  낙제의 위험 

dangling belt  장식이 달린 허리띠 

data analysis 데이터 분석 

data based decisions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 

Data Driven Instruction/Teaching 데이터에 근거한 수업/교습 

data scanner  데이터 스캐너/데이터 판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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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eam 데이터 팀 

day care center 탁아소 

dead period  정지기, 휴지기 

deaf-blindness (DB) 청력 상실 (DB) 

deafness 청각 장애 

decoding  해독하기/판독하기 

dedication  헌신/헌정/전념/주력 

deduction  추론/추정/연역 

deed to home  집등기/주택 권리증 

deeper learning 심화수업/심화교육 

defendant 피고 

defensive  방어적 

deferred revenue 이연 수익 

defiance  반항/저항/불복/도전/ 

deficit 적자/결핍/부족 

degeneration  악화/타락/퇴복/퇴폐/퇴화 

delay  지연/지체 

delayed recognition 지연된 인식/ 인식 지연, 지연 재인(특수교육, 

심리학) 

delegate  대표/사절단, 위임/위탁하다 

delusion 망상/착각/오해 

demand 요구/요청/수요, 요구하다/요청하다/재촉하다 

demographic  인구학적/ 인구통계학적 

demonstrate 입증하다/증명하다/발휘하다/시위하다 

dental examination 치과검진(검사) 

dental health  구강 보건/구강 건강 

department  부서/부처/학과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재활부/재활과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사회복지부/사회복지과 

depict  기술/서술/묘사, 그리다/묘사하다 

deployment 전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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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우울증, 불경기/불황, 저기압(과학) 

descriptive essay 서술적 에세이/서술형 에세이 

design  디자인/설계/고안/도안, 설계하다/고안하다 

design analogy 디자인 유추 

designate  지정하다/임명하다 

Designated Instruction and Services (DIS) 지정된 수업(교육)과 서비스 

Designated Primary Language Test (DPLT) 지정된 모국어 시험 

designated representative  지정/지명 대리인 

desire 욕구/바람/소원 

desk  책상 

destructive behavior 파괴적 행동 

detention  구금/구류, 방과 후 남기 

determine  결정하다/확정하다/알아내다 

determined 단호한/완강한/결심한 

develop  계발하다/개발하다/성장하다/발전하다/전개시키

다/현상하다 

development  계발/개발, 성장/발육/발달, 형성 

development standards 발달/성장 기준 

developmental course 계발/개발 과정, 발육과정 

developmental delay  발육/발달 지연 

developmental disability (DD)  발달장애 

Developmental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NEPSY) 

발달 신경심리 검사 (NEPSY) 

developmental profile 발달/성장/발육 프로파일 

deviation  일탈/탈선, 편차 

dexterity  손재주/솜씨 

diagnostic assessment 진단 평가(검사) 

diagnostic test  진단 시험(검사) 

diarrhea 설사 

difference  차이/다름 

Differential Ability Scales 차별적 능력 등급 

differentiated instruction 차별화/개별화/수준별 수업 

differentiation strategy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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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 span 숫자 외우기, 숫자 폭 (특수교육)  

digital backpack 디지털 백팩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digital high school  디지털 고등학교 (온라인 고등학교) 

digital learning 디지털 교육 (온라인 교육) 

digital library 디지털 도서관 (온라인 도서 서비스) 

digraph  이중 글자/이중 음자 

dilemma  딜레마  

diphtheria 디프테리아/마비풍 

diphthong  이중 모음 

diploma  수료증/졸업장 

direct instruction  직접 명령/지시, 직접적인 명령어/지시어 

direction 방향, 지시 

directions for test administration 시험 시행에 대한 지시 

DIS nurse DIS 간호사 

disabilities 장애 

disability  장애 

discrepancy 차이, 불일치 

discriminate  구별하다/식별하다, 차별하다 

discrimination  구별/식별, 차별 

discuss  논의하다/의논하다/토의하다/상의하다 

discussion  논의/의논/토의/상의 

disease 질병/병 

disobeys rules  규칙에 불복종하다 

disorder  무질서, 어수선함, 난동, 장애 

disorganized  체계적이지 못한, 무질서한, 혼란스런 

dispositions 기질/성향, 배치/배열, 양도(법률) 

disproportionality  불비례성/불균형비례성 

disrespect  무례/결례, 경시 

disruptive behavior  방해 행동 

disruptive groups  방해/지장을 주는 집단 

disrupts learning  학습에 지장을 준다 

distinguished school 우수 학교, 명문학교 

distract  산만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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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actibility 주의 산만성(의학) 

district 지구/구역, 교육구 

district attorney 지방 검찰청 검사 

District English Language Advisory Committee 
(DELAC)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 (DELAC) 

district leadership team  교육구 지도자들, 교육구 대표단 

districtwide 교육구 전체 

dog collar 개 목걸이 

domain 영역, 분야, 범위 

domestic  국내의,가정의, 집안의 

dominant language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 주 사용 언어 

Down Syndrome 다운 증후군 

downloadable  내려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drama  극, 드라마/희곡 

dramatically  극적으로 

dress code 복장규정 

dress code standards  복장규정 기준 

drill 훈련, 연습, 절차 

dropout 중퇴자 

dropout factory 중퇴율이 높은 학교/교육체계 

dropout prevention 중퇴 방지/예방 

dropout rate 중퇴율 

drug  의약품/약물, 불법약물, 마약 

dry erase board  화이트보드 

dry erase marker  화이트보드 마커 

dual immersion 이중언어 몰입 교육 

due process  정당한 법 절차, 적법절차, 정당한 절차 

due process hearing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공청회 

dully attested  정식으로 증언한/된 

duration 기간 

dyad  한 쌍 (두 부분으로 이루어 진 것), 이수(수학) 

Dynamic Indicators of Basic Early Literacy Skills 
(DIBELS) 

기본적인 조기 문해력의 동적 지표 (DIBELS) 

dyslexia 난독증, 독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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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arly advanced performance level 중상급 수행 능력 레벨/수준 

Early Assessment Program (EAP) 조기 평가 프로그램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 

early intermediate performance level 초중급 수행 능력 레벨/수준 

early intervention 조기치료, 조기중재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School Success 학교 성공을 위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 

early literacy 조기 읽기 쓰기 능력 

early literacy assessment 조기 읽기 쓰기 능력 평가 

Early Literacy Program 조기 읽기 쓰기 능력 프로그램  

Early Reading First 조기 독서 프로그램 

economically disadvantaged 경제적으로 취약(불리)한, 저소득층 

Education Code (EC) 교육법 

education level 교육수준 

education programs consultant 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 

education reform 교육개혁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효과적인 소통 능력(기술) 

effective schools 효과적인 학교 

eighth 여덟 번째  

elect, (to) elect 선출하다 

elective  선택 과목 

elective classes 선택 과목 수업 

elective college preparatory courses  대학 입시/준비 선택 과목 

electric  전기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초중등  

elementary education 초등교육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eligibility  자격, 적격 

eligibility in the local context  교육구 맥락(상황)에서의 자격 

eligibility index  자격 색인, 적격성 지수/지표 

Elmo document camera  엘모 문서 카메라 

elope 도망가다, 뛰쳐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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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메일, 전자우편 

emergency  비상, 응급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응급 구조사/응급 구조대원 

emergency phone number  비상 연락 전화번호 

emotional disturbance (ED)  감정장애/정서장애 

emotional need  정서적 욕구/감정적 필요 

emotionally disturbed  정서장애/정서적 불안정 

encephalitis 뇌염 

encourage  격려하다, 권하다, 장려하다 

end-of-the-year celebration  학년말 축하행사/파티 

enforce  집행하다, 강요하다, 시행하다 

enforcement violation  법률 위반 

engagement 참여, 개입 

English proficient 영어 숙달도 

enrollment 등록 

Entry Level Mathematics Test (ELM) 입문 수학 시험 

e-textbook 온라인 교과서/전자 교과서 

ethnic  인종의, 인종적 

ethnic group 인종그룹 

ethnicity 인종 

evaluation 평가 

event  행사, 이벤트 

evidence based decisions 증거에 근거한 결정 

evidence based practice  증거에 근거한 실습/시행/훈련/연습 

examination 시험, 검사 

examiner  시험관, 검사관 

examples 예, 표본, 모범 

excellent  탁월한, 우수한, 훌륭한, 뛰어난 

excels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exceptional needs  이례적인 요구, 필요 

excessive 과도한, 지나친, 과잉의 

excessive non-suits  지나친 소송 취하 

exclusion  제외, 배제, 차단,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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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lars 본보기, 모범, 전형, 실례 

exempt 면제/받다하다, 면제가 되는  

exemption 면제 

exit exam 졸업 시험 

exit ticket 수업 중 외출증 

expanding performance level (기존의 ELD "상급") 상급 수행 능력 

expectation 기대(치)/예상(치) 

Expected School Wide Learning Results (ESLR) 기대되는 학교 전체 학습 결과 

expel, to 퇴학/축출/제명하다 

expenditure plan  지출 계획/방침/방안 

exploration report 탐구/연구/탐사/조사 보고(서) 

expository writing 설명문/비문학 쓰기 

express 표현하다, 나타내다, 신속한,  

expressive language  표현적 언어 

Expressive One Word Picture Vocabulary Test 한(1) 단어 사진 표현적 어휘 검사 

extended day  연장일 

Extended School Year (ESY)  연장된 학년도 (여름학기) 

extra  추가의, 더, 가외의, 특별한 

extra duty pay  추가업무 수당 

extracurricular 특별과외 활동, 과외의,  

extracurricular program  특별과외 프로그램 

 

F 
facility  시설, 기능 

fact  사실 

fail, to ~을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ure to make process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실패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가정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family life  가정생활 

family value  가정의 가치관 

far below basic performance level 기본 미달 이하 

farsighted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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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technology  패션 테크놀로지  

fast track 빠른 길/추월선/고속절차/신속절차 

faucet  (수도) 꼭지 

fax/facsimile 팩스/팩시밀리 

febrile convulsion  열성경련 (특수교육용어) 

federal parental rights 연방 학부모 권리 

federal revenue 연방 수익 

feedback  피드백/의견 

felony  중범죄 

felt-tip pen or marker  펠트펜 이나 마커펜 (매직펜) 

festival of art  예술 축제 

fetal alcohol syndrome  태아기 알코올 증후군 

fictional narrative 가상적 묘사 / 허구적인 기술 

field coordinator 현장 감독, 현장 코디네이터 

field test 현장 테스트, 현장 시범 시험 

field trip 현장학습 

fifth 제 5 의, 다섯 번째의 

first 제 1 의, 첫 번째의 

first aid kit 구급상자 

flexed-arm hang test (철봉) 팔굽혀 매달리기 검사 

flexibility 유연성 

fluency 능숙도, 유창성 

Fluent English Proficient (FEP) 능숙한 영어 구사자 

fluent reader 읽기에 능숙한 학생 

flunk  낙제하다, 떨어지다, 유급/낙제 

flyer 전단지, 광고지, 유인물 

focus 초점, 주안점, 집중 

focus areas 주력 분야 

folk song  포크 송, 민요 

food and nutrition  식품과 영양 

food court  식당가, 푸드코트 

food stamps  무료 식품 구매권, 식량 배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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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ball field  풋볼 운동장/경기장 

form  형태, 양식 

form completion 양식 작성 

formal 공식적인, 정식의, 의례적인 

formal dances  정장 댄스파티 

formal writing  공식 서류 작성, 정식 글쓰기 

formative assessment 형성 평가 시험 

formative assessment practices 형성 평가 시험 연습 

formative tools and processes 형성 (평가 시험) 도구과 절차 

foster child 위탁보호 아동 

foster family home  위탁보호 가족 가정 

foster home 위탁 가정 

foster parent 수양 부모/위탁 부모 

foster youth 위탁보호 청소년 

foster youth district liaison 교육구 위탁보호 청소년 관계 담당자 

foundation  토대, 기초, 근거 

fourth 제 4 의, 네 번째의 

fracture 골절, 균열, 금, 파열 

framework 틀, 골조, 체제, 체계, 기틀 

fraud  사기, 기만, 속임 

frayed pant legs 찢어진 바지 

Free and Reduced Price Lunch Eligibility (FRL, 
FRPLE) 

무료 혹은 할인 급식 자격 (FRL, FRPL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무상의 적절한 공립 교육/적절한 무상 공립 

교육(FAPA) 

frequency 빈도, 빈번, 주파수 

frequency words  자주 쓰이는 낱말 

frequent 자주, 빈번하게 

frequent absences  잦은 결석 

frequent forgets materials  자주 자료를 잃어버린다 

frequent tardiness 잦은 지각 

freshman 신입생 

friendly 우호적인, 친절한, 친근한 



 
 

31 | P a g e  

front desk  안내 데스크, 프런트 데스크, 접수계 

front palatal 전경 구개음 

fulfill 충족시키다, 채우다, 완수하다 

full term 기한을 다 채움 / 만기 

Full-Time Equivalent (FTE) 상근직 (FTE) /풀타임 

fully mainstreamed 완전하게 정규수업에 합류하다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FBA)  기능적 행동 평가 (FBA) 

functional communication profile 기능적 의사소통 정보(프로파일) 

functional goal  기능적 목표 

functional performance  기능적 수행 능력 

functional reading  기능적/실용적 읽기 

fund 기금/자금 

fundamental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본 원칙, 핵심, 근본 

funding cap  재정지원 제한/자금조달 제한 

funds of knowledge 지식 축적 

furlough  휴가, 무급휴가(미국) 

 

G 
gang prevention program 범죄조직(갱단) 예방 프로그램 

gang related jewelry 범죄조직(갱단) 관련 장신구 

gather relevant information, to 관련 정보 수집, ~와 관련된 정보를 수입하다 

general academic and domain-specific words and 
phrases 일반 학습 및 영역 특정 단어와 구문 

general education program 일반(종합) 교육 프로그램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Test (GED) 종합 학습 능력 시험(GED) / 미국의 고등학교 

검정고시  

get the idea across 이해시키다 

get the point across 중요한 요점을 이해시키다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GATE) 영재교육 (GATE) 

Golden State Seal Merit Diploma 캘리포니아 주립 우수상(학생) 인증서 

governing board 관리 이사회 

government agency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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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성적, 학년 

grade check  성적 점검 

grade level 학년 수준 

Grade Level Expectations (GLE)  학년 수준에 맞는 기대치 (GLE) 

grade level standards 학년별 표준 

Grade Point Average (GPA) GPA (평균 총점)/평점 

grade report  성적 보고 

grading 채점, 점수매기기, 

grading on a curve 상대평가 

graduation  졸업 

graduation night 졸업의 밤 / 졸업생을 위한 파티 

graduation rates 졸업률 

graduation requirements 졸업조건 

grammar  문법 

grant 보조금 / 승인 

grant writer 보조금 유치자 

graphs points  그래프 점 

gravity 중력 

great  훌륭한, 위대한 

Great American Shake Out  전미 지진 대피 훈련 

gross motor  대근육 

Gross Point Average (GPA)  GPA (평균 총점)/평점 

group frame 그룹 프레임 

growth target 성장목표 

guardian  보호자/후견인 

guardianship  후견인 위치 

guidance counselor 지도 상담교사 

guidance office  지도 사무실 

guide 안내, 가이드, 길잡이 

guidelines 지침서 

gymnasium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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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abits of mind 자연성, 성향, 사고방식, 마음가짐 

Habits of Work (HOW) 일하는 습관 

hair nets  머리망 

hall 홀,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공간 

hallway 복도 

halter  고삐, 굴레 

handball  핸드볼, 송구 

handout 유인물, 인쇄물 

hands-on  직접 해보는, 체험하는 

hands-on instruction  직접 해보는 수업, 체험 교육 

handwriting 친필, 필체 

Happy Holidays  즐거운 연말연시!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harassment 괴롭힘 

health assessment 건강 검진 

healthy  건강한, 건전한 

healthy fitness zone 건강한 체력영역 

hearing  청각 

hearing aid  보청기 

hearing impairment  청각장애 

hearing screening 청각검사 

heart attack  심장마비 

hematological 혈핵학(상)의  

hemorrhage 출혈 

hemorrhagic fever  출혈열 

hepatitis 간염 

hereditary  유전적, 세습적, 유전병, 유전성 질환 

heritage language 모국어, 계승언어, 계승된 언어 

heroin  헤로인 (여자 주인공) 

heterogeneous grouping 이질분단, 이질 학급편성, 이질집단 

Hey!  여보세요! 어이! 안녕! 

hide and seek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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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y  계급, 계층, 서열 

high  높은 

high academic level 높은 학업 수준 

high achievement 높은 성취 

high expectations 높은 기대치 

high incidence  높은 발생률 

high level intelligence 높은 지적 수준 

high quality assessment 고품질 평가 

High Quality Teacher (HQT) 자격을 갖춘 우수한 교사 

high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student panel 고등학생 패널 

high stakes assessment, high stakes testing 아주 중요한 평가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상위 사고력/ 고등 사고 능력 

highlighter pens  형광펜 

highly  높게, 크게, 대단히, 매우 

highly selective college admissions  매우 까다로운 대학 입학 

historian  역사가, 역사학자 

historically underserved in 4 year universities  역사적으로 4 년제 대학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history  역사 

history–social studies 역사 사회학 

hoarse 목소리가 쉬다 

holder  보유자, 소지자, 손잡이, 무엇인가를 담는 통 

holistic approach  전체론적인 접근/시도 

home address  집주소 

home and school working together  가정과 학교의 공조, 가정과 학교가 함께 일함 

home instruction  가정에서하는 수업 

home language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모국어 

Home Language Survey (HLS)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조사, 모국어 설문조사 

home schooling 홈스쿨링, 재택 학습 - 학교에 가지않고 집에서 

하는 교육체제 

home study 가정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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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coming  노숙자가정 

homeless family  홈컴밍 

homeroom teacher  담임교사 

honor  명예, 우수 

honor roll 우등상 

horizontal 수평의  

horizontal ladder  수평 사다리 

hospitalization 입원 

human capital 인적자본 

Human Papilloma Virus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Relation Task Force  대인관계 전담반  

hyperactive  과잉활동의  

hyperactivity  과잉활동 

hyperkinesia  운동과잉(항진)증 

hyperkinetic reaction of childhood 아동기의 운동과잉반응  

hyperopia 원시 

hypertension  고혈압 

 

I 
identified student  파악된 학생  

identifies/uses grammar concepts correctly   문법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사용하다  

identify  알아내다 / 파악하다 

IEP team  IEP 팀 , 특수교육팀 

illegal parking  불법주차 

illiteracy 문맹, 무식  

immediate recognition  즉시인식, 즉각적인 인식 

immigrant 이민자 

implementation 실행 

improvement plan 개선계획안, 향상계획안 

independent  독립적인  

independent evaluation  독립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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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reading  독립적읽기, 자율적읽기 

independent study 독립적 학습. 자습 

index  인덱스, 색인, 지수, 지표 

indifferent 무관심한  

individual 개인적인 , 개인 

individual education  개별교육, 개인교육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Program (IEP) 개인맞춤교육.특수교육, IEP, 개별화 교육계획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플랜  

Individualized Service Plan (ISP)  개별화된 서비스 플랜 (ISP)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장애인교육법 

induction  유도, 인도  

industrial  산업의, 공업의  

infection 감염 

inflexion 억양, 어조, 굴절 

influence 영향 

informal test  비공식테스트 

informal writing  비공식적인 글, 약식글  

informant 정보원, 정보제공자  

information  정보 

information bulletin 정보게시판 

informative writing 정보성 글 / 정보문 

infraction 위반 

inherent 내재하는, 고유의  

initial  처음의, 초기의  

initial assessment 최초평가 

initial identification 최초 파악  

initial sound 초성  

Initially Fluent-English Proficient (I-FEP) 처음부터 영어가 능숙한 학생 

initials  이니셜 

initiate 시작하다 / 착수하다 

injury 부상  

input 입력 / 의견 

inquiry based learning 조사/질문 기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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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chart 질문도표 

in-service 현직의  

in-service training  현장교육 

insight 통찰력 

institution 기관 

instruction 교육, 수업 

instructional aide  (수업) 보조교사 

instructional and behavioral interventions 학습 및 행동 중재 

instructional coach  수업코치, 학습코치  

instructional materials 교재 / 수업 자료 

instructional programs  교육 프로그램, 수업 프로그램  

Instructional Quality Commission (IQC) 교육 품질 위원회  

instructional strategies 수업 전략 

instructor  교사, 강사 

instrument 기구, 도구,  

insubordination  불복종, 반항  

insufficient  불충분한  

integrate  통합하다, 집약하다  

intellectual disability  지적장애 

intelligence  지능 

Intelligence Quotient (IQ)   지능지수 

intelligence test  지능검사 

intelligibility 이해할수 있음, 알기 쉬움, 명료 

intensity  강도 

Intensive Behavior Intervention (IBI) 집중행동중재  

intensive course  집중코스. 심화과정 

Intensive Reading Intervention  집중읽기중재 

intent 의도 

interact  소통하다, 교류하다 

interactive notebook  대화형 노트북, 상호 교류용 노트북 

interactive whiteboard 상호 교류하는 화이트보드  

interdependent 상호의존적인  

interdisciplinary 학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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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isciplinary teaching 종합적 가르침  

interdisciplinary unit/lesson 종합적 유닛/수업 

interest 관심, 흥미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 (IAES)  임시 대안교육 환경  

interim assessments 중간평가 

interior surfaces 내부 표면  

intermediate  중간의, 중급 

intermediate performance level 중급수행수준 

intern  인턴 

internship 인턴쉽 

interpersonal 대인관계의  

interpret   통역하다 

interpreter services  통역서비스 

interruption 중단, 방해 

intervention 개입, 중재 

intervention class  개입/중재 클래스 

intervention program 개입, 중재 프로그램 

interventions 개입, 중재 

intonation  억양 

introduce claims, to 주장을 소개하다  

introduction 소개. 도입 

intruder  침입자  

investigate  조사하다 

involve  포함하다, 개입하다, 참여하다 

involvement 관련, 관여, 참여 

irresponsible  무책임한  

 

J 
jargon (전문)용어 

jaundice 황달 

Job Corps  직업센터, 취업센터 

job placement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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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참여하다  

join us  우리와 함께 참여하다 

joint attention  공동관심 

junior  고등학교(대학) 3 학년 

junior high school 중학교 (2 년제) 

junk food  불량식품, 군것질, 정크푸드 

jury duty  배심원 의무 

just 그저, 딱  

juvenile 청소년의  

Juvenile Justice System 청소년 사법제도 

 

K 
K to 12 Instruction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 교육 

K to 6 Instruction 유치원부터 6 학년까지 교육 

keep someone informed  꾸준히 정보를 주다, 계속 알려주다  

Key Club  키 클럽(봉사클럽) 

key factor  주요요인 

keyboarding  키보드작업 

kidney infection 신장염 

kindergarten 유치원 

kinesthetic 운동감각의  

 

L 
lab  실험실 

labiodental 순치음 

labor  노동, 근로 

laid back reaction  느긋한 반응  

laminating machine  라미네이팅 기계(코팅기) 

language acquisition 언어습득  

language arts 언어과목 

language other than English 영어 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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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scale assessment 대규모 평가  

learning environment  학습환경 

learning expectation  학습기대치 

learning log 학습일지, 학습기록 

learning outcomes 학습결과  

learning preferences 학습 선호 

learning style 학습스타일, 학습양식 

learning technology 학습기술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최저 제한 환경  

legal  법적의  

legal age  법적연령  

legal guardian 법적 보호자 / 후견인 

legally blind 법정(적) 시각장애인 

legislative  입법의, 입법부의  

legislature, California 캘리포니아 입법기관 

length 길이 

length (of a story)  (이야기)의 길이 

lesson plan 학습계획안, 수업안  

letter grade 문자등급 성적  

letterhead  레터헤드/회사 편지지 

leukemia 백혈병 

levels of performance 수행의 레벨, 수행수준 

lewd 외설적인  

lexical structure  어휘구조 

librarian  도서관 사서 

lice  이  

licensed  자격증 있는  

Licensed Children’s Institution (LCI)  유자격 아동기관  

Life Science 생명과학  

life skills  생활기술, 생활력 

likely  .. 할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limited capacity to recoup skills 제한적인 회복력 

Limited Recoupment Capacity (LRC)  제한된 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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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English Proficient (LEP) 제한된 영어구사자 

linguistics  언어학  

link  링크, 연결하다  

link (as in Internet or Web link) (인터넷 또는 웹상에서의) 링크  

link and cite sources, to 출처를 링크하고 인용하다  

listen, to 듣다  

literacy 글을 읽고 쓰는 능력  

literacy standards for history–social studies 역사 사회학의 이해 기준 

literary  문학의  

lively  생기 넘치는  

living 살아있는, 생활, 생계  

local authorities  지방당국 

local control 교육구 차치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LCAP) 교육구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 

Local Control Funding Formula (LCFF) 교육구 자치 자금 운영 공식 

Local Educational Agency (LEA) 지역 교육 기관 (교육구/교육청) 

local revenue 지방세 수입 

location 위치, 장소 

lock down  제재, 통제, 폐쇄 

logo  로고 

Long Term English learner (LTEL) 장기 영어학습자 

long term trend assessment 장기추세 (동향) 평가 

low average  저평균 

low incidence 낮은 발생률  

low income families 저소득 가정 

low performing schools 낮은 수행 학교  

 

M 
magnet school 마그넷 스쿨, 마그넷 학교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MRI 

mainstream English 주류 영어 

mainstreaming 주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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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up dates 보충 날짜 

marbles  대리석  

marijuana  마리화나 

marker   마커펜 

marquee  대형천막, 유명인사  

master  전문가, 주인  

master plan  기본설계, 종합계획 

master schedule 종합일정 계획 

mastered  정복한 

Master's in Arts (M.A.) 문학 석사 (M.A.) 

Master's in Science (M.S.) 이학 석사 (M.S.) 

matching  어울리는, 일치하는  

material  물질, 소재  

math facts  수학공식  

mathematics 수학 

matriculation  입학허가, 입학  

matrix  행렬, 매트릭스  

Matrix of Test Variations,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Administration of California 
Statewide Assessments 

캘리포니아 주전체 평가 시험 감독용 시험 편차, 

편의 제공 및 수정 매트릭스  

matrix sampling 매트릭스 표본 추출  

measles  홍역 

measurable  측정 가능한  

measurable annual goal  측정 가능한 연례 목표 

measurable objectives 측정 가능한 목표 

measurement  측정, 치수 

Measurement of Academic Performance and 
Progress (MAPP) 

학문적 수행 및 향상 평가  

measures for protection  보호 장치  

media  미디어, 언론  

media center  미디어센터, 언론센터 

medial sound 중성 소리 

mediation  조정, 중재  

mediation and due process hearing procedures 중재 및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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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medical history  병력 

medical office personnel 의료 사무직원 

medical service provider 의료서비스 제공자  

medically fragile  의학적으로 취약한  

Medicare  메디케어 

medicine  약, 약물 

meet the requirements  요건을 충족시키다 

meeting  회의, 미팅  

meets   만나다  

members  멤버들, 회원들  

memory  기억 

memory span 기억 범위  

meningitis 뇌막염, 뇌수막염  

mental  정신적인  

mental age  정신연령 

mental disorder  정신병, 정신장애 

mental health 정신건강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 

mentor teacher  멘토 교사, 멘토 선생님  

mentor, to 멘토 역할을 하다 

mesh-top 망사 웃옷 

message  메시지 

metabolic 물질대사의, 신진대사의  

methodology  방법론  

microfilm  마이크로필름 

microphone  마이크 

middle school/junior high school/intermediate  중등학교/중학교/중급, 중간과정의  

midriff  횡경막 

migrant education program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mildly mentally retarded  가벼운 정신지체가 있는  

milestone 이정표 

minimum academic requirements 최저 학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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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미성년 

minorities 소수집단 

mixed ability  혼합된 능력, 우열 혼합 

mixed ability grouping 우열 혼합 그룹편성  

mobile  이동하는  

mobility 기동성 

mock trial and debate  모의재판과 토론  

modality 양식, 방식  

mode  방식, 방법 

moderate 보통의, 중간의  

modification 수정, 변경  

modified pull-up test 변경된 턱걸이 시험 

money order  머니오더  

monitor, to 감시하다, 모니터 하다 

monitoring  모니터링  

monolingual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어의  

monosyllable 단음절의  

morpheme 형태소 (뜻을 갖는 최소언어단위) 

mother language 모국어  

motility pattern 움직임 패턴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motor coordination  운동 협음 

motor development  운동기능발달  

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움직임 없는 시각 지각 시험 

motto  모토, 좌우명  

mouse  (computer device) 컴퓨터 마우스 

moved  감동한, 이동한 

Mullen Scales of Early Learning, AGS Edition      조기교육의 뮬렌  등급, AGS edition 

multicultural  다문화의  

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교육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다문화 교사 교육 

multidisciplinary psychoeducational report  종합적인 심리교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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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sciplinary team  여러학문에 관련된, 다학제 팀  

multi-hazard  다중 위험 요소 

multiple disabilities  중복 장애  

multiple choice questions 객관식 문제  

multiple intelligences 다중 지능  

multiple measures 다각적 대책  

multiplication facts 구구단 

multipurpose room  강당 

multisensory  다중 감각  

multitrack schools 멀티트랙 스쿨 

mumps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muscular dystrophy 근육위축병 

mutually 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 

myopia 근시 

 

N 
name calling  욕하기 

narrative input chart 서술 입력 차트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교육향상의 국가 평가 (NAEP) 

National Blue Ribbon School 전국 블루 리본 학교  

National Center and State Collaborative (NCSC) 국립 센터와 주 협력 (NCSC) 

National Honor Society  명예학생단체  

native English speakers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native language 모국어  

needs improvement 향상을 요함  

newcomer 새로온 사람/신입생  

newcomer center 새로운사람을 위한 센터/신입생 센터 

newsletter 뉴스레터 

Next Generation Assessment 차세대 평가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차세대 과학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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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name 별명, 닉네임  

ninth 제 9 의  

No Child Left Behind (NCLB) Act of 2001 2001 년 아동낙오방지법 

nomination  임명 

non-English speaking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non-NCLB qualified teacher 아동낙오방지법 기준 미달 교사 

norm referenced results 규준 참조 결과  

not meeting standards  기준에 못미치는 

not prepared  준비가 안된 

notarized 공증된  

notice  통보, 노티스 

Notice of Procedural Safeguards  절차적 안전장치의 통보 

noun  명사  

novelty 새로움, 참신함  

nuances in word meanings 단어 의미에서의 뉘앙스  

number sense   숫자개념, 수적감각 

numeracy 수리감각, 산술능력 

nurse 간호사 

nurse assistant  간호보조사  

nurse’s office 양호실  

nursery school 유아원 

nursing home  양로원  

 

O 
obesity 비만  

object assembly 모양맞추기  

objective 목적 

obscene  음란한  

observation 관찰  

observation charts 관찰 도표 

obstetrics 산과  

occupational therapist  작업치료사, 작업요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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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color (clothing)  안좋은 것을 상장하는 색깔의 옷  

o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offered 제공되는  

off-ground  땅에서 떨어진 

Office for Civil Rights (OCR)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 교육부 소속 인권사무국 

Office of Evaluation and Research  평가및 연구 사무국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  특수교육 프로그램 사무실 

Office of the Secretary of Education 교육부장관실  

off-task 딴짓 

on time graduation 정시 졸업, 시간내 졸업 

One Mile Run Test 1 마일 달리기 테스트 

online reporting system 온라인 보고시스템 

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개방 교육자료  

open enrollment 등록 기간, 자유등록제  

Open Enrollment Act  자유등록법안 

open house 오픈하우스 

open to the public  대중에게  공개된 

open toes sandal  앞이 트인 샌달 

open toes shoes 앞이 트인 신발 

ophthalmology  안과 

opinion 의견 

opium  아편 

opportunities  기회 

optics  광학 

optional course  선택과목 

oral language skills 말하기 능력 

oral motor skills 구강운동기능 

oral vocabulary 말하기 어휘  

Oral Written Language Scale (OWLS)  구두 및 필기 언어 평가 등급 

order 순서 

orderly educational environment  질서있는 교육적 환경 

organizational 조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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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d 조직화된, 체계적인  

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and mobility services  오리엔테이션과 이동서비스 

origin 기원, 근원 

orthography 철자법, 맞춤법 

orthopedic impairment  정형외과적 손상  

oscillation 진동 

other health impaired  다른 건강장애의  

Otoacoustic Emission Hearing Test (OAEs) 이 음향 방출 청력 검사 (OAEs) 

outcome 결과  

overall 전반적인, 총체적인  

overall performance level 종합 수행 수준  

overdraft protection  당좌대월수표 보호 

overhead projector  오버헤드 프로젝터 

overprotective environment 과잉보호적인 환경  

overreact 과잉 반응 

oversized pants  대형바지, 큰 바지 

overview  개관, 개요 

owner’s manual  사용자 안내서  

 

P 
pacing guide 페이싱 안내 

pager  종이 

palate 구개, 입천장  

palette for annotating text  주석 달기 팔레트 

pamphlet 팜플렛 

pants 바지 

paradox 역설 

paragraph 문단 

paraphernalia  용품 

paraprofessional 준전문직의 

parent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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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Advisory Committee (PAC)  학부모 자문위원회 (PAC) 

Parent Advisory Council (PAC) 학부모 자문협의회 (PAC)  

parent advisory meeting  학부모 자문회의  

parental notification 학부모 공지 

parents and guardians (legal term) 학부모 및 보호자  

parents and guardians (school term) 학부모 및 보호자 

participation criteria 참여기준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 (PARCC)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도 평가를 위한 협력체 

(PARCC) 

partnerships 파트너쉽 

passing score  합격점수 

passive 수동적인,  

password  패쓰워드 

pathology  병리학  

pattern 패턴  

pause 잠시멈추다 

pedophile  소아성애병자 

peer coach (for teachers)  (교사를 위한) 동료교사 코치 

peer relationship 교우관계 

peg  나무못 

pegboard  나무못 꽂는 판  

pencil grip 연필 잡기 

pencil pouch  필통 

pencil sharpener  연필깍기 

pending 미결 

pep rally 응원 

pepsters (Peps Squad of Drill)  응원단 

percent 퍼센트  

percentage  백분율, 퍼센티지  

percentile  백분위수  

percentile rank  백분위점수 등급 

perception  지각, 자각 



 
 

50 | P a g e  

perceptual disorder 지각장애  

perfect attendance  개근 

perform  수행하다  

performance  수행 

performance assessments 수행평가  

performance based assessment 수행 기반 평가 

performance level 수행 레벨 

performance report 수행성적표 

performance standards 수행 기준/표준  

performance tasks 수행 과제  

performance test  수행 시험  

performing art  수행기준 평가  

perimeter  공연예술 

period  주위, 주변  

permissive absence  교시  

perpetrator  허용된 결석  

personal  개인의  

personal tax  개인세금, 인세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을 인식할수 있는 정보 

perspective 관점, 시각 

persuasive essay 설득적 에세이  

pertussis  백일해  

pest/vermin infestation  해충/유충 공격 (침입) 

pet shop 애견샵 

pharmacy  약국 

phase 단계, 국면  

philharmonic society  음악애호협회 

philosophy  철학  

phoneme  음소 

phonological awareness 음운 인식 

photosynthesis  광화학 

physical 신체의, 육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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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education (PE) 체육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 

physical fitness test (PFT) 체력장  

physical science  자영 과학 (천체, 물리, 화학) 

physical therapy (PT)  물리치료 

physics  물리학 

physiology  생리학 

pictorial input chart 그림 입력 도표 

Pictorial Non-Verbal Intelligence (PNIQ) 그림을 이용한 비언어 지능 (PNIQ) 

picture arrangement 그림 배치 

picture completion  그림 완성 

picture context 그림 정황 

picture exchange 그림 교환 

picture file cards 그림 파일 카드 

pilot test 시범 테스트 

pink eye  유행성 결막염 

pinworm  요충 

piñata  피냐타 

place  배치하다, 

placement  설치, 배치, 취업 알선 

placement criteria  배치 기준 

placement test 배치 고사 

placenta 태반 

plaintiff 원고 

plan 계획 

plant  식물, 공장 

playful 장난기 많은 

playground  운동장, 놀이터 

playing tag 숨박꼭질 

plea  간청, 항변, 사유서 

pledge  맹세, 서약, 저당, 

pneumonia 폐렴 

poetry and chants 시와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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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of view 관점 

police  경찰 

policy  정책, 방침 

polio (myelitis) 소아마비 

poor  가난한, 잘 못하는 

population sampling 인구 표본추출 

positive 긍정적인, 양성의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                
(PBIS) 

긍정적인 행동 중재와 지원 (PBIS) 

post-grade twelve student 12 학년 후의 학생 

post-its  포스트잇 

postmark 소인 

post-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 

practice tests 모의교사 

preschool 프리스쿨 

present claims and findings, to 주장과 조사 결과를 제시하다 

presenter  발표자 

president  회장 

prevent  방지하다 

prevention  방지/예방 

preventive  방지하는 

pride  자부심, 긍지 

primary care doctor  주치의 

primary language 주 언어, 모국어 

primary language assessment  주 언어 평가, 모국어 평가 

primary language instruction  주 언어 교육 

principal  교장 

principal’s office  교장실 

printed materials  인쇄 자료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 선행 지식 

prior written notice  이전의 서면 통지 

private  사적인 

privilege 특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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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tive  주도적, 적극적, 능동적 

probability 확률, 가능성 

probation 보호 관찰, 근신, 수습 

probation department  보호 관찰부 

problem with articulation 조음 장애 

procedural safeguards  절차적 안전장치, 절차상 보호 

procedure  절차 

process 과정, 절차 

process grid 절차 그리드(표) 

processing 처리 

processing speed 처리 속도 

productive  생산적인 

profane  비속한, 천박한, 상스러운 

profane professional training  욕설 방지 교사 훈련 

profanity  욕설 

profession  직업, 직종 

professional development  전문성 개발, 직무 능력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or learning 전문성 개발 혹은 교육 

proficiency  숙달, 능숙 

proficient  능숙한, 능통한 

proficient performance level 능숙한 수행 수준, 능숙한 성과 수준 

profile  프로필 

program  프로그램 

Program Improvement (PI) 프로그램 향상 (PI) 

Program Improvement (PI) school or district 프로그램 향상 (PI) 학교 혹은 교육구 

program overview 프로그램 개요 

program specialist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 

program supervisor  프로그램 수퍼바이저, 관리자 

programmer  프로그래머 

progress  진전, 향상, 경과 

progress monitoring  경과 감시, 관찰, 모니터링 

progress report 경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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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Run    
(PACER) 

점진적 유산소성 심혈관 지구력 달리기 (PACER) 

project  프로젝트, 기획하다, 투영하다 

project adventure activities  모험 활동을 기획하다 

Project 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or  프로젝터 

prolonged  장기적, 오랜, 

promote education  교육을 촉진하다, 장려, 육성하다 

promotion/grade promotion 승급, 진급 /다음 학년으로 진급 

prompt  신속한 

pronoun 대명사 

proof of residency  거주지 증명 

proper identification  적절한 신분증 

property tax  재산세 

property tax bill  재산세 고지서 

props  소품 

prosody 작시법 

provide justification  명분, 타당성을 제공하다 

provider  제공자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psychiatry  정신 의학 

psychologist  심리학자 

psychology  심리학 

psychomotor 정신운동 

psychotic 정신병적 

public  공공의, 대중의 

public information office  공보관 

Public School Accountability Act (PSAA) 공립 학교 책임성 법안 

public school choice  공립 학교 선택 

public schools 공립 학교 

publication  출판, 발행, 발표 

pull out programs  프로그램을 빼다 

punchline  요점, 핵심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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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tuality  시간 엄수, 정확함 

punctuation  구두점 

pupil free day 휴교일 

pupil outcomes 학생의 결과, 성과, 

pupil personnel staff  학생 지원 교사진 

purpose of meeting 회의 목적 

push-up test 팔굽혀펴기 시험 

puzzle 퍼즐, 수수께끼 

Pyramid of Interventions 중재 피라미드 

 

Q 
quad  쿼드, 광장 

qualified 자격을 갖춘 

qualitative information 질적 정보 

quality of a teacher  교사의 자질 

quality work  훌륭한 과제물 

quantitative information 양적 정보 

quarter  쿼터 

 

R 
race  경주, 달리기, 레이스 

Race to the Top (RTTT) 레이스 투더 탑 

radio communication  무선 통신 

range of reading and level of text complexity 읽기의 범위와 글의 복잡성 

rate of transiency 유동인구 비율 

Raw Score (RS)  원점수 

read, to 읽다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reading readiness skills 읽기 준비 기술 

reauthorization 재인증 

Reauthorization of the California Assessment              
System 

캘리포니아 평가 시스템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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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rrived English learner 온지 얼마 안된 영어 학습생 

receptive language  수용 언어 

reclassification 재편성 

Reclassified-Fluent English Proficient (R-FEP) 재편성된 영어 능숙자 (R-FEP) 

referral form  의뢰 양식, 소개서 양식 

referral information  의뢰 정보, 소개 정보 

reflect  반사하다, 나타내다, 깊이 생각하다 

reflection program  리플렉션 프로그램 

reflex  반사 작용, 반사적 동작 

regional center  지역 센터 

Regional Occupational Program (ROP)  지역 직업 프로그램 (ROP) 

regional parent outreach meetings 지역 학부모 지원 모임 

register 기록, 등록, 사용역 

register, to 등록하다 

registered nurse  공인 간호사, 등록 간호사 

registered physical therapist (RPT) 등록된 물리 치료사 (RPT) 

registration  등록 

registration fees 등록비 

registration form 등록 양식 

regression  퇴행, 퇴보 

regulations 규칙 

reinforce  강화하다 

related services  관련 서비스 

relation  관계 

relationship 관계 

released test questions 공개된 시험 문제 

relevant  관련 있는, 적절한 

reliability 신뢰도, 확실성 

reliable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remedial course  보충 수업 

remedy  해결책, 치료, 

reminder 알림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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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ition  번역, 연주, 용의자 인도 

rephrase  바꿔 말하다 

report  보고하다 

report card 성적표 

reporting cluster 보고 집단 

requirements  자격 요건, 요구 조건 

research based 연구에 기반한 

research based strategy  연구에 기반한 전략 

residency verification form 거주 확인 양식 

resolution  해결, 결심 

resolution session  해결 시간 

resource  자원 

resource academic pull out support 자원 교사의 교실 밖 학업 지원  

resource services  자원 서비스 

Resource Specialist Program  자원 전문가 프로그램 

resource teacher  자원 교사 

respectful and courteous  공손하고 예의 바른 

respite care  일시적 위탁, 임시 간호, 위탁 간호 

response  반응, 대답 

Response to Intervention (RTI) 중재 반응 (RTI) 

responsiveness  반응성, 민감함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사법 

restrained order  접근 금지 명령 

restructuring 구조 조정 

retain, to 유지하다, 보유하다, 유급되다 

retained 유지된, 유급 

retell  다시 말하다 

retention 기억, 유지, 보유 

revenue assumptions 수익 추정 

review  검토, 재고 

revocation of consent  동의의 철회, 취소 

rheumatic fever 류마티스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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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ical  주기적인, 규칙적인, 율동적인 

rigorous  철저한, 엄격한 

ringworms  백선 

risk manager  위험 관리사 

rock  암석,  

rote 암기 

routine  일상, 일과 

rubella  풍진 

rubric 척도, 기준 

rude 무례한 

rule out  배제하다 

 

S 
safe  안전한 

safety  안전 

safety pins 안전핀 

sage on the stage 무대위의 현인 (강연자) 

sagging  축 처진, 늘어진 

sample (as in sample report) 표본, 견본, 보기, 샘플 

saturation patrols  포화 순찰대 

scaffolding 도움, 스캐폴딩 (비계) 

scale score 비례 점수 

schedule 일정 

scholarship 장학금 

Scholastic Assessment Test (SAT)  SAT 

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 (SARC) 학교 책무 성적표 (SARC) 

School Action Plan 학교 실행 계획 

School Assistance and Intervention Team (SAIT) 학교 지원과 중재 팀 (SAIT) 

school based 교육 위원회 

school board 학교 연간 행사 예정표 

school calendar 학교 교정 

school campus  학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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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choice 교육구 

school district 거주지의 학교 

school of residence  거주지의 학교 

school records 학교 기록 

School Site Council (SSC) 학교 운영 위원회 (SSC) 

School Site Plan (SSP) 학교 부지 계획 (SSP) 

school to prison pipeline 학교와 감옥간 파이프 라인 

school within a school 학교 안 학교 

school year 학년도 

science 과학 

science framework 과학의 틀 

scientifically based methods 과학에 기반한 방법 

score 점수 

scoring guide 점수 안내 

seal 인증 

second 2차 

secondary education 중등 교육 

secretary of education 교육부 장관 

Section 504 Plan 504 조항 계획 

segmenting (words)  분절, 음절 나누기 

Senate Bill (SB) 상원 법안 (SB) 

senior  고등 4 학년 

seniority 손위, 상급자, 연장자, 연공 서열 

sensory integration  감각 통합 

sentence patterning chart 문장 패턴표 

sequence  순차 

sequential audio memory  순차적 청각 기억 

sequential order  순서 

serial number (of product)  일련 번호 

serious 심각한, 진지한 

serious minded  진지한, 신중한 (태도의) 

service learning 봉사 학습 



 
 

60 | P a g e  

session  시간, 기간, 회기, 회의 

set  정하다 

seventh 7 번째, 7 학년 

severe oral language handicapped  중증 구어 장애 

sex 성 

sex (male/female)  성별 

sex education  성교육 

sexual  성적인 

shape  모양, 형태 

sheer shirt  속이 비치는 셔츠 

shelter in place  보호소 

Sheltered English 보호된 영어 

Sheltered Instruction 보호된 영어 수업 

shop survey  상점 설문 조사 

short term objectives  단기 목표 

shortfalls 부족, 미달, 한계 

shorts 반바지 

shoulder stretch test 어깨 늘이기 시험 

signal word 담화표시어 

significant 중요한, 상당한, 현저한 

significant cognitive disabilities 현저한 인지 장애 

similar schools rank 비슷한 학교 순위 

similarity  유사성 

simple step directions  간단한 지시사항 

single line  단일선 

single parent  한 부모 

Single Plan for Student Achievement  학생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 

site administrator 사이트 관리자 

situation  상황 

sixth 6 번째 

size concept  크기 개념 

skate  스케이트타다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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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기술, 능력 

skin  피부 

skinfold measurements test 피지후 측정 평가 

skirt  치마 

skull cap  스컬캡 

slide 미끄러지다, 하락 

slime  점액 

smallpox  천연두 

smart 영리한, 똑똑한 

Smart Board  스마트보드 

smart goal  스마트 목표 

Smarter Balanced Assessment Consortium (SBAC) 스마트 밸런스 평가 컨소시엄 

snack  간식 

sober living place  술이 없는 거주 장소 

social adaptation  사회적응성 

social committee  사교 위원회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사회적 정서적 발달 

social justice 사회 정의 

social perception  사회적 지각 

social promotion  사회적 진급 

social worker  사회 복지사 

social-emotional learning/development/education  사회적 정서적 학습/발달/교육 

society  사회 

socioeconomic status (SES) 사회경제적 지위 (SES)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 

Socratic seminar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세미나 

softball  소프트볼 

software 소프트웨어 

somnambulism  몽유병, 수면보행증 

sophomore  고등 2 학년 

space  공간 

Spanish language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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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sm 경련, 발작 

spatial memory  공간 기억 

speak, to 말하다 

speaker  연사 

special day class (SDC) 특수 교육 수업 (SDC) 

special day class teacher 특수 교육 수업 교사 

special education (SE) 특수 교육 

special education coordinator  특수 교육 코디네이터 

Special Education Local Planning Area (SELPA)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 (SELPA) 

special education mediation  특수 교육 중재 

special education services  특수 교육 서비스 

special health condition 특별 건강 상태 

special needs student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specialized health care procedure  특수 건강 관리 과정 

Specially Designed Academic Instruction in English     
(SDAIE) 

영어로 된 특수 고안 학업 지도 (SDAIE) 

specific 특정한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SLD) 특정 학습 장애 

spectrum  스펙트럼 

speech  스피치 

speech and language evaluation 스피치 언어 능력 평가 

speech and language specialist 스피치 언어 전문가 

speech intelligibility  스피치 명료도 

speech language impairment (SLI) 스피치 언어 장애 

speech language pathologist (SLP) 스피치 언어 치료사 

speech pathologist  스피치 치료 전문가 

speech reading  독화 

speech therapist  언어 치료사 

spelling 철자법 

spiral notebook  스프링 노트 

spirit dance  스피릿 댄스 

Spirit Day  스피릿데이 

sports medicine 스포츠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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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안정적인 

staff development 교직원 개발 

staff member  교직원 

staggered (depending on context)  놀란, 시차제의 

staggered session  등교 시차제 

stakeholders 이해관계자 

standard 표준, 기준 

standard of behavior 행동 기준 

standard score 표준 점수 

standardization 표준화 

standardized assessments 표준화 평가 

standardized testing 표준화 시험 

Standardized Testing and Reporting (STAR)                
Program 

표준화 평가와 보고 (STAR) 프로그램 

standards 기준 

standards aligned instruction 기준에 맞춘 교육 

standards based  기준에 기반한 

standards based curriculum 기준에 기반한 커리큘럼 

Standards Based Tests in Spanish (STS) 스페인어로 된 기준에 기반한 시험 (STS) 

standards of curriculum content mastery  교과 내용 숙달의 표준 

State Board of Education (SBE) 주정부 교육 위원회 (SBE) 

state curriculum framework 주 정부 커리큘럼 

state determined assessment calendar 주 정부가 정한 평가 일정표 

State Education Agency (SEA) 주 정부 교육 기구 (SEA) 

state exams 주 정부 시험 

state mandated program 주 정부 요구 프로그램 

state network of educators 교사 주 정부 네트워크 

state revenue 주 정부 수입 

State Seal of Biliteracy (SSB) (California) 이중 언어 주 인증 (SSB) (캘리포니아) 

state special school 주 정부 특수 학교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SSPI) 주 정부 공립 교육부의 교육감 (SSPI) 

statistics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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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지위 

strand of standards 기준 요소 

straps  어깨 끈 

strategy  전략 

strengths 강점 

stretch course  늘인 과목 (한학기 과정을 두학기에 걸쳐 강의) 

strictly confident  극비의 

stridency (목소리가) 거침 

strong will  강한 의지력 

strongly  강력하게 

structure  구조 

Structured English Immersion (SEI)  구조화된 영어 몰입 교육 (SEI) 

student 학생 

student achievement 학생 성취 

student achievement data 학생 성취 자료 

student agency/learner agency 학생의 힘/학습자의 힘 

student behavior  학생 행동 

student body 학생회 

student council 학생회 

student engagement strategies 학생 참여 전략 

Student Information System (SIS) 학생 정보 시스템 (SIS) 

student league  학생 리그 

student mobility 학생 이동성(유동성) 

student planner  학생 수첩 

student release  학생 인계(방면) 

student scores 학생 점수 

student services  학생 서비스 

Student Statewide Identifier (SSID) (캘리포니아) 주 학생 번호 (SSID) 

Student Study Team (SST) 학생 학습팀 

student subgroups 학생 하위 집단 

student transcript  성적 증명서 

student with disabilities (SD)  장애가 있는 학생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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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to be prepared to be college, career, and             
life ready 

학생은 대학, 직업, 인생에 준비가 되도록 한다 

stutter  말을 더듬다 

sub-skill  하위 기술 

subgroup  하위 집단 

subject 주제, 과목 

submit  제출하다 

subsidized  보조금을 받은 

sub-skills  하부 기술 

substitute  대신하다 

substitute teacher 대리 교사, 임시 교사 

subtest scores  하위검사 점수 

subtest/composite  하위검사/합성, 혼합 

summary  요약 

summary writing 줄거리(요약문) 쓰기 

summative 종합적인 

summative assessment 종합 평가 

Summer Bridge Program 써머 브리지 프로그램 

superintendent 교육감 

supplemental 추가의, 보조의 

supplemental academic materials 보조 학습 자료 

supplemental counselor 보조 카운셀러 

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 provider 보충 교육 서비스 제공자 

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 (SES) 보조/추가 교육 서비스 (SES) 

supplementary aids and services 추가 지원과 서비스 

supplementary materials 보조(충) 자료 

support services 지원 서비스 

support staff 지원 직원(인력) 

supporting detail 뒷바침하는 세부 내용 

supportive manner 지지적인 태도 

surgery 수술 

surrogate 대리의 

surrogate parent 대리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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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English 생존 영어 

survival kit 비상 장비, 생존 키트 

suspend, to 정학시키다 

suspension 정학 

swing 그네 

syllabication 분철(법) 

syllable reduction 음절 축소 

syllabus 강의 요강, 계획표 

symbols 상징, 부호 

symptom 증상, 징후 

syndrome 증후군 

syntax 구문론, 문법 

systematic 체계적인 

systemic 전체에 영향을 주는, 침투성의 

 

T 
T-Graph for Social Skills 사회성 기술에 대한 T 그래프 

T Scores T 점수 

table foods 식탁의 음식 

tactile 촉각의, 촉감의 

tag 술래잡기 

tag games 술래잡기 놀이 

take 취하다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실행하다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take control 지배하다, 통제하다 

take roll 출석을 부르다 

talk too much 말이 많다 

tank tops 탱크톱 

tank tops with oversized arm holes 진동이 지나치게 큰 탱크톱 

tantrum 짜증,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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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dy 지각 

target 목표 

targeted assistance schools 지원 집중 학교 

task 과제 

task force 전담반 

teacher of mild/moderate 경/중증 장애 교사 

teacher quality 교사 자질 

technical assistance 기술적 보조 

technical school 기술 학교 

technical support 기술적 지원 

technology enhanced items 기술 강화 항목 

technology enhanced tests 기술 강화 시험 

technology readiness tool 기술 준비도 도구 

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 (TDD)  청각 장애인 용 통신 장치 (TDD) 

Tele-Typewriter (Phone system for deaf                

individuals) (TTY) 
(청각 장애인 용) 타자기 형 전화 (TTY) 

tenth 열 번째, 10 학년 

test 시험 

test administrator 시험 관리 창구 

test administration window 시험 관리자 

test blueprint 시험 청사진 

textbook adoption 교과서 채택 

textual evidence 원문(본문) 증거 

The 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라이터 국제 수행 척도 

thesis 논문, 논지 

Thinking Map 사고 지도 

thinking tools 사고 도구 

third 세 번째, 3 학년 

thought process 사고 과정 

threatening behavior 위협적인 행동 

three step direction 3 단계 지시사항 

throughout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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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틱, 경련 

time out 타임아웃 

timed test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 

timeline 연대표, 타임라인 

timely 시기적절한, 때맞춘 

tip 끝, 조언 

tip alveolar 끝-치경음 

Title I 타이틀 I  

title page 속표지, 표제지 

to meet criteria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toddler 유아 

tonic spasm 긴장성 경련 

tonsillitis 편도염 

top 최고 

top secret 일급 비밀 

top with spaghetti straps 가는 끈 민소매티 

tops 상의 

touch pad 터치 패드 

track and field 육상 경기 

tracking 추적 

trade school 직업 학교 

traditional school 전통적 학기제 

training 훈련, 교육 

transcript 성적 

transfer 전학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 

transition 진학 

transition goals 진학 목표 

transition plans 진학 계획 

transition services 진학 서비스 

Transitional Kindergarten Program (TK) 킨더가든 준비반 프로그램 

transparency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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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교통편 

traumatic brain injury (TBI) 외상성 뇌손상 (TBI) 

treat 간식, 치료하다 

treble chorus 고음부 합창 

trend 현황, 동향 

triennial 3 년마다 

trigonometry 삼각 함수 

trimester 3 학기제 

Truancy Reduction Center 무단 결석 감소 센터 (TRC) 

truant 무단 결석 

truant from class 수업에 무단 결석 

trunk extension strength 상체 신전근력 

trunk extensor strength and flexibility 상체 신전근력과 유연성 

trunk lift test 상체 들기 시험 

try-out 예선, 선발 심사 

tube tops 튜브탑 

tuberculosis 폐결핵 

tuition 수업료 

turnaround (time) 호전, 반전, 

tutor 튜터, 과외 교사 

tutoring 과외 

tutoring agency 과외 교습소 

tutoring provider 과외 제공자 

twelfth 12 번째, 12 학년 

Twenty First (21st) Century Skills  21 세기 기술 

twin day 트윈데이 

two step direction 2 단계 지시 사항 

Two Way Immersion Program 양방향 몰입 프로그램 

type 유형 

typical 전형적인 

typical week 전형적인 1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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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nable 할 수 없는 

uncertainty 불확실성 

uncooperative 비협조적인 

undergarments 속옷 

underperforming 부진한 

underwear/undershorts 속옷/팬티 

underwrite 동의하다, 보증하다 

unexcused absence 무단 결석 

unfunded mandate 비재정지원 명령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 교육부 (ED) 

universal access 보편적 접근 

unknown disability 알려지지 않은 장애 

untimed test 시간제한 없는 시험 

update, to 업데이트하다 

upper body strength and endurance 상반신 힘과 지구력 

use accurate and credible sources, to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용한다. 

use credible sources, to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용한다. 

use domain specific vocabulary, to 특정 영역의 단어를 사용한다. 

use print and digital sources, to 인쇄 및 디지털 출처를 사용한다. 

 

V 
vaccination 예방접종 

valid 유효한 

validity 유효함, 타당성 

variations 변화, 차이, 변형 

verbal 구두의 

verbal comprehension 구두 이해 

verbal expression 구두 표현 

verbal reprimand 구두 질책 

verbalization 말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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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lize, to 말로 표현하다 

verification 확인, 조회, 입증 

verify 확인하다, 조회하다, 입증하다 

vertical 수직의, 세로의 

vice principal 교감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II (VABS-II) 빈랜드 적응 행동 척도 -II (VABS-II) 

violence 폭력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VLE) 가상 학습 환경 (VLE)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vision screening 시력 검진 

visual 시각의 

visual alertness 시각 각성도 

visual and performing arts 시각 공연 예술 

visual arts 시각 예술 

visual coding 시각적 코딩 

visual discrimination 시각 변별 

visual impairment, including blindness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visual memory 시각 기억 

visual motor coordination 시각 운동 협응력 

visual perception 시지각 

visual support 시각적 지원 

visualization 시각화 

visualization and reasoning battery 시각화와 추론 종합 테스트 

vitality 활력 

vocabulary 어휘 

vocal ensemble 중창 

vocalization for self-stimulation 자기 자극을 위한 

vocalize 말로 표현하다, 소리내어 말하다. 

vocational 직업의 

vocational education 직업 교육 

voice loudness 음성 크기 

voice pitch 음성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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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quality 음질 

voice, to (v) 소리내다 

voiceless 무성 

volunteer 자원봉사 

vomit 토하다 

voucher 상품권, 전표 

vulgar 저속한, 천박한 

 

W 
waistband 허리 밴드 

wait 기다리다 

waiver 면제 

walk test 걷기 테스트 

wallet chain 지갑 체인 

warm up 준비 운동, 워밍업 

water fountain 식수대 

watercolor paints 수채화 물감 

weak 약한 

weaknesses 단점, 약점 

weather emergency 일기 비상사태 

web page 웹페이지 

web site 웹사이트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웩슬러 아동 지능 검사 

weight 가중 

weighted average 가중 평균점 

weighted score 가중 점수 

welfare 복지 

well balanced 균형 잡힌 

well disciplined household 규율이 잘 잡힌 가정 

Western Youth Services (WYS) 웨스턴 청소년 서비스 (WYS) 

wheat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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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ever comes first 어느 쪽이 먼저든 

white board 화이트 보드 

whiteout 수정액 

whooping cough 백일해 

wide range of ability 다양한 능력 

wide ruled paper 넓은 괘선 종이 

with respect to 에 관하여 

with/out accommodations 편의 유무 

word analysis 단어 분석 

word attack skill 단어 이해 기술 

words 단어 

work 학업 

work below ability 능력 이하의 학업 

work below standard 기준 이하의 학업 

work habit 공부 습관 

work permit 취업 허가증 

work plan 취업 계획 

work study program 근로-학업 프로그램 

working days 근무일 

world history 세계사 

world languages 세계 언어 

wraparound services/program 포괄적 서비스/프로그램 

write 쓰다 

write informative and explanatory essay, to 지식적, 설명적 에세이 쓰기 

write, to 쓰다 

writing conventions 문법 

Writing, Inquiry, Collaboration, and Reading           

Strategies (WICR) 
작문, 문의, 협업 및 독서 전략 (WICR) 

 

Y 
year round 이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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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청소년 

youth expo 청소년 엑스포 

youth with disabilities (YWD) 장애 청소년 (YWD) 

 

Z 
zero tolerance 무관용 원칙 

zeros 영, 공 

zip code 우편번호 

zoology 동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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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ors 

Anaheim Elementary School District 
Ana Li-Williams 

Ivette Stylianides 
 

Anaheim Union High School District 
Omar Garza 

Luis Hernandez 
Lina Mousa 
Esther Park 
Ricky Pham 

Maria Ramirez 
Sandra Renteria 
Rocio Rodriguez 

Lizbeth Segura Vasquez 
Jesús Villaseñor 

 
Capistrano Unified School District 

Amparo Azzazy 
Margara Monico 

Farnaz Rahimi 
 

Cypress School District 
Helen Youn 

 
Garden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Mariana Hernandez 
Susana Kitayama 

Linda Mendez 
Younjung Park 

Sook Seo 
Stacy Seo 
Tami Thin 
Dung Tran 
Tami Tran 

Gia Va 
 

Huntington Beach Union High School District 
Sandy Smallshaw 

 
Irvine Unified School District 

Lichuan Chiang 
Shahrzad Farjadi 
Hui-yen Huang 

Insun Kim 
Chiaki Reysen 

Chris Yin 
 
 

Laguna Beach Unified School District 
Johnnie Vasquez 

 
La Habra City School District 

Debra Paredes 
 

Newport-Mesa Unified School District 
Mauricio Dangond 
Sandra Ledesma 

 
Orange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 

April Armijo 
Norma Conti 

Natalia Abarca 
Albee Gramacki 
Teresita Ibarra 

Rie Ozawa 
Yvania Salas 

Milvia Schinaia 
Ngoc-Uyen Tran 

Rocio Vitko 
Blanca Zimmerman 

 
Placentia-Yorba Linda Unified School District 

Sandra Gutierrez 
Emma Patino 

 
Santa Ana Unified School District 

Marcelo Peralta 
Farnaz Rahimi 
Cesar Vargas 

 
Saddleback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Marisela Gonzalez 
 

Tustin Unified School District 
Mercedes Baeza 
Gabriela Lewis 
Mario Martinez 
Monica Payan 

 
Westminster School District 

Christopher Carrillo 
Nancy Tello-Vanegas 

Thank you to each participant for their invaluable contribution in developing this list of terms. 

 



 

 

 
 
 

Instructional Services Division 
Office of Services for Language Learners 

(714) 966-4116 
 

 

 

 

 
 

 
 

 

 

 

 

 

 

 

 

 
 
 
 
 

OCDE Multilingual Consortium 
Adapted from the CDE Gloss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