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테고리의 경우, MCS는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해당 페이지의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Helpful Academic Terms for Korean Students
미국학교와 관련된 용어정리 (알파벳순)

A
Academic Course : 중/고교 정규 수업과목을 배우는 코스;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등
포함
Academic Probation : 학업에 뒤지는 것. 일정기간 다시 학습하여 학업을 향상 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적을 당하게 된다
Academic Year : 1년 중 여름을 뺀 정규 학업 수행 기간, 대부분 9월부터 6월을 말하고 학교에
따라 Semester, Trimester 등으로 다시 분류된다 (Mount Carmel School의 경우 8월부터
5월까지에 해당한다)
Acceptance letter : 입학허가증으로써 미국 이민국 양식에 의한 입학허가서는 I-20 Form이다
ACT : American College Test의 약자로써 대학입학 학력시험이다.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고
어떤 대학들은 SAT대신으로 사용한다
Admission Office : 입학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접수하는 곳. 지원에 관한 정보는 이곳에
연락한다
Advanced Placement : AP라고도 하며 대학 수준의 수업으로 AP exam에 합격하면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명문 대학은 입학 시 AP Course를 많이 택한 학생들을 선호한다
Alumni :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 선배와 같은 개념. Mount Carmel School의 경우
AlumKnights라 지칭한다
Audit: Credit (학점) 은 받지 않고 수업을 청강만 한다

B
Board of Education : 교육위원회이며 School Board라고도 부른다
Bulletin Board : 학교 게시판으로서 학교행사, 클럽활동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C

Cafeteria/Dining hall : 학교 내 구내 식당
Class : 학년과 수업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Co-ed : Coeducation의 약어로 남녀공학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Co-ed가 원칙이고
사립학교도 대부분이 공학이다 (Mount Carmel School, 이하 MCS도 이에 해당한다)
College : 대학원이 없고 학부만 있는 대학을 말한다
Community College : A.A나 A.S 또는 기술자격 학위를 획득하기 위한 2년제 공립대학이다
Conference : 학생과 선생님 또는 보호자와 선생님과의 면담.
Core Curriculum :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들을 말한다
Cram : 벼락치기 공부
Credit : 학점. Unit이라고도 한다

D

Degree : 학위
Department : 학교의 각 부서 및 학과
Deposit : 입학이 결정된 후에 확실하게 재적할 수 있기 위해서 지불하는 보증금 또는 예약금.
수업료의 일부 가 된다
Diploma : 학교를 졸업할 때 받는 졸업 증명서
Drop out : 퇴학 또는 자퇴

E

Early Action : 보통 입시원서 마감일보다 일찍 원서를 제출하고 대신 입학 통보여부를 더 일찍
듣는다
Early Decision : Early Action과 비슷하지만 12월 중순쯤에 벌서 입학 통보여부를 듣는다.
만약에 합격이 되면 반드시 그 학교에 다녀야 하고 오직 한 학교에만 Early Decision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Easter Break : 4월에 있으며 부활절 주말의 짧은 방학
Electives : 선택과목 (MCS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선택과목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다)
ESL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준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위한 단기
영어연수과정
Essay : 작문으로써 학교 입학 시 자기 소개서나 수업 중 숙제로도 많이 제출
Extracurricular Activities : 과외활동, 특별활동을 말하며 학생회, 학교 졸업앨범제작, 드라마,
운동 등 동아리 활동이 있다

F
F-1 Visa : 학생비자를 뜻하며 유학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할 때 꼭 필요한 종류의 비자이다
Faculty : 선생, 교수진을 뜻함
Fees : 학비 외 등록금에 포함되는 비용
Final Examination : 학기말 시험, 보통 Final Exam이라고 줄여 부른다. MCS의 경우 Quarter
(분기) 마다 시험을 치른다
Financial Aid : 모든 형태의 장학금을 말하며 loan, scholarship, grant 등이 있다
Financial Statement : 재정증명서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은행예금 잔고가 1년 학비 이상의
금액이 있으면 인정
Freshman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1학년을 말한다

G

GPA : Grade Point Average의 줄임말로써 학업성적 평균점을 말한다. 보통 4.0만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MCS 고등부의 경우 4.33 만점의 시스템이다)
Grade : 학년 또는 성적을 의미
Graduate : 졸업생
Graduation : 졸업식
Grant : Financial Aid의 한 형태이며 갚지 않아도 되는 학비 보조금이다
Guardian : 신원 보증인, 후견인, 또는 대리부모의 역할을 한다

H

Health Certificate : 건강 진단서로 입학 시 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High school : 고등학교, 주로 9학년부터 12학년이 있다
Homework : 숙제

I

I-20 : 입학허가 후 학교로부터 받는 입학증명서. 학생비자 (F-1)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이다. 학기
도중이나 방학 중 한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반드시 공항 이민국에 제시해야 한다
ID : 신분증, 학생증
Immunization Record : 예방주사의 기록서
Incomplete : 학점이 부실한 학생들에게 잠정적으로 주는 학점. 학생은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공부하여 다시 학점을 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낙제한다 (MCS의 경우 학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도 이 학점이 주어진다)

Independent Study Program : ISP라고도 부르며, 학생과 교수가 독자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한다. 보통 졸업 시 채워야 하는 학점이 부족한 경우 선택한다

J

Junior :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3학년을 말한다
L

Leave of Absence : 휴학/결석
Lecture : 강의
Loan : 대출

M

Major : 전공
Master's Degree : 석사학위
Minor : 부전공
Multiple Choice : 객관식 문제

O
Office Hours : 교무실 근무시간. 이 시간 외에는 학교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없다
Open-book Exam : 교과서를 참고하며 보는 시험으로서 보통 긴 작문 질문이 많다
Orientation : 학교를 소개하는 행사로서 학교의 규칙 등을 소개한다

P
Physical Education : PE라고 줄여 말하며 체육을 말한다
Plagiarism : Essay 등을 쓸 때 참고하였던 문서나 책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하는 것. 표절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Prerequisite : 더 높은 level의 수업이나 과정을 공부하기 위하여 이수해야만 하는 과정.
Pre-Calculus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Professor : 교수
Progress Report: 중간 성적평가서. 성적통지표를 받기 전, 한 Quarter의 중간에 받는다
Prom : 11-12학년을 위한 사교파티이며 보통 2학기 말에 있는 행사이다

Q
Quarter : 11-12주간의 수업시간
Quiz : 퀴즈

R
Recommendation Letter : 추천장으로 대학입학 때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NHS (National
Honor Society)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Registration :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학기에 신청할 수업을 결정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Report Card : 성적통지표. 1년에 2-3 번씩 부모 앞으로 보내진다
Required Courses : 선행과목
Research Paper : 연구 논문

S
SAT :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줄임 말로 한국의 수능과 같은 개념이다
Scholarship : 장학금
Secondary School : 중고등학교
Semester : 한 학기 (15-16주)
Seminar : 학술모임이나 위 level의 주로 토론으로 이뤄진 수업
Senior :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4학년
Social Security Number : 미 정부가 과세 및 치안을 목적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
Sophomore :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2학년
Sponsor : 후견인 혹은 보증인을 의미하며 유학생 재정 및 신원 보증이 필요하다
Spring Break : 봄 방학이며 보통 3월이나 4월에 있다
Study Hall : 자습시간
Summer School : 여름학교이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Suspension : 정학. 학교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의 한 종류이다
Syllabus : 교수요목. 수업요목

T
Take-home Exam : 집으로 가져가서 자신이 시간을 재고 보는 시험이다
Teaching Assistant/Teacher Aid : 조교 (TA라고 부름) 12학년이 지원할 경우 봉사시간이
주어진다
Term : 학기
Thanksgiving break : 미국의 추석연휴

Transcript : 성적표
Transfer : 편입
Tuition : 학비
Tutor : 과외 또는 개별지도를 해주는 사람
Two-year College : 2년제 전문대학으로 AA를 취득할 수 있다

U
Undergraduate : 학부과정
University : 종합대학교

V
Vocational Education : 직업교육. 학생들에게 취업 교육을 시킨다.
W
Withdraw: 수강취소 또는 자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