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        Physical Education (체육) 
건강관리와 운동에 관한 
여러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구력, 체력, 
유연성 발달을 위한 체조, 
게임, 댄스, 팀 스포츠 및 제반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Pro-D   Professional Development 

(교사 연수일) 전문인으로서 
지속적 자기 계발을 위한 
교사들의 연수 시간입니다. 이 
연수일들은 교육부 협의조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입니다. 

 
PTC     Parent-Teacher 
            Conferences (학부모-교사 

면담) 학부모가 교사와 만나서 
자녀들의 학습발달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SBT     School Based Team (학교 

베이스팀) 학교에서 교사 
그룹과 다른 전문가들이 만나 
학습에 어려운 점이 있는 
학생들에 관하여 의논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약자 용어 

학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자 용어의 뜻 

  
 

“Acronyms” 
 

[Korean] 
 
이 간행물은 밴쿠버 교육청 정착상담사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영어교사들이 

밴쿠버 교육청  복합문화상담사들과 함께 

제작한 시리즈물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비씨 주정부가 

재정후원하였습니다. 

 
 
 

 



 

 

BC 교육: 사회적 책임감과 아울러 사회성, 감성, 지성, 예술성, 신체발달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HCE    Health and Career    
Education (건강교육과 장래 
진로교육)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쌓고 건전한 
마음가짐으로 미래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실한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IEP     Individual Education Plan 

(개별 학습계획) 이는 학습에 
특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상세한 학습계획으로 
프로그램의 변형 및 조정과 
학생이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등을 기록합니다.  

 
K-7     Kindergarten to Grade 7 

 (유치원~7 학년)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유치원 부터 
7 학년 까지 있으며 유치원~3 

 학년은 초급학년,  4 학년~ 7 
학년은 중급학년이라 합니다. 

 
LAC   Learning Assistance Centre 

(학습보조 쎈터) 교사들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며 ESL/ELL 
학생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LD      Learning Disabled (학습 
          장애) 일종의 학습능력에 

특수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일컽습니다.  

ELC    English Language/ 
      Learning Centre (영어학습 

쎈터) ESL/ELL 학생에게 
지원하는 영어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ESL/EL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FA      Fine Arts (예능 과목) 드라마, 

합창, 밴드, 댄스와 더불어 
그림, 페인팅, 조각, 도예, 직물 
등의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FDK    Full-Day Kindergarten (종일    

유치반) 만 5 세 아동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FI        French Immersion (불어집중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영어와 
불어의 두 가지 언어로 
교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FSA    Foundational Skills 

Assessment (기초실력 평가)  
교육부가 연간 실시하는 일련의 
평가시험입니다. 읽기, 쓰기, 
수학능력 평가를 4 학년과 
7 학년에게만 실시하며 시험을 
치루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학교 
스태프들은 이런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에 관하여 말할 때 
편의를 위하여 약자를 사용 
하며 흔히 쓰는 약자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IP      Annual Instructional 
Plan (연중 수업계획) 
ESL/ELL 학생들의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의 발달 내용을 
기록합니다.  

 
CIRT   Critical Incident 

Response Team (긴급 
사고 조치팀) 학교의 
위기상황 조치를 위하여 
훈련된 사람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 예; 학교친구나 
교사의 사망 등.  

 
DPA    Daily Physical Activity  

(일간 신체활동) 유치원 
부터 12 학년 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체육시간 (PE) 
외에도 일종의 신체활동에 
매일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