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 Search Tips  

 2555 S. State Street
 Ann Arbor, MI  48104
 (734)994-2209

  INSTRUCTION
HOME    ACADEMICS    ADMINISTRATION    ENROLLMENT    SISS    RESEARCH

Home

Resources for Parents

AAP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Elementary Math
Vocabulary

AAPS Homepage

$1 bill    1달러 지폐
(very, extremely) likely    (매우 높은, 극히 높은) 확률로
(very, extremely) unlikely    (매우 낮은, 극히낮은) 확율로
“What’s my rule?”    "나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whole” box    "정수" 상자
+0 facts    0 더하기 규칙
+0 shortcut    0 더하기 숏컷
+1 facts    1 더하기 규칙
+1 shortcut    1 더하기 숏컷
+9 facts    9 더하기 규칙
+9 shortcut    9 더히기 숏컷
-0 facts    0 빼기 규칙
-0 shortcut    0 빼기 숏컷
-1 facts    1 빼기 규칙
-1 shortcut    1 빼기 숏컷
100% box    100% 상자
2- dimensional (2-D)    2차원 (2-D)
3 dimensional    3 차원
3- dimensional (3-D)    3 차원 (3-D)
50/ 50 chance    50대 50의 기회
-8 facts    8 뺴기 규칙
-8 shortcut    8 빼기 숏컷
-9 facts    9 빼기 규칙
-9 shortcut    9 빼기 숏컷
A.M.    오전
About 3 times circle rule    원주율의 법칙
Account balance    계정잔액
Accurate    정확한
Actual cost    실제 비용
Actual distance    실제 거리
Actual outcomes    실제 결과
Actual results    실제 결과
Acute angle    예각
Add    더하기
Addend    가수
Addition facts    덧셈 규칙
Addition number story    뎃셈 이야기
Addition/ Subtraction facts table    덧셈/뺄셈 규칙표
Adjacent angles    이웃각
Adjacent sides    이웃변
Air distance    직선거리
Algebraic expression    대수식
Algorithm    알고리즘
Altitude    높이, 고도
Altogether    모두 합쳐
Ambiguous    모호한

Amount    금액, 양
Analog clock    아날로그 시계
Angle    각
Angle (of a triangle)    (삼각형의)각
Angle of separation    분리각
Answer key    해답 키
Apex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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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    정점
Arc    호
Area    넓이, 면적
Area model    영역 모델
Arm span    팔 길이
Array    배열
Arrow    화살표
Arrow rule    화살표 규칙
Arrowhead    화살 머리
As the crow flies    일직선거리
Attribute    속성
Attribute blocks    속성 블록
Autumnal equinox    추분점
Average    평균
Axis    축
Balance    잔액
Ballpark estimate    어림추정값
Bar graph    막대그래프
Base    밑변
Base (of a rectangular prism)    (각기둥의) 밑변
Base line    기저선
Base of a pyramid    각뿔의 밑면
Base-10 blocks    10진 블록
Basic facts    기본 규칙
Basic food groups    기초식품집합
Basses of a prism    각기둥의 면
Big cube    큰 입방체
Bill    계산서, 지폐
Billion    십억
Calculator    계산기
Calendar    달력
Calibrate    눈금을 매기다
Capacity    용적, 용량
Capacity of a container    용기의 용량
Capacity of a scale    눈금의 용량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Cardiac output    심박출량
Celsius scale    섭씨 눈금
Census    인구조사
Cent    센트
Center    중심
Center (of a circle)    (원의) 중심
Centi-    센티
Centimeter (cm)    센티미터 (cm)
Century    세기
Certain    확실한
Chance    기회
Chances are    ~할 기회는
Change diagram    변화도표
Change-sign key    부호변경키
Change-to-less number story    감소하는 숫자 이야기
Change-to-more number story    증가하는 숫자 이야기
Circle    원
Circle (or pie) graph    원 (또는 파이) 그래프
Circumference    원주, 원둘레
Classify    분류하다
Climate    기후
Clock face    시계 숫자판
Clockwise    시계방향
Clockwise (right turn)    시계방향 (우회전)
Clockwise rotation    시계방향 회전
Coins    동전
Column    열
Column addition method    열합산 방식



Column addition method    열합산 방식
Combination    조합
Combine    결합하다
Common denominator    공통분모
Common factor    공약수
Communicate    통신하다
Commutative property of multiplication    곱셈의교환속성
Compare    비교하다
Comparison diagram    비교도표
Comparison number story    숫자비교 이야기
Comparison shopping    비교 쇼핑
Compass    컴퍼스
Composite number    합성수
Concave    오목
Concentric circles    동심원
Cone    원뿔
Congruent    합동(의)
Construct    작도하다
Consumer    소비자
Container    용기
Contour line    등고선
Contour map    등고선지도
Convex    볼록
Coordinate    좌표
Coordinate grid    좌표격자
Corner    모서리
Cost    원가
Counter clock-wise (left turn)    반시계방향 (좌회전)
Counter clock-wise rotation    반시계방향 회전
Counting number    수의 셈
Counting up to make change    잔돈 바꾸기를 위한 수세기
Counting-up method    수세기 방법
Credit    대변
Cube    삼승, 세제곱, 입방체, 정육면체
Cubic centimeter (cm^3)    세제곱 센티미터 (cm3)
Cubic units    입방단위
Cubit    큐빗
Cup    컵
Cup (c )    합집합
Curved surface    곡면
Cylinder    원기둥
Data bank    데이터뱅크
Data table    데이터표
Date    날짜
Debit    차변
Debt    부채
Decade    10년
Deci-    데시
Decimal    소수
Decimal point    소수점
Decimeter (dm)    데시미터 (dm)
Decrease    감소 
Define    정의하다
Degree    도
Degree Celsius    섭씨온도
Degree Fahrenheit    화씨온도
Degree marks    도 표시
Degree measure    각도 측정
Degrees Celsius (°C)    섭씨온도 ©
Degrees Fahrenheit (°F)    화씨온도 (F)
Denominator    분모
Deposit    예금하다
Depth    깊이
Diagonal    대각선
Diameter    직경, 지름



Diameter    직경, 지름
Difference    차
Digit    자릿수
Digital clock    디지털 시계
Dime    10센트
Dimension    넓이, 면적
Discount    할인
Displacement    치환
Display    표시하다
Distance    거리
Divided by    ~로 나누어진
Dividend    피제수
Divisibility rule    나누어떨어지는규칙
Divisible    나누어지는
Divisible by    가분의
Division    나눗셈
Divisor    제수
Dodecahedron    12면체
Dollar    달러
Dollars-and-Cents notation    달러워 센트의 표기법
Double    갑절
Double facts    갑절 규칙
Double-plus-2 facts    갑절 더하기 2 규칙
Doubles-plus-1 facts    갑절더하기 1 규칙
Edge    변, 모서리
Elapsed time    경과시간
Endpoint    끝점
Equal    같다
Equal chance    동일한 기회
Equal grouping    같은 숫자의 묶음
Equal groups    같은 숫자의 집합
Equal groups notation    동일 집합 표기법
Equal parts    등분
Equal sharing    같은 몫
Equally (more, less) likely    같은 (더높은, 더낮은) 확률로
Equally likely    같은 확률로
Equally likely outcomes    확률이 같은 결과
Equator    적도
Equilateral triangle    정삼각형
Equivalent    동치인, 동등한
Equivalent fractions    동치 분수
Equivalent fractions rule    동치분수의 법칙
Equivalent names    등가 이름
Essay    에세이
Estimate    추정값
Estimated distance    추정 거리
Estimation    추정 
Even number    짝수
Event    사건
Exact answer    정확한 해답
Exact change    정확한 잔돈
Exact cost    정확한 비용
Exchange    교환하다
Exchange    교환하다
Expanded notation    확정표기법
Expected results    기대 결과
Explorations    탐구
Exponent    지수
Exponent key    지수키
Exponential notation    지수표기법, 지수 기호
Expression    식
Extended facts    확장 규칙
Extended multiplication facts    확장 곱셈 규칙
Face    면



Face    면
Fact extension    규칙 확장
Fact family    규칙 모임
Fact power    규칙력
Fact triangle    규칙의 삼각형
Factor    요소
Factor    인자, 인수
Factor pair    인수쌍
Factor rainbow    인수 무지개
Factor string    인수열
Factor tree    인수 트리
Factors    인자, 인수
Facts table    규칙표
Fahrenheit    화씨 
Fahrenheit scale    화씨 눈금
Fair    공정한
Fair (die or spinner)    공정한 (주사위 또는 회전판)
Fair game    공정한 게임
False number sentence    거짓인 수식
Fathom    길
Favorable outcome    유리한 결과
Fact power    규칙력
Flat    평평한, 평면
Flat surface    평면
Foot    발
Foot (feet)    피트
For each    각각의
Formula    공식, 식
Fourths    4분의 1, 네번째
Fraction    분수
Fraction stick    분수 계산막대
Fractional part    분수 부분
Frame    좌표
Frames-and-Arrows diagram    좌표및 화살표 다이어그램
Frequency table    도수분모표
Frieze pattern    프리즈 패턴
Full turn    한바퀴 회전
Full-circle protractor    원형 각도기
Function machine    함수계산기
Gallon    갤런
Geoboard    지오보드
Geometric solid    기하입체
Geometry template    기하 템플릿
Geyser    간헐천
Glossary    용어
Gram    그램
Great span    최대 한뼘
Greatest common factor    최대공약수
Growth trend    성장추이
Guess    추측하다
Half    반 
Half circle protractor    반원형 각도기
Half-past (the hour)    (~시) 30분 지난
Half-turn    반바퀴 회전
Halves    반
Hand    손
Hand span    손 너비
Heads    머리
Heart rate    심박수
Heavier    더 무거운
Height    높이
Height (of a rectangular prism)    (직각기둥의)높이
Height of a prism    각기둥의높이
Hemisphere    반구



Hemisphere    반구
Heptagon    칠각형
Hexagon    육각형
Hexagonal prism    육각기둥
Holder    홀더
Horizontal    수평인
Horizontal axis    수평축
Hour hand    시침
Hundreds    백
Hundreds place    백의 자리
Hundreds, 100s    백, 100
Hundredth    100번째
Hundred-thousands    십만
Hundredths    100번째, 100분의1
Image    상
Impossible    불가능한
Improper fraction    가분수
In balance (balanced)    균형이 잡힌
In each    각각 
In number    내부 숫자
In the black    흑자인
In the red    적자인
Inch (in.)    인치 (in.)
Increase    증가 
Index    지표
Index of locations    위치 지표
Input    입력
Inscribed square    내접 정사각형
Interest    이자
Interior    내부
Intersect    교차
Intersect    교차
Interval    간격
Invention    발명
Inverse    역
Is equal to    ~와 같다
Is greater than, <    ~보다크다
Is less than, >    ~보다작다
Is more than    ~보다 크다
Isosceles triangle    이등변삼각형
Key    키
Kilogram    킬로그램
Kilometer    킬로미터
Kite    대칭사각형
Label    라벨
Lager    더 큰
Landmark    경계표
Latitude    위도
Latitude (lines)    위도 (위선)
Lattice    격자
Lattice method    격자법
Lattice method (for multiplication)    격자법 (곱셈에 사용되는)
Lattice multiplication    격자곱하기
Leaf    잎
Least common multiple    최소공배수
Length    길이
Length of a factor string    인수열의 길이
Letter number pair    문자와 숫자의 쌍
Lighter    더 가벼운
Line    선, 직선
Line graph    선그래프
Line of reflection    반사선
Line of symmetry    대칭중심선
Line plot    선도
Line segment    선분



Line segment    선분
Line symmetry    선대칭
Linear measures    길이측정
Liter (L)    리터 (L)
Long    긴 막대
Longitude    경도
Longitude (lines)    경도 (경선)
Longs    긴 막대
Lost-and-found box    분실물 상자
Magnitude    크기
Magnitude estimate    크기 추정
Make change    잔돈을 바꾸다
Make change by counting up    수를 위로 세어 잔돈을 바꾸다
Map direction symbol    지도 방향 기호
Map legend (map key)    지도 범례 (지도 열쇠)
Map scale    축척
Math boxes    수학상자
Math messages    수학 메세지
Mathematical tools    수학적 도구
Maximum    최대, 최대값
Mean    평균
Measured distance    측정된 거리
Measurement    측정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
Measures    약수
Median    중앙값
Memory    메모리
Memory keys    메모리 키
Mental arithmetic    암산
Meridian bar    경선 막대
Meter (m)    미터 (m)
Metric system    계량시스템
Metric system    미터법
Middle number    중간 숫자
Middle value    중간값
Midnight    자정
Mile    마일
Milli-    밀리
Milliliter (mL)    밀리리터 (mL)
Millimeter (mm)    밀리미터 (mm)
Millions    백만
Minimum    최소, 최소값
Minuend    피감수
Minus    빼기
Minute hand    분침
Mirror image    거울에 반사된 상
Missing number    미지수
Mixed number    대분수 
Mode    최빈값
Multiple    배수
Multiple of 10    10의 배수
Multiples    배수
Multiplication    곱셈
Multiplication counting principle    곱셈의연산법칙
Multiplication diagram    곱셈표
Multiplication facts    곱셈 규칙
Multiplication of equal groups    같은 숫자 집합의 배수
Multiplication/ division diagram    곱셈/나눗셈표
Multiplication/ division facts table    곱셈/나눗셈규칙표
Multiplied by    ~로 곱한
Museum    박물관
My reference book    나의 참고서
Mystery graph    수수께끼그래프
Name-collection-box    이름모으기 상자



Name-collection-box    이름모으기 상자
Near doubles    갑절의 근사치
Nearest centimeter    최근접 센티미터
Nearest half-centimeter    최근접 0.5 센티미터
Nearest half-inch    최근접 0.5 인치
Nearest inch    최근접 인치
Nearest part    최근접부분
Negative number    음수
Nested parentheses    이중괄호
n-gon    n 각형
Nickel    5센트
Non convex    비볼록
Nonagon    9각형
Nonstandard    비표준
Noon    정오
Normal span    일반한뼘
North Pole    북극
Notation    표기법
Number and word notation    숫자표기법과 문자 표기법
Number family    숫자 집단
Number grid    숫자 격자
Number grid puzzle    숫자 격자 퍼즐
Number line    수직선
Number model    수치모델
Number model    숫자 모델
Number pair    숫자쌍
Number scroll    숫자스크롤
Number sentence    수식
Number story    숫자 이야기
Number-grid-puzzle    숫자격자 퍼즐
Numerator    분자
Nutrients    영양소
Obtuse angle    둔각
Octagon    팔각형
Odd number    홀수
One    하나
ONE (the whole)    하나 (전체)
ONE (whole)    1 (정수)
Ones    일
Ones place    일의 자리
Ones, 1s    일, 1
Open sentence    방정식
Operation symbol    연산기호
Opposite    반대의
Opposite (of a number)    반대(수)
Order    순서
Order of operation    연산순서
Ordered number pair    수의 순서쌍
Ordered pair    순서쌍
Ordinal number    서수
Origin    원점
Ounce    온스
Out number    외부 숫자
Outcome    결과
Output    출력
Oxygen    산소
P.M.    오후
Pan balance    천칭
Parallel    평행
Parallel lines    평행선
Parallel lines segments    평행하는 선분
Parallel rays    평행하는 반직선
Parallelogram    평행사변형
Parentheses ( )    괄호 ( )



Partial    부분의
Partial differences method    편미분법
Partial- differences method    부분차를 이용한 셈법
Partial product    부분곱
Partial products algorithm    부분곱을 이용한 알고리즘
Partial products method    부분곱을 이용한셈법
Partial quotient    부분상
Partial sums method    부분합을 이용한 셈법
Parts and total diagram    부분 대 전체 다이어그램
Parts-and-total number story    부분대 전체 숫자 이야기
Pattern    패턴
Pattern blocks    패턴 불럭
Pattern-block-template    패턴 불럭 템플릿
Penny    1페니
Pentagon    오각형
Pentagonal pyramid    오각뿔
Per    당
Percent    백분율
Percent circle    백분율표시가있는 원
Percent or fraction of discount    백분율 또는 할인율
Perimeter    둘레
Perpendicular    수직
Perpendicular line segments    수직선분
Personal measurement reference    개별 측정 참조
Personal references    개별참조
Pi    파이( pi)
Pie graph    파이 그래프
Pint    파인트
Place    자리
Place value    자리값
Plane figures    평면 도형
Plotting the point    점 찍기
Plus    더하기
Point    점
Polygon    다각형
Polyhedron    다면체
Population    모집단
Population    인구 
Possible outcomes    가능한 결과
Pound (lb.)    파운드 (Ib)
Power of a number    수의 거듭제곱
Powers of 10    10제곱
Precipitation    강수량
Precision    정밀도
Predict    예측하다
Predicted results    예측된 결과
Pre-image    원상
Press    누르다
Prime factorization    소인수분해
Prime meridian    본초자오선
Prime number    소수 
Prism    각기둥
Probability    확률 
Probability experiment    확률실험
Probability meter poster    확률계산기
Probability of 0    0의 확률
Probability of ½    1/2의 확률
Probability of 1    1의 확률
Products    곱
Profile    측면도
Program    프로그램
Pulse    맥박
Pulse rate    맥박수
Pyramid    각뿔 



Pyramid    각뿔 
Quadrangle    사각형
Quadrilateral    사변형
Quadrillion    백만의4제곱
Quart (qt)    쿼트 (qt)
Quarter    25센트, 15분, 1/4
Quarter-after    15분후
Quarter-before    15분전
Quarter-past (the hour)    (~시) 15분지난
Quarter-to (the hour)    (~시) 15분전
Quick common denominator (QCD)    빠른 공통 분모
Quintillion    100만의다섯제곱
Quotient    몫
Quotient    상, 몫
Radius    반경, 반지름
Random draw    무작의 뽑기
Range    치역, 범위
Rate    비율
Rate    율
Rate multiplication stories    비율 곱셈이야기
Rate table    비율표
Ratio    비율
Ratio comparison    비율 비교
Ray    반직선
Reaction time    반응 시간
Reasonable    함리적인
Recessed    오목한
Rectangle    직사각형
Rectangle method    사각형을 이용한 면적 계산법
Rectangle prism    직각기둥
Rectangular array    직사각형 배열
Rectangular prism    직각기둥
Rectangular pyramid    직각뿔
Reflection (flip)    대칭이동 (뒤집기)
Reflections    반사
Reflex angle    반사각
Regular polygon    정다각형
Regular polyhedron    정다면체
Regular price    정가
Regular price or list price    정가 또는 표시가격
Regular tessellation    정 테설레이션
Relation symbol    등호 부등호
Remainder    나머지
Remaining    남은것
Repeat key    반복 키
Repeating decimal    순환소수
Represent    나타내다
Rhombus    마름모
Right angle    직각 
Right triangle    직각삼각형
Rotation    순환
Rotation (turn)    순환 (회전)
Rotation (turn) symmetry    순환 (회전) 대칭
Rough estimate    어림 추정값
Rough floor plan    대략적 평면도
Round    반올림하다
Round down    반내림하다
Round to the nearest…    근사치에서반올림하다
Round up    반올림하다
Rounding (to a certain place)    반올림(특정자리숫에서)
Row    행
Rule    규칙
Rule    법칙
Ruler    자



Ruler    자
Rural    시골의
Sale price    판매가
Sale price or discounted price    판매가 또는 할인가
Sample    표본
Scale    눈금, 축척
Scale drawing    축척도면
Scale factor    축척 인자
Scalene triangle    부등변삼각형
Scientific notation    유효숫자표기법
Sector    부채꼴
Sequence    수열
Services    서비스
Sextillion    1000의 7제곱
Side    변
Side (of a triangle)    (삼각형의) 변
Side (of an angle)    (각을 이루는) 변
Sides (of an angle)    (각의) 변
Similar figures    닮은 도형
Similarity    닮음
Simplest form    가장간단한 표현
Skip counting    뛰어세기
Slate    석판
Slide rule    계산자
Slider    슬라이더
Smaller    더 작은
Solution    해
Solve    풀다
Sort (the data)    (데이터를) 정렬하다
South pole    남극
Span    한뼘
Speedometer    속도계
Sphere    구
Spring scale    용수철저울
Square    정사각형, 제곱
Square (of a number)    (수위) 제곱
Square array    정사각형배열
Square centimeter    세제곱 센티미터
Square centimeter    제곱센티미터
Square corner    직각 모서리
Square feet    제곱피트
Square inch    세제곱 인치
Square inches    제곱인치
Square number    사각수
Square numbers    정사각수
Square product    행렬 곱하기
Square pyramid    정사각뿔
Square root    제곱근
Square rot key    제곱근 키
Square unit    단위정사각형
Square unit    정사각형 단위
Square units    단위정사각형
Square yards    제곱야드
Standard    표준
Standard foot    표준 크기의 발
Standard notation    표준 표기법
Standard unit    표준단위
Stem    줄기
Stem and leaf plot    줄기 잎 구조
Stimulus    자극
Straight    직선의
Straight angle    평각
Straightedge    직선자
Strategy    전략



Strategy    전략
Subtract    빼다
Subtraction number story    뺄셈이야기
Subtrahend    감수
Sum    합
Sum    합동 (의)
Summer solstice    하지
Surface    곡면
Surface area    표면적
Survey    표본조사
Symbol    기호
Symmetrical    대칭인
Symmetry    대칭
Table of contents    목차
Tails    꼬리
Tally chart    탤리 챠트
Tally mark    탤리 표시
Tape measure    줄자
Target heart rate    목표심박수
Temperature    온도
Tens    십
Tens place    십의 자리
Tens, 10s    십, 10
Tenth    10번째
Ten-thousands    십만
Ten-thousands, 10,000s    만, 10,000
Tenths    10번째, 10분의1
Terminating decimal    유한소수
Tessellate    쪽 맞추기를하다
Tessellation    테설레이션
Tessellation vertex    테설레이션 꼭지점
Tetrahedron    4면체
Thermometer    온도계
Thirds    3분의 1
Thousands    천
Thousands, 1,000s    천, 1,000
Thousandth    1000번째
Thousandths    1000번째, 1000분의 1
Tiling    타일링
Time    시간
Time and motion study    시간동작 연구
Timeline    시간표
Times    배
To make change    잔돈 바꾸기
Tool kit    도구 상자
Total    총계
Total cost    총비용
Trade (a base-10 long for 10 cubes)    치환(10개의 정육면체에 해당하는 10진법용 긴 막대)
Trade first method    치환 방법
Trade-first (subtraction)    치환 (뺄셈)
Trade-first method    치환 방법
Trade-first method    치환 방법
Transformation    변환
Translation (slide)    평행이동(슬라이드)
Translations    평행이동
Transparent mirror    투명거울
Trapezoid    사다리꼴
Tree diagram    수행도
Trend    추세
Triangle    삼각형
Triangular prism    삼각기둥
Triangular pyramid    삼각뿔
Trillion    조
Trip meter    주행거리계
True number sentence    참인수식



True number sentence    참인수식
Turn    회전 
Turn around rule    순환 규칙
Turn around shortcut    순환 숏컷
Turn-around fact    순환 규칙
Turn-around rule    순환법칙
Turn-around rule for multiplication    곱셈의 순환 규칙
Typical    일반적인
U.S. customary system    미국 통산 단위 법
Unit    단위 
Unit box    단위상자
Unit fraction    단위 분수
Unit percent    단위 백분율
Unit price    단가
Unit rate    단위 비율
Unlike denominators    서로 다른 분모
Un-squaring a number    수의 제곱근을 구하다
Urban    도시의
Value    값
Variable    변수
Venn diagram    벤 다이어그램
Vernal equinox    춘분
Vertex (of a triangle)    (삼각형의) 꼭지점
Vertex (of an angle)    (각의) 꼭지점
Vertex (vertices)    꼭지점
Vertical    수직인
Vertical (or opposite) angles    맞꼭지각(또는 대각)
Vertical axis    수직축
Volume    부피
Volume of a container    용기의 부피
Weigh    무게를 달다
Weight    무게 
Weight    중량
Whole    전체
Whole (or One or unit)    정수 (또는1, 또는 최소 완전수)
Whole number    정수  
Width    너비
Winter solstice    동지
Withdraw    인출하다
Withdrawal    인출
Work triangle    작업 삼각형
x-by-y- array    x 대 y배열
Yard    야드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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