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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o Korean 

Coronavirus & Health Related Plain Language  

Glossary  

A  B  C  D  E  F  G  H  I  M  N  P  Q  R  S  T  U  V  W  Z 
 

No English Definition 
Korean 
한국어 

Korean Definition 
한국어 정의 

A     

1 Advisory 

A notice or warning given 
to protect you. It says 
what you should and 
should not do. The 
governor in your state is 
sending out advisories 
about the Coronavirus. 

지침/주의사항 

(귀하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침 또는 주의사항. 대체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침 

및 주의를 전달 드립니다.  

2 Agency 
A place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get 
services.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및 

기관. 

3 Agency Crisis 
Number 

If you are in an 
emergency, you call this 
number to get help. You 
get this number from 
your agency. Ask your 
case manager to write 
the number down. 

에이전시 위급 

전화번호 

위급 상황에 처한 경우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귀하의 에이전시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케이스 

매니저에게 이 번호를 

적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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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nglish Definition 
Korean 
한국어 

Korean Definition 
한국어 정의 

4 Airborne 
In the air. For example, if 
you sneeze germs travel 
through the air. 

공기매개/ 

공기전염 

공기를 매개로 하는, 예를 

들면 기침을 했을 경우 

세균이 섞여있는 비말이 

공기 중으로 떠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Alerts Warnings of a dangerous 
situation. 경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고 및 

주의. 

6 Antiviral Pill   

Antivirals are orally taken 
medications that help 
your body fight off 
certain viruses that can 
cause disease. Antiviral 
drugs are also 
preventive. They can 
protect you from getting 
viral infections or 
spreading a virus to 
others. 

먹는 항바이러스 

치료약 

경구로 투여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신체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입니다. 

항바이러스 약물도 

예방적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Anxiety 

Being nervous, feeling 
afraid, worried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불안/ 염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일에 대해 걱정, 

염려, 불안 한 상태. 

8 Asthma 

This illness is in your 
lungs. Your airways swell 
up and it is hard to 
breath. This is a long-
term illness. Some 
people get better. Others 
have trouble breathing 
their whole life. 

천식 

천식은 폐 기관지 질환으로, 

특정한 유발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 기침, 천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이지만 환자에 따라 그 

증상이나 천식의 심한 

정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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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nglish Definition 
Korean 
한국어 

Korean Definition 
한국어 정의 

어떤 경우는 영구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     

9 Booster shot 

The booster shot is 
designed to extend 
immunity. The term third 
dose or third shot has 
been used for cases 
where an individual's 
immune system has not 
fully responded to the 
first two shots of vaccine. 

부스터 샷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로 

접종을 하는 것. 

10 Breakthrough covid 
infection 

 An infection of a fully 
vaccinated person is 
referred to as a 
“breakthrough 
infection.” 

돌파감염 

백신을 맞고 항체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거나 

면역 효과가 약해지면서 

감염되는 것 

11 Building Ventilation The circulation of air 
throughout a building. 건물 환기  건물 전체의 공기 순환 

C     

12 Cardiovascular Having to do with your 
heart and blood vessels. 심혈관 관련 심장, 혈관과 관련된. 

13 Cases Number of people who 
have the virus. 

확진자 수/ 

확진케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수. 

14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 department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y 
protect people from 
getting sick. The CDC is a 
leader in the fight against 
the Coronavirus. 

(미국)질병관리센

터 

미국 정부기관에 속한 

부서로서, 국민들을 

질병으로 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질병관리센터는 

COVID-19 퇴치에 앞장서오고 

있습니다.   

15 Checklist  

A list made to keep track 
of what is needed. It 
shows what is completed 
and not completed.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대조표 

어떠한 일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을 나열해 놓은 목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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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한국어 

Korean Definition 
한국어 정의 

일과 하지 않은 일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16 Chronic Bronchitis 

 the tubes that carry air 
to your lungs swell up. 
You cough a lot and have 
a hard time breathing. It 
lasts a long time.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에 발생하는 염증이 

원인인 질병으로, 만성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대체로 

회복하는데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17 Clean and disinfect 

to wash something and 
to kill germs and viruses. 
For example, use a half 
of cup of bleach in 1 
gallon of water to kill 
germs. Or use a wipe 
that has 50% - 70% 
alcohol. 

청소 및 소독/  

닦아냄 및 살균  

(어떤 것을) 씻어내고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 예를 들어, 1 

갤런의 물에 반 컵의 

표백제를 섞어 사용하거나, 

알코올이 50~70% 함유된 

물수건을 사용하여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8 Community 
Transmission 

spread of an illness for 
which the source of 
infection is unknown 

지역감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질병의 

확산 

19 Contagious 

a person who has an 
illness might get you sick 
too. The illness spreads 
from one person to 
another. 

전염성의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의 성질. 

20 
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n illness in the lungs 
that makes breathing 
hard. It gets worse over 
time.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을 어렵게 만드는 

폐질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됩니다. 

21 Coping dealing with a hard 
situation. 

대처방법/스스로 

견디는(극복하는) 

능력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거나 극복하는 것 

22 COVID-19 it is a new illness 
spreading around the 

코비드 19/ 

코로나바이러스 1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약식)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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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Korean Definition 
한국어 정의 

world. Its nickname is 
coronavirus. 

23 COVID-19 Variant 

he delta variant is a 
strain of SARS-CoV-2, the 
virus that causes COVID-
19. 

변종/변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인 COVID-19 의 

변이로 생겨난 바이러스. 

24 Curfew 
 a time of day when you 
need to be in your 
house. 

통행금지/ 

통햄금지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 일반인이 

거리를 지나다니거나 집 밖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D     

25 Delta Variant  

The delta variant is a 
strain of SARS-CoV-2, the 
virus that causes COVID-
19. 

델타 변이 

델타 변이체는 COVID-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

CoV-2 의 변종입니다. 

26 Diabetes 

an illness that happens 
when you have too much 
sugar in your blood. It 
also means you have a 
problem with turning the 
food you eat into energy. 

당뇨병 

혈액에 당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질병. 또한 

섭취하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27 Discrimination 

Treating people badly 
because of who they are. 
The United States Office 
of Civil Rights said clearly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get the 
same medical care as 
everybody else. Taking 
away medical care 
because of a disability is 
a type of discrimination. 

차별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그들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이질자로 

취급하며, 그들이 바라고 

있는 평등대우를 거부하는 

행동. 미국 민권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의료 혜택을 

빼앗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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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ry cough  a cough that is not wet. 
There is no mucus. 마른 기침 가래가 안나오는 기침 

E     

29 Elders people that are over the 
age of 65. 65 세이상 어른 65 세 이상인 자 

30 Electronic devices are computers, phones, 
tablets, etc. 전자기기 컴퓨터, 핸드폰, 타블렛 등. 

31 Eligibility having the right to do or 
obtain something 자격요건  

무언가를 하거나 얻을 

권리가 있는 것 

32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numbers you can call in 
case you are in an 
emergency. For example: 
911, your doctor, family 
member, support staff, 
etc. 

비상연락망/ 응급 

연락처 

비상시에 전화할 수 있는 

번호. 예: 911, 담당 의사, 

가족, 지원 직원 등 

33 Emphysema 
a lung disease that 
makes it hard for you to 
catch your breath. 

폐기종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폐 

질병. 

34 Energy 

the power you get from 
food or from exercising. 
Find ways to keep 
exercising when you are 
staying at home. 

에너지/ 힘/기운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 얻는 

힘. 집에 있는 동안에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35 Epidemic an illness that most 
people get. 

유행병/ 유행성 

질환 

대부분의 사람이 (동시 

다발적으로) 걸리는 질병. 

36 Epidemiology 
studying how an illness 
starts and how it 
spreads. 

역학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퍼지는지 연구하는 

학문. 

37 Essential Workers 

Essential workers include 
health care personnel 
and employees in other 
essential workplaces   

필수인력(근로자) 

필수인력에는 의료 종사자 

및 기타 필수 작업장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38 Exposure 
to be around something. 
To come in contact with 
something. 

노출 

피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 흡수를 통하여 

오염물과 접하게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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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39 Fever 

your body gets hot to try 
to fight off a virus. If your 
fever is 100.4 or higher, 
call your doctor. 

열 

침투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 

열이 100.4 이상이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40 Flattening the Curve 

The red tall mountain 
shows how many people 
might get sick if we do 
nothing. The green 
smaller hill shows how 
many people will get sick 
if we stay home. The 
green is better. If too 
many people get sick at 
the same time we cannot 
help them. 

(COVID 19) 확산 

속도 감소 

빨간색의 높은 곡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COVID 

19 에 감염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의 낮은 

곡선은 우리가 집에 머물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COVID 19 에 감염될 것인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녹색 곡선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할 

방향입니다. 너무 

많은사람들이 동시에 아프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41 Flu 

 it is like having a bad 
cold, but worse. You feel 
sleepy, weak, and your 
muscles may ache. 

독감/ 인플루엔자 

심한 감기에 걸린 것과 

비슷하지만 그 증상이 더욱 

심각한 것. 졸리거나 힘이 

없고, 근육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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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42 Guidelines 
list of instructions that 
doctors and scientists 
have agreed on. 

지침서/ 

가이드라인 

의사와 과학자들이 동의한 

지침 목록. 

H     

43 Hand Washing 

 use lots of soap and 
water. Rub soap on all 
parts of your hands for 
20 seconds. Sing Happy 
Birthday two times that 
is about 20 seconds. 
Then put your hands 
under running water and 
wash away all the soap 
and germs. 

손씻기 

비누와 물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20 초 동안 

손의 모든 부분에 비누를 

문지릅니다. 이 후 20 초 동안 

생일 축하 노래를 두 번 

부르십시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손을 두고 

비누와 세균을 모두 

씻어냅니다. 

44 Health Department  
a public office in every 
state that helps people 
manage their health. 

보건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으로, 미국 전역 

모든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45 Hygiene or Personal 
Hygiene 

how you care for your 
body clean 위생, 개인위생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유지하는 것 

I     

46 Immune systems body's ability to fight 
against a disease or toxin 면역체계 

질병이나 독극물로부터 몸이 

저항할수 있는 능력 

47 Isolation 

these rules are for a sick 
person who has the 
Coronavirus. Stay home. 
Do not go outside. Stay 
in a separate room in 
your house, away from 
others. It possible use 
your own bathroom. 
Wear a mask when you 
come out of your room. 
Clean and disinfect 
everything you touch. 

별도격리/개별격

리 

이는 COVID 19 환자를 위한 

규칙으로, 외출을 금하고 

집에 머무르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집에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과 떨어져서 

별도의 방에서 지내고 

화장실도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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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finition 
한국어 정의 

장려합니다. 방에서 나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접촉하는 모든 것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M     

48 Medication 

Prescribed by your 
doctor to help you 
maintain your health. 
There are no approved 
meds that cure 
Coronavirus. 

(의사로부터 

처방된) 약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사가 처방하는 

악물로, 아직 COVID-19 을 

치료하도록 승인된 약은 

없습니다.  

49 Meditation 

A person may be quiet, 
close their eyes, and/or 
focus on their breathing. 
You will feel relaxed. It 
can be done by yourself 
or with others. 

명상 

조용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느낄 수 있을 것. 혼자서 혹은 

다른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0 Mitigation 

What we all are doing to 
reduce the spread of the 
virus. For example, 
staying home, staying 6 
feet away from others. 

완화(전략)/ 

경감(전략) 

우리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되도록 집에 

머문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6 피트)를 

하는 것 등.  

N     

51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here Dr. 
Anthony Fauci works!) A 
department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does 
research on why people 
get sick.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국립보건원(Anthony 

Fauci 박사가 일하는 곳!). 

사람들이 왜 아픈지(질병에 

걸리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미국 정부의 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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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Normal temperature When your body is 98.6 
degrees. 

정상체온/ 

정상온도 
체온이 98.6 화씨일때. 

P     

53 Pandemic an illness that spreads 
around the world. 

팬데믹/ 세계 

전염병 대유행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질병. 

54 Panic a sudden and intense 
feeling of being scared. 패닉/ 공황상태 

갑작스럽게 긴장되는 두려운 

상태. 

55 
PCA or Personal Care 
Attendant or 
Assistant 

support staff who work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ir home. 
They may help them eat, 
bathe, use the bathroom, 
get in and out of bed, 
take meds or do some 
housework. 

PCA; 퍼스널 케어 

도우미/ 개인 관리 

도우미/ 개인 케어 

도우미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도움이 직원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취침, 

약물 복용 등을 돕기도 하고 

가사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56 Pedometer 

is a small device like a 
watch that you can wear 
on your wrist. It counts 
every step you take. 
  
Even though you are 
stuck at home try to get 
4,000 steps a day. 

측보기/ 보수계 

걸음의 수를 재는 작은 기구. 

집에 머물러야하는 

상태이더라도 하루에 

4000 보 이상 걷는 것을 

장려합니다. 

57 Physical activity 

Something you do with 
your body. Walking is a 
physical activity. Keep 
active when you are 
staying at home. 

신체 활동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 걷기 

또한 신체활동입니다. 집에 

있을 때 활동을 

유지하십시오. 

58 Pneumonia 
is an illness when you get 
an infection in your 
lungs. 

폐렴 
폐에 염증이 생겼을 때 

생기는 질병 

59 PRC Test  

It's a test to detect 
genetic material from a 
specific organism, such 
as a virus. 

PCR 테스트/ PCR 

검사 

표적 핵산을 증폭하여 

검출하는 검사법으로, 

바이러스와 같은 특정 

유기체에서 유전 물질을 

검출하는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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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Prescription medicine your doctor 
tells you to take. 처방전/ 처방된 약 

의사가 복용하라고 지시한 

약물 

61 Prevention what you can do to avoid 
getting sick. (질병) 예방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62 Primary Care 
Physician (PCP) 

Primary Care Physician is 
a doctor who provides 
regular check ups and 
send a referrals if you 
need to see a specialist 
doctor. 

주치의 

주치의는 정기적인 검진을 

제공하고 전문의를 만나야 

할 경우 진료 의뢰서를 

보내는 의사입니다. 

63 Proof of Vaccination 

After vaccination, you 
will receive a vaccine 
card. The health officials 
advise keeping your CDC 
vaccine card handy for 
proof, or at least a 
picture or photocopy of 
it 

백신접종 증명서 

예방 접종 후 예방 접종 

카드를 받게 됩니다. 보건 

당국은 CDC 백신 카드를 

증거용으로 보관하거나 

적어도 사진이나 사본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64 Provider  
A place where you get 
support or health care 
services. 

서비스 제공처/ 

서비스 제공 기관 

지원또는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Q     

65 Quarantine 

These rules are for 
people who are not sick 
and have been near 
someone who has the 
Coronavirus. Stay home. 
If possible, stay in a 
separate room in your 
house. 
Do not go outside. It is 
done to slow the spread 
of an illness. The 
governor of your state 
will say how long you 
must stay home.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람끼리의) 

예방격리 

이는 아프지는 않지만 

COVID-19 에 확진자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방침입니다.집에 머무시고 

가능하면 별도의 방에서 

혼자 지내고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이 모든 

방침은 질병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주의 주지사가 

얼마나 오랜기간 

격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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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66 Rapid test 

A rapid COVID-19 test, 
also called an antigen 
test, detects proteins 
from the virus which 
causes COVID-19. This 
type of test is considered 
most accurate in those 
individuals who are 
experiencing symptoms 
of COVID-19. 

신속 진단검사/ 

항원검사 

항원 검사라고도 하는 이 

검사는 COVID-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감지합니다. 이 

유형의 검사는 COVID-19 

증상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7 Relaxation 
Techniques 

things you can do to 
reduce stress. For 
example, yoga, singing, 
dancing, watch a funny 
movie or daydreaming. 

휴식을 취하는 

기술/ 휴식을 

취하는 법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예를 

들어, 요가, 노래, 춤, 

재미있는 영화 보기 또는 

공상 등이 있습니다. 

68 Respiratory 
Problems 

having trouble breathing 
and/or coughing a lot. 호흡기 질환 

기침을 많이 하거나 호흡 

곤란을 겪음 

S     

69 Sanitize  is the same as clean and 
disinfect. 살균하다 

깨끗이 하고 소독하는 것과 

같은 의미 

70 Self-Care Plan 

how you will take care of 
yourself or get the help 
you need. The plan 
should be in writing. 

셀프케어 계획/ 

자기 관리 계획 

자신을 돌보거나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법.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71 Self-quarantine 

Self-quarantine is a 
method of slowing its 
spread through staying 
at home and away from 
other people 

자가 예방격리 

자가 격리는 다른 사람과 

집에 머물면서 확산을 

늦추는 방법 

72 Shelter-In Place 
Order 

a Governor says stay 
where you are. 

자택대비 명령/ 

거주공간 대기 

명령 

주지사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대비하라고 

내리는 명령 



13 
 

13 
 

No English Definition 
Korean 
한국어 

Korean Definition 
한국어 정의 

73 Social Distancing  

when in public stay 6 
feet away from others. It 
really is about physical 
distancing. If you are 
next to someone.You put 
your arm out. 
They put their arm out. 
And you should not be 
touching.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는 실제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누군가 옆에 있다면 

그들을 향해 팔을 쭉 뻗어 

보십시오. 손이 닿지 않는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74 Stay at Home Order 

Stay home. Do not go to 
work or school. 
Can I go outside? Yes. 
Stay 6 feet away from 
people. 
Can I get groceries or 
medication? Yes. Stay 6 
feet away from people. 

자택대기 명령/ 

집에 머무르기 

명령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하는상태. 

식료품이나 약을 구매하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6 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75 Stimulus Check 

The government is 
sending $1,200 to each 
person who makes less 
than $75,000 a year. 
People on SSI and SSDI 
need to sign up to get a 
check. Go to 
https://www.irs.gov/cor
onavirus 

재난 지원금 

정부는 연간 소득이 

75,000 달러 미만인 사람에게 

1,200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SSI 및 SSDI 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재난 지원금 체크를 받기 

위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s://www.irs.gov/coronavir
us 

76 Stress 

your body and mind 
reacting to a difficult 
situation. A feeling of 
pressure. 

스트레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상태. 압박감 혹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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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Symptom 

A change in your body 
that might mean you are 
sick. For example: a 
fever, dry cough, or 
having a hard time 
breathing. 

증상 

아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몸이 보내는 신호. 이를테면 

열, 마른기침, 호흡 곤란 등. 

T     

78 Testing 

checking to see someone 
has an illness.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tests. A 
nurse may put a swab up 
your nose. 

검사/ 

진단/테스트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 

다양한 종류의 검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봉으로 코 안을 닦아내는 

검사) 

79 Therapist 

A counselor. A person 
who is skilled in helping 
someone control their 
emotions or deal with 
problems. 

상담가/상담사/ 

테라피스트 

상담사를 뜻하는 용어로, 

감정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 

80 Thermometer 

A device used to see how 
warm your body is. It 
measures your body 
temperature. You put 
the device in your 
mouth, under your 
tongue and wait. In the 
hospital they run the 
device over your 
forehead and neck. 

체온계 

체온을 재는 기기. 입 안의 혀 

아래에 넣고 온도를 

측정하거나 이마와 목을 

통해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 

등이 있습니다.  

81 Treatment The care or medicine you 
get to feel better. 치료 

(질병 및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처치 

82 Triage 

If there are a lot of sick 
people at the hospital, 
there are rules to decide 
who gets helped first. 
Who gets treatment 
first? 

(치료의 우선을 

결정하기 위한) 

환자분류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경우 

누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할지 결정하는 규칙. 

83 Type 1 Diabetes 

the person does not 
make any insulin. Insulin 
is a chemical in your 
body that helps you turn 

제 1 형 당뇨병 

당뇨환자 중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인슐린은 섭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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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od you eat into 
energy.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체내 

화학물질임. 

84 Type 2 Diabetes 

 the person makes some 
insulin. Insulin is a 
chemical in your body 
that helps you turn the 
food you eat into energy. 

제 2 형 당뇨병 

당뇨환자 중 몸에서 

어느정도 인슐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 

U     

85 Unlearn 

 stop doing a habit. For 
example, during the 
Coronavirus we must 
stop shaking hands or 
standing next to 
someone. 

습관 바꾸기 

 습관이나 평소에 줄곧 하던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COVID-

19 이 확산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와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V     

86 Vaccine 
a shot that protects you 
from getting the flu or 
other illnesses. 

백신/ 예방접종 

독감 혹은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주사 접종 

87 Vaccine Mandate 

It's a law that says you 
must be vaccinated to do 
certain things like 
working, traveling, or 
even attending a concert. 

백신의무화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특정 일을 하려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88 Vaccine Mix and 
Match  

giving a booster dose of 
a vaccine different from 
the vaccine type that was 
used for the initial 
vaccination 

코로나 백신 혼용 

초기 예방 접종에 사용된 

백신 유형과 다른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것 

89 Ventilator 

 A ventilator pumps air—
usually with extra 
oxygen—into patients' 
airways when they are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스스로 

적절하게 숨을 쉴 수 없을 때 

환자의 기도로 공기(보통 



16 
 

16 
 

No English Definition 
Korean 
한국어 

Korean Definition 
한국어 정의 

unable to breathe 
adequately on their own 

여분의 산소와 함께)를 

공급합니다. 

90 Virus 
a sickness you get when 
germs get into your 
body. 

바이러스 
세균으로 몸에 침투하여 

질병을 유발시킴 

W     

91 Wheeze 

there is a whistling sound 
when the person is 
breathing. They are 
having trouble breathing. 

(호흡곤란으로) 

쌕쌕거림 

호흡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숨을 쉴 때 내는 휘파람 같은 

소리.  

Z     

92 Zoom 

a free app to have a 
video call with up to 100 
people for 40 minutes. It 
can be used on a smart 
phone, computer or 
tablet. If you pay money 
you can have video calls 
for longer. 

줌/Zoom 

최대 100 명과 40 분 동안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무료 

앱. 스마트 폰, 컴퓨터 또는 

태블릿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를 

신청하면 더 오랜시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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