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Korean Glossary — 영국 한국 용어집

A-B-C-D-E-F-G-H-I-J-K-L-M-N-O-P-Q-R-S-T-U-V-W-X-Y-Z

Months of the Year - 그 해의 달

Days of the Week - 그 주의 날

Numbers - 번호

A

Abbreviation 약어

Abdomen 복부 (배)

Ability 능력

Abnormal bleeding 비정상 출혈

Absence from the U.S. 부재기간

Account number 계좌번호

Accountable for (in reference to rep payee accounting) 를 위해 책임 있는

Accountant 회계사

Accredited school 공인된 정규학교

Accrued benefits 생긴 이득

Accurate 정확한

Ache 통증

Achieve 성취, 달성하다

Acknowledgement (recognition) 승인, 받았다는 동지

Acquire 얻다, 지니게되다

Act 법령, 회의의 결의서

Activities of daily living 매일의 활동, 사교 생활

Actual earnings 실제적인 가득액 

Acute Bronchitis 급성 기관지염

Adam’s apple 갑상 연골

Adjustment 조절, 조정

Administration on the Aging 노후화에 행정

Administrative finality 행정상의, 최종적

Administrative Law Judge 판사

Admitted 인정하다, 에 들어갔다

Adoption 양자 결현, 채용, 입양



A

Adult Disability Starter Kit 성인 장애 신청 장비물 

Advance filing 미리 신청함

Advance payment 선금, 가불금

Adverse claim 불리한 청구

Advocacy Group 옹호 그룹

Affidavit 진출서

African-Americans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Age 연령

Aged, blind or disabled 연장자, 맹인, 신체장애자

Agree to notify 신고 혹은 통보하기로 합의하다

Agreement 합의

Agricultural equipment 농사 장비

Agricultural Labor 농사일, 노동

Aid (help) 도움, 원조, 보조자

Aid and advice to appellant 항소 하도록 도우다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에이즈 질병

AIDS Related Complex (ARC) 에이즈 질병에 연루 된 어려운 질병

AIM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월수입 평균 물가지수

Alcoholic 알코올 중독 환자

Alcoholism 알코올 중독

Alien 비 시민권자

Alien lawfully admitted 합법적 영주권자

Alien Registration Card 영주권

Alien status 영주권 신분

Allegation 확언, 주장, 진술, 변명

Allergist 알레르기 전문의사

Allergy 알레르기

Allotment 할당, 분담, 수당

Allowance letter 허가, 승인 편지

Alzheimer’s disease 치매, 알츠하이머

Ambulance 구급차

Ambulatory surgical center 이동 수술 센터



A

Amend (to) 수정하다

Amended birth certificate 수정된 출생증명서

Amerasian immigrants 미국인과 동양인의 혼혈아인 이민인

American Council Savings Education 미국 회의 저축 교육

Amnesia 기억상실

Amount 금액

Amputate (to) 절단한 위하여

Amputation 절단 수술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근위축성 측방 경화증

Anemia 빈혈

Ankle 발목, 복사뼈

Annual earnings test 년수입 검사

Annual leave 연 휴가기간

Annual report of earnings 년수입 보고, 연간 임금보고 

Annuitant 연금 받는 사람

Annuity 연금

Annulment 무효

Anonymous 익명의

Anorexia 식욕부진

Antiques 골동품

Anxiety 근심, 걱정, 불만

Appeal 호소하다, 상소하다, 항소

Appeal rights 상소권리, 권한, 항소권리

Appeals Council 상소권

Appeals Council Process Improvement (ACPI) 호소 회의 공정 개선

Appellant 상소, 항소인

Appetite 식욕 

Applicant 신청자

Application 신청서

Appointment (date) 약속 날짜

Appointment (to appoint) 임명 하기 위한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대리인 임명



A

Approved school 인가, 공인된학교 

Approximate 어림 잡아, 대락의

Area Agency on Aging 지역 정부 노화대책기관

Area Code 지역 번호

Arise 일어나다

Arm 팔

Armpit 겨드랑이 (액와)

Artery 동맥

Arthritis 관절염

Assets 자산

Assign number 할당, 배당된 수

Assignment 과제

Assisted Living 가사 보조

Assisted Living Facility 가사 보조시설

Assumption 가정

Assure 보증하다, 안심시키다

Asthma 기관지 천식

Asylee 망명인

Attain insured status 보험에 가입된 신분

Attainment of age 나이에 도 달하다

Attending school 재학중

Attorney 변호사

Attorney fees 변호사 수수료

Attributable 기인하는

Aunt 숙모, 이모, 고모

Authorize 권한을 부어하다

Authorized Health Agency 공인된 보건소

Authorized representative 권한을 부어받은 대리인

Autism 자폐증

Automatic enrollment 자동 등록

Automatic entitlement 자동적으로 주워진권한

Automatic increase 자동 증가



A

Automatic recomputation 자동 재계산

Availability of funds 자금 유용성

Average 평균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 달 평균 소득 목록표

Average yearly earnings 년 평균 소득

Award 상을 수여하다

Award certificate 시상 증명서, 포상 증명서

Award letter 포상 편지

B

Baby Boomers 베이비 부머스: 1948-1960년의 태생

Baby sitter 아이 돌봐주는 사람, 베이비시터

Back 등, 등뒤, 후면, 뒤

Backache 요통

Backbone 등뼈, 척추뼈

Back pay 미납된 지불액

Bad debt 대손

Bandages 붕대

Bank 은행

Bank account 은행 구좌

Bank book 수표 책

Bank Statement 은행 구좌증명서

Bankrupt 파산

Baptismal certificate 세례 증명서

Barber 이발사

Become effective 효력이 실시되다

Beforehand 미리

Beneficiary’s behalf 수혜자를 대신하여

Benefit amount 수혜 액수, 혜택 액수

Benefit Eligibility Screening Tool (BEST) 혜택 자격 심사도구

Benefit estimate 보조금 책정, 혜택가치를 어림하다

Benefit increase 수혜의 증가, 혜택의 증가



B

Benefit payments 수혜 지불 금액, 혜택 지불

Benefit period 수혜 기간, 혜택 기간

Benefit Statement 혜택 성명서

Benign 상냥한, 양호한

Bequest 유증, 유산

Better Business Bureau 사업 관청

Biceps 이두근

Bicuspid 소구치. 작은 어금니

Bigamous marriage 중혼인

Bill 계산서, 청구서

Billing Statement 청구설명서

Biologicals 생물학상의

Biopsy 생체검사

Black lung disease 진폐증

Black outs 기절, 의식 상실(일시적)

Bladder 방광 

Bleeding disorder 출혈장애

Bleeding 출혈 

Blemish 흠, 결점

Blind 맹인, 시각 장애인

Blind work expenses 맹인 일 경비

Blindness 무분별, 문맹, 무지

Blister 수포, 물집

Block (on claim form) 블록양식

Blood 피, 혈액

Blood clot 혈액응고, 혈전

Blood pressure 혈압

Blood transfusion 수혈

Blurred vision 시야불명

Board of Directors 중역회, 지도자회

Board of Trustees 이사회



B

Boarding house 하숙집

Body 몸, 신체

Bona-fide 진실한, 성실한

Bond 차용증서, 공채, 채권, 회사채

Bone 뼈, 골격

Bookkeeper 장부계원

Bosom 가슴, 흥부

Both 양쪽의, 쌍방의

Braces (dental) 치아교정

Braces (limbs) 팔다리교정대, 버팀대

Brain 뇌, 두뇌

Brain Concussion 뇌진탕

Brain Scan 두뉘 검사

Bread Winner 집안의 버는 사람

Breast 가슴, 유방

Breath 호흡, 숨

Breathing test 호흡검사, 심호흡검사

Breathlessness 숨도 못 쉴정도의, 호흡중단, 숨가쁜

Bribery 수회, 뇌물

Bronchitis 기관지염

Brother-in-law 매부, 처남

Bruise 멍

Burden of proof 유죄임을 입증해야함은 의무, 책임

Bureau 관청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 이민 귀하청

Bureau of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BICE) 미국 이민 세관청

Bureau of Vital Statistics 통계국

Burial expenses 장례비용

Burial funds 장례기금

Burial plot 장지

Burn 화상



B

Bury 매장하다, 묻다

Business 사업

Business school 상업학교

C

Cabinet Secretaries 내각

Calendar quarters 연반 분기

Calendar year 의회 년도

Calf 종아리, 장딴지

California Veteran’s Cash Benefits (CVCB) 캘리포니아 노병 현금 수당

Cancellation 취소, 해제

Cane 지팡이

Car registration 차 등록증

Car title 자동차 타이틀

Cardiac Arrest 심장마비

Care and welfare 보호와 복지

Caretaker 돌보는 사람

Carrier (Part B) 메디캐어 파트 B

Cash 현금

Cash benefits 현금 혜택

Cash wages 현금 임금, 급료

Cast (plaster) 석고붕대-기부스

Catastrophic coverage 큰재앙을 보상함

Catastrophic illness 큰재앙으로인한 질병

Cattle 소, 가축

Cause 원인

Cavity (dental) 구강, 구멍, 움푹파인곳

CD ROM 씨띠 롬

Cease 정지

Cease benefits 이득이 정지돼다

Ceiling 천장

Census Bureau 인구 조사국



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예방 단속 센터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의료보조 서비스 센터 (메디케어)

Central visual acuity 시각중추 신경

Cerebral Palsy 대뇌마비증, 대뇌증후군

Certificate of deposit 입금증명

Certified (document) 발행 기관에서 증명한 사본, 인증된(서류)

Certified check 보증수표

Certifying of payments 지불증명

Cessation because of medical improvement 의학적향 상으로 인한 혜택중단

Cessation Following Trial Work Period (TWP) 노력해서하는 정신적 육체적노동 기간 후에

Cessation of disability 장애회복

Change 변화

Change in income 수입의 변경

Change in income, resources, composition 
of family, and living arrangements 수입, 자산 그리고 생활구조의 변화

Change of payee 수취인 변경

Change of residence 주거 변경

Charge (cost) 책임 (비용)

Charitable organization 자선단체

Check (money) 수표

Check (verb) 점검하다

Check (x) 대조표시, 확인표시

Check list 확인명단, 대조표

Check stub 수표책의 떼어주고남은 쪽

Checking account 수표구좌

Cheek 뺨, 볼

Cheek bones 광대뼈

Chemotherapy 화학요법

Chest 가슴

Child Day Care 아동 보육원

Child Disability Starter Kit 아동 장애 신청 장비물 

Child Support 아동부양, 양육

Childhood 어린시절, 유년시절



C

Childhood disability benefits 어린이 장애혜택

Chin 아래턱, 턱 끝

Chiropractor 척추지압요법사

Christian Science Practitioner 기독교 과학 개업자

Christian Science Sanatorium 기독교 과학 요양지

Chronic kidney failure 만성콩팥기능부전

Chronic renal disease 만성신장병

Church of Christ, Scientist 그리스도의 교회, 과학자

Cirrhosis of the liver 간장경화

Citizenship 시민권

Citrus grove 감귤류의 과수원

City 도시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시민권으로서의 신분

Civil status 시민으로서의 신분

Claim 청구

Claim number 청구 번호

Claimant 청구인

Claim-for Medicare payment 메디케어지불금액 청구

Class Action Court Case 집단 소성 사법 케이스

Clergyman, priest 성직자

Clinical records 임상기록

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 생활비 수지조정

Colitis 대장염

Colon 결장

Color of law 법규에 의한

Combination of impairments 손상의 복합

Combined 합동의, 결합된

Combined check 합동관리, 감시

Commission 위임, 임명

Commissioner 국장

Common-law marriage 관습법상의 결혼

Competitive Medical Plans (CMPs) 경쟁 의학 계획서



C

Complaint (legal) 불평, 고소

Complaints 호소, 불만

Complementary 보완적인

Complete 완성하다

Complete an application 신청서를 끝마치다, 완성하다

Comply with 요구에 응하다

Comprehensive 포괄 

Comprehensive outpatient rehabilitation 포괄적 외래환자재활

Compute 계산하다

Computer 컴퓨터

Concealment 은폐, 은닉

Concerning 에 관하여

Conditional entrant 조권적인 신 가입자

Confidentiality 기밀성, 비밀성

Confinement 감금

Conflict of interest 이행상반

Congressman 국회의원 - 하원의원

Consent 동의하다, 찬성하다

Conserved funds 보전된 기금

Conspiracy to defraud 음모를 속이다

Constructive payment 건설적인 지불

Consulate 영사관

Consultative examination 환자의 자문에 응하는 진찰

Consulting physician 고문 의사

Consumer Affairs Office 소부자업무소

Consumer Price Index (CPI) 소비자가격지수

Contain 포함하다, 담고있다

Continuance of eligibility 유자격의계속기간

Continuing 계속돼다

Continuing disability 계속적인 신체장애

Continuing disability reviews 
지속적인 신체장애상태 재조사, 
계속적인 장애자검토



C

Contradict 모순되다

Contribution 기증, 기부금

Convalescent home 양노병원

Convenience items 편리한 것, 문명의 이기

Conversion 전환, 통화의 환산

Cornea 각막

Coronary By-pass 관상 동맥 위회

Corrective lenses 교정렌즈 

Cost-of-living (COLA) 생계비

Costs 비용

Counseling Services 상담서비스

Countable resources (SSI) 셀수있는 자산

Court order 법정지시

Coverage 적용범위

Covered 적용되다

Covered by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의 의해 포함되다

Credit 크레딧, 사회보장연금 해택의 필요한 점수

Crew leader 조그마한 집합의 리더

Crime 범죄

Crippled 불구자

Criteria 판단기준

Crop sharing 수확물 분배

Cross examination 확인심문

Cross Refer 상호 인용

Crutches 목발

Cultivation and harvest 경작과 수학

Current Asset 현재 자산

Current earnings 현재 가득액

Current market value 현 시세 가치

Current year 금년도

Current year estimate 해당년도 평가



C

Currently insured 현제 가입된

Custodial care 보살핌

Custody 아이를 보호하다

Cystic Fibrosis 방광섬유증

D

Daily maintenance 매일 유지, 관리

Data processing 자료입력, 데이터입력

Daughter-in-law 며느리

Dead 죽은

Deaf 귀먹어리

Death certificate 사망증명서

Decayed tooth 썩은이

Deceased 사망한

Decedent outside of U.S. 미국외에서의 사망

Deceptive Mailings Prevention Act, The 사람을 현혹시키는 우편물 방지법

Decrease 줄다, 감소하다

Decree 법령

Deductible 공제할수있는

Deduction 공제, 삭감

Deed (property) 재산 증거

Deem …으로 간주하다

Deemable income …으로 간주되는 수입

Deemed child 으로 간주되는 어린이

Deemed income 으로 간주되는수입

Deferment 연기

Deferred compensation 연기되 보상

Delay 늣추다, 연기하다

Delayed birth certificate 연기된 출생증명

Delayed retirement credits 연기된 은퇴 크레딧

Delinquent (legal) 범법자

Delinquent (payments) 테만한 지불



D

Demonstrated 증명하다, 설명하다

Denial letter 거절편지

Denial notice 거절통지

Dental care 치아간호

Dental cavity 충치

Dentures 위치, 틀니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무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사회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인력자원국

Department of Justice 법무성

Department of Labor 노동청

Department of Labor’s Wage & Hour Division 노동임금과 시간분활 담당국

Department of Public Welfare 공공복지사업국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사회복지사업국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제향군인 원호국

Dependency 의존, 종속

Dependency and support 부양가족과 양육

Dependent 부양가족

Deportation 국회추방

Deputy Commissioner 부 장관

Detailed 세부, 상세한

Deterioration 악화

Determined period of time 지정된 시간

Developmental 발육상의

Device 장치, 도안

Diabetic 당요병

Diagnosis 진단

Diagnosis Related Group Classification (DRG’s) 구룹에 불류됀 진단

Diagnostic test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 증상을 나타내는 검 사

Dialysis 여막분석

Die 죽다



D

Diminish 줄다, 축소하다, 감소하다

Direct deposit 직통입금, 직접입금

Disability 신체장애

Disability denial notice 신체장애 거부통지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 (DDS) 장애자 결정업무, 장애 판정 서비스국

Disability evaluation specialist 장애인 판정 전문가

Disability freeze 신체장애 혜택 동결

Disability hearing officer 장애 청문회 사관

Disability insurance 신체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장애혜택

Disability Starter Kits 장애 시동기 장비물

Disabled widow or widower 무능과부 또는 홀아비, 신청장애 미망인

Disabling condition 무능하게 하는 조건

Disallow 허가하지않다, 금하다

Disallowance 지급중단

Discharge 출력, 방출

Discharge (from a hospital) 퇴원하다

Discharged (military service) 제대하다

Disclaimer 기권성명

Disclosure of information 정보의 폭로

Discount 할인

Discrepancy 모순, 어금남

Diskette 디스켓

Disqualify 실격

District Manager 지점장, 지역국장

Dividends 공채, 이의배당금

Divorce 이혼

Divulge 비밀을 누설하다, 폭로하다

Do you agree? 동의합니까?

Doctor’s and other medical bills 의사와 메디칼 청구서

Doctor’s office 의사진료실

Document subject to verification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



D

Domestic services 가사 봉사일

Domestic Workers 가사 일꾼

Domicile 처소

Domiciliary care 가택 배려

Download (computer) 컴퓨터접속으로 데이터를 이전 받음

Down’s Syndrome 다운 증후군

Draft card 설계카드

Dressings (surgical) 수술복

DRG (Diagnosis Related Group Classification) 진단 괄연 불유 그룹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Drop-out (school) 중퇴

Drop-out years 실격 연도

Drown 익사하다

Drug 약, 마약

Drug addict 마약중독자

Drug addiction 마약중독증

Due process of law 법안에서 마땅히 받아야할 소송절차

Duplicate claim 중복청구

Durable medical equipment 튼튼한 의술기구

Duration 기간, 지속

Duration and continuity 기간과 연속

E

Ear 귀

Early retirement 조기은퇘

Earned income 근로소득

Earnings 수입, 번것

Earnings record 수입기록

Earnings test 수입검사

Effective date 유호날짜

Elapsed years 경과년도

Elbow 팔꿈치



E

Electrocardiogram 심전도

Electronic newsletter 전자회보

Electronic transfer account (ETA) 전자식 금전 출납 계정

Eligibility 자격규정

Eligible 적격의, 적임의

Eligible individual 유자격자

Eliminate 제거하다, 삭제하다

E-mail 이메일

Emergency 비상사태

Emergency room 응급실

Emergency service 응급대책

Employer 고용주

Employer Indentification Number 고용주 증명번호

Employer’s quarterly tax return 고용주의 계간세

Employment relationship 직업관계

Employment Support 고용 지원

Enclosed 동봉하는

Enclosure 동봉한것, 동봉물

Encourage 용기를 북돋우다, 격력하다

Endorsement 배서, 보증시인, 추천

End-stage renal disease 신장병 말기, 말기 신장 질환

Energy assistance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Enroll 명부에 올이다, 등록, 입학하다

Enrollee 입회자, 등록자

Enrollment period 등록기간, 신청기간

Enrollment register 등록기

Enter into force 입대하다

Entitled 권리, 자격을 갖추어주다

Entitlement 권리 자격

Epilepsy/Epileptic 간질, 간질병

Equal Access to Justice Act 정당한 사법권을 동등하게 이용할수있는 권리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기회 균등 위원회



E

Equal Opportunity Employer 기회 균등 고용주

Equip 장비하다

Equitable 정당한

Equity value 재산 값어치

Esophagus 식도

Essential person 꼭 필요한 사람

Establish 확립하다, 설치하다

Estimate 견적, 평가

Estimated value 견적의, 추측가치

Estimates 견적, 평가하다

Estrangement 이간, 불화, 소외

Events 사건, 행사

Evidence 증거, 물증

Exact 정확, 엄중

Examining physician 치료의사

Excess income 초과수입

Exclusion of wages 임금의 제외

Exempt 면제하다

Exhaust (to) 소모하다, 기진맥진해지다

Exhibit (to) 출품하다, 진열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Expedite 신속히 처리하다, 촉진시키다

Expedited Reinstatement 급송된 복직

Expenses 지출비용

Expenses to be borne by claimant 요구인이 품는 경비

Expire 만료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of 1988 1988년의 세출괄년 법안

Extended care 연장된, 확장된돌봄

Extended coverage 연장된, 확장된 보상범위

Extended period of eligibility 수혜자격 연장기간

Extension 확장, 연장

Eye 눈



E

Eye ball 안구

Eye brows 눈썹

Eye lashes 속눈썹

Eye lid 눈꺼풀

Eye sockets 안와

Eyesight 시력

F

Face 얼굴, 안면

Face-to-face interview 직접면접, 얼굴을 직접 맞대고 하는 인터뷰

Facilities 시설, 설비

Factsheet 한장짜리 인쇄물

Failure to prosecute 수행하는 실패

Failure to report 보고하는 실패

Fair market value 공정 시장가

False statement 거짓, 위조진술

False teeth 의치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사기

Family employment 가족사역

Family Maximum Benefits 가족 체대 수당

Farm 농장, 농지

Farm work 농사일, 노동

Farmer 농부

Farmworkers 농사꾼

Father-in-law 시아버지, 장인

Fatigue 피로, 피곤

FAX (noun) 사실, 정보, 팩스

FAX (verb) 팩스로보내다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FERS) 연방 직원 은퇴 체계

Federal Grants 연방 보조금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 연방 보험세 법안 (F.I.C.A)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 통상 위원회



F

Fee Agreement 비용 계약서

Fee Petition 비용 청원서

Fees 보수, 사례금

Felonious and intentional homicide 극악한, 계획한 살인행위

Felonious homicide 극악한 살인행위

Felony 중범죄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F.I.C.A.) 연방세

Figured 그림으로 표시한, 계산한

File 파일

File an application 신청서를 접수하다

File for civil action 시민소성제기

Filing date 신청날짜

Filling (teeth) 치관을 수복함

Finality of decision 최종적결정

Financial hardship 재정적곤란, 결핍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재정적인 문학 및 교육 위원회

Finding (legal) 사실인정, 평결

Findings (legal) 사실인정, 평결

Fine 벌금

Finger 손가락, 손가락 끝

Fingernail 손톱

Fiscal year 회계년도

Five-year continuous residence 5년 거주

Flu-shot 감기 예방접종

Follow-up 잇따르는, 뒤좇아내는 편지

Food stamps 식권, 프드 스탬프, 식량배급표

Foot 발

Forehead 이마

Foreign legal adoption 합법적 외국 입양

Foreign Work Test 외국 노동일 검사

Foreman 현장 주임

Forgery 문서위조)



F

Form 양식

Form W-2 W-2 양식, 개인소득 세금 보고서

Foster care 유모가 양육

Foster home 양부모집

Fraud 사기

Fraud and Abuse Hotline 사기와 악용방지 전화상담서비스

Free pamphlet 무료 팸플릿

Freeze 냉동

Friend 친구

Full Retirement Age 정년퇴직 연령

Full-time 정규근무

Full-time nursing care 정규의, 전시간 양노원

Full-time student 정규학생

Fully insured 완전 가입자

Function 기능

Funded 적립하다, 축적하다

Funds 자금, 기금

Funeral 장례의

G

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회계 감사원

Gall bladder 담낭, 쓸개

Gallstone 담석

Garnish 압류 통고

General enrollment period (GEP) 일반등록기간

General revenue 일반적인 수입

Gift 선물, 증여물 (예, 헌금)

Gland 선 (분비하는 선)

Glasses 안경

Gold 금

Golden 금빛의

Good cause 충분한 원인, 근거



G

Government Pension Offset 연방연금 차감계산

Grant 보조금

Gratuitous military wage credits 무상 군 임금 신용

Gross earnings 총수입

Growth Domestic Product (GDP) 성장 국내 생산

Guidelines 지침, 정책

Gums 잇몸, 치은

H

Hair 머리카락

Hand 손

Handicap 신체장애, 핸디캡

Handicapped individual 신체장애인

Handle (to) 손대다, 처리하다

Harassment 폭력, 괴롭힘

Hard Disk 하드디스크

Hardship case 곤란한, 결빕 경우

Hardware (Computer) 컴푸터 하드웨어

Harvest (noun) 수확

Harvest (verb) 거두어드리다, 결과를 얻다

Head 머리

Head Start Program 영재교육 프로그램

Headache 두통

Heading 표제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CFA) 보건관리국

Health Insurance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건강 보험 법안

Hearing 듣기, 청각

Hearing aid 보청기

Hearing officer 청문공무원

Hearing proceedings 청문회 진행방식 

Hearing process 청문회 절차



H

Heart 심장

Heart attack 심장 발작, 심장마비

Heart Murmur 심장에서 잡음소리가 들림

Heel 발뒤꿈치

Height 키, 높이

Hiatus 중절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High density disk 고밀도 디스크

Hip 엉덩이, 히프

HIV 인체 결핍 바이러스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건강관리 기관

Hmong or Highland Laotian 흐몽 또는 라오스

Hobbies 취미

Hold a hearing 청문회를 열다

Holiday 공휴일

Home Health Agency 가정건강 대리입

Home health aid 가정건강 원조

Home health aide 가정건강 보조자

Home health care 가정건강 보호

Home health visit 가정건강 방문

Homeless 집없는 

Homicide 살인

Honorable Military Discharge 명예로운 군 제대

Hormones 홀몬

Hospice care 말기환자를 위한 숙박

Hospital room 병원실

Hospital stay 입원

Hospitalized 입원시키다, 입원했다

Host 주인

Hotline 핫라인, 긴급직통전화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의원, 국회의원

Household 온 집안식구



H

Household Chores 가정의 잡일, 자질구레한일

Household expenses 생활비

Household goods 세간도구들

Household of another 남의 집

Household worker 집안식구 일꾼

Householder, Head of Household 가장

Housing assistance 주택보조

HUD 주택 도시 개발국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인체 결핍 바이러스

Hypertension 고혈압

Hysterectomy 자군 절제

I

Identity 신원

Identity Theft 신분 도용

Illegal 불법

Illegitimate child 사생아

Immediate Claims Taking 즉석 신청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이민국

Immigration records 이민기록

Immigration status 이민 지위

Impairment 손상, 해치다

Impairment Related Work Expense (IRWE) 장애관련 비용 공제, 손상 관련 

In advance 시간, 기일등을 앞당기다, 승진시키다

In his/her care 그의 혹은, 그녀의 혹은

Incisors 앞니, 전치

Income (gross) 총수입

Income (net) 순수입

Income tax 소득세

Income tax return 소득세 환불

Incompetent 능력없는, 부적임자

Incur 초래하다



I

Independent laboratory services 독립실험실 서비스

Indian Self-Determination and Education Assistance Act 인디안 민족 자결과 교육보조 법안

Inform 알리다, 알려주다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Inquiry 조회

Installments 부금

Insured Status 피보험자 상태

Interest 이자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국세청

Internet 인터넷

Interview 면접, 면담

Intestine 창자, 장, 소장

Intrauterine Device 자궁내의

Investment 투자

Is subject to 에 종속하는

Issu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다

Item 항목, 조항

Itemize 항목별로 쓰다, 명세를 적다

Itemized deductions 항목별로 제하다, 명세를 제하다

J

Jaw 턱, 아구

Jewelry 보석류

Job training 직업훈련

Joint Commission on the Accreditation of Hospitals 병원 인간에관한 합동 연합회

Joint ownership 공동소유권

Joint venture 합작투자기업

Joints 관절

Judge 재판관, 판사

Jurisdiction 사법권, 재판권

Jury duty 배심원 의무

Justice of the Peace 평화 협정위원회의 판사



K

Keep 보유하다, 보존하다, 기록하다

Keep records 기록을 보존하다

Keep up with 가격, 수준을 유지하다, 떨어뜨리지않다

Keying (computer, typewriter) 입력하다

Kidney 신장

Kidney transplant 신장이식

Knee 무릎

Knee cap 무릎뼈, 슬개골

Knuckles 손가락, 관절, 마디

L

Laboratory tests 실험실검사, 예:혈액검사등

Lack (to) 불충분한, 부족, 결핍

Lack of severity 심각성의 불증분함

Land 땅, 토지

Landlord 집주인, 임대인, 지주

Larynx 후두

Last name (surname) 성

Lawful admission 합법적입국

lawful non citizen status
합법적인 무 시민 상태, 합법적으로 
인정된 비시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합법적영주권자

Lawfully admitted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Lawyer 변호사

Lay off (worker) 일시해고

Leg 다리

Legal dependency 합법적 의존, 법적인 속국

Legal guardian 미성년자 후견인

Legally admitted alien 법적으로 승인된 외국인

Legitimate (hijo) 정당한

Legitimate (to) 합법적인

Lender 빌려주는사람, 고리대금업자

Lessen 적게하다, 줄이다



L

Letter of denial 거절 편지

Level of care 보호수준, 배려의 수준

Level of severity 엄격의 수준, 혹독한 수준

Levy (to) 세금등을 부과하다, 징수하다

Liability Liaison 연락 책임 

License (permit) 면허

Licensed residential care 허용된 주거 배려

Licensed residential health care facility 허용된 주거 의료시설

Licensed rest home 허용된 요양서

Lien 선취특권, 담보권

Life expectancy 평균수명

Life insurance policy 생명보험증서방침

Lifetime 일생

Lifetime reserve 적립, 비축, 예금

Ligaments 인대, 유대

Light work 경노동

Limb 수족 (팔, 다리)

Limit 한계

Link 연결

Lip 입술

List (to) 명부(에)

Listed events 기입되는 사건

Litigation 소송

Liver 간

Livestock 가축

Living arrangement 주거 협약

Living expenses 생활비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LISH) 같은 집에 거주하는 동거인

Living with 같이 살다

Loans 대부

Local Area Network (LAN) 근처 지역 네트워크

Local border crossing card 국경 행단 카드



L

Local county assistance office 현 카운티 원조 사무실

Local Department of Health 현 보건부

Located 위치하는

Lodging 하숙

Looking after your interests 당신의 관심사를 보살핌

Loss 소실

Loss of judgment 판단의 손실

Loss of major functions 대 부분의 기능 상실

Loss of memory 기억의 손실

Loss of speech 연설의 손실

Lost check 분실 수표

Low Back Pain 요통

Low Blood Pressure 저혈압

Low-income 낮은 소득

Lump-sum death payment 일괄 사망금 지불

Lung 허파, 폐

Luxury items 럭저리 품목

Lymph glands 임파선

Lymph node 임파절

M

Mag Media 전자기 처리식

Magnetic media reporting 전자기 처리식 임금 보고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엠알아이 (MRI)

Magnetic tape 가기 테이프 (리코더)

Maiden name 구성, 미혼시절의 이름

Mailbox 우체통

Mailing address 우편송달 주소

Mailing list 우편 송달 명부

Maintain records 기록을 유지함

Maintenance (of a household) 유지, 부양 (가족의)

Maintenance dialysis 투석을 유지



M

Major joints 중요한 관절, 대관절

Make payment 납부금을 지불하십시요

Make sure 확인하십시요

Malignant 악의

Malnutrition 영양실조

Managed Care Plan (Medicare) 관리 보호 시설 (Medicare)

Management 관리

Manager of farm 농장의 매니저

Manslaughter 과실치사

Marital status 혼인 상태

Marked and severe functional limitation 심산 기능 장애

Market value 시장 가격

Marriage to a blood relative 같은 혈윤의 결혼, 혈윤관계의 가족 결혼

Marrow 골수

Material fact 물적 사실, 물질 사실 

Material participation 물적 관계, 협동

Maximum amount 최대 총계

Maximum reduction 최대 감소

May 5월 

May is Older Americans Month 5월은노인들의 달

Meals on Wheels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급식 배달 서비스

Medicaid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조

Medicaid approved long term facility 메디케이드 장기시설 기관

Medical appliances 의학 기구

Medical certificate 의학 증명서

Medical Consultant 의학 고문

Medical coverage 의료 보상

Medical equipment 의료 기기

Medical improvement 의학 개선

Medical opinion 의학 견해

Medical reasons 의학 이유

Medical sources 의학 근원



M

Medical tests 의학 시험

Medically determinable 의학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Medicare (health insurance) 메디케어(건강 보험)

Medicare approved drug discount cards 메디케어가 허락한 활린 처방약 카드

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메디케어 파국 커버래지

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Medicare Prescription Drug Program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렘

Medicare Secondary Payer 메디케어 이차 지불인

Meet 대회, 만남

Meet a test 시험에 응하다

Meet requirements 대회 필요족건

Mental impairment 정신 손상

Mental incompetence 정신 무능력

Mental retardation 정신 박약

Mentality 정신상태, 구조, 기능, 심리상태

Metabolism 신진대사, 대사작용

Midwife 산파

Military discharge 군인제대

Military discharge papers 전역 증빙 서류, 군 제대 증명서

Military pension 제대 군인 연금

Military service 군복무

Mind 마음, 정신

Minerals 미네랄

Minimum wage 최저임금

Minister 성직자, 목사

Minors 미성년

Missing person 행방불명자

Misunderstanding 오해

Misuse 오용

Misuse of benefits 혜택의악용

Mobile home 이동성 집

Modified formula 변경된 공식



M

Molar teeth 어금니, 구치

Money 돈

Money order 우편환

Month of election 선거 달, 선택한 달

Monthly benefit 월 혜택

Monthly earnings test 월간 수입검사

Monthly premium 월 보험료, 월 할부금

Moratorium 모라토리업, 지불금지령

Mortgage 주택 저당권

Mortgage (to) 저당에

Mother-in-law 장모, 시어머니

Mothers/fathers and parents 어머니/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Motor vehicles 자동차

Mouth 입

Multi Language Gateway 다게국어의 길

Multicolor 다색의

Multiple SSN 다수의 사회보장번호

Murmur (heart) 심장 잡음

Muscle 근육

Mute 벙어리, 무언의, 글자가 발음되지않는

Myth 신화, 근거없는 사회적통념

N

Nail 손톱

Name 이름

Nape of neck 목덜미, 목, 뒷골

National Archives 전국 문서국

National Automated Clearinghouse Association 국가 자동 어음 교한 협회소

National Disability Employment Awareness Month 국가 장애 고용 각성의 달

National Performance Review 국립 연주 평론

National Press Conference 국가적인 기자회견

Naturalization Certificate 귀화 증명서



N

Navel 배꼽

Neck 목

Need 필요

Nerve 신경

Net earnings 순이익, 순소득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개인사업으로부터 계산된 순수익

Net farm income 농사 순이익, 농사 순소득, 농사 순수입

Net income from self-employment 자영업의 순 수입

Net loss 총 손실액수

Net profit 순이익, 총이익

Network 방송망, 회로망, 연락망, 네트워크

Nevertheless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렇지마는

Newsletter 회보

Newspaper record 신문기록

Nominal value 명목상 가치

Non-citizens 비 시민권자

Non-covered work 계산되지 않은 일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Non-receipt 영수증 미납

Non-renewable 재생 불가능한

Non-replacement charge (blood) 회생 불가능한혈액

Nonwork day 휴일

Nose 코

Notarized 공증본

Notch Babies
1917년과 192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지불된 사회보장 보조금과 그이전의 사람들에게 
지불된 보조금과의 차이를 말한다.

Notice 통지, 통보

Notice of new mailing address 새 주소변경 통보

Notice of Non-Coverage 커버 않 됀 다는 통보, 부적용 통보

Notice of Planned Action 결정통보

Notify 통보하다, 신고하다

Number holder 사회보장 번호 소유자



N

Nurse 간호원

Nursing care 양노 간호

Nursing home 양노원

Nursing Home Compare 요양소의 비유

O

Obtain 얻다, 손에넣다, 획득하다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관리예산청

Officers 장교, 경관, 간부직원

Officers (corporation) 고위간부직원

Offset
상쇄하다; 장점이단점을 벌충하다, 손실과 
이익을 상쇄하다

Offspring 자식, 자손

Often 흔히, 자주, 종종

OHA-Office of hearings and Appeals 고청, 청문회국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감찰관 사무국

OIO-Office of International Operations 국제 조합국

Old age 연장자

Oldest 가장 오래된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OBRA) 1990년의 옴니버스 예산 화해 법안

One stop 한번 정지

One-half support 반 보조

Ongoing benefits 지속적인 혜택

Online 온라인

Onset of disability 발병의 시작날짜

Optional method 임의의 방법

Optional State Supplement 주 정부 보조금

Origin 기원, 발단, 유래, 원인, 출처

Original 원본

Originator 창시자

OSR-Office of Systems Requirements 시스템 사무국

Outpatient 외래환자

Outpatient physical therapy services 외래환자 물리치료



O

Outside the U.S. 미국외

Ovary 난소

Overpayment 초과지불액

Overpayment recovery 초과지불액회수

Overpayment refund 초과지불액 상환, 환불

P

Pacemaker 심장 페이스메이커

Package of Benefits 혜택 꾸러미

Packed red blood cells 포장된 적혈구

Paid 고용된, 유급의

Pain 고통, 통증

Palate 구개, 입천장

Palm of hand 손바닥

Palpitations 가슴이 두근거림

Pamphlet 팜플렛, 소책자

Pancreas 췌장

Paper Work Reduction Act 서류작성 간소화 법

Paralysis 마비

Parolee 가석방자

Part time 파트타임 일

Part time nursing care 파트타임 양노 보건 일

Partial adjudication 부분적 판결

Participating 참여한, 가입한

Participating hospital 가입한 병원

Parties to Partnership 정치적모임 에서부터 협력계약으로

Passport 여권

Pasture 목장, 목초지

Paternity 아버지임, 부성

Pathology 병리학, 병의

Patient 환자

Pay as you go basis 나아가며 지불하는원리



P

Pay Back 도로 값다

Pay stub 수표책등의 떼어주고 남은 쪽

Payable 지불해야할

Payee 수취인

Payment 지불금액

Payments in kind 일종의 지불금

Payroll 지불명부, 임금대장

PEBES 개인소득 및 수혜 평가 진술서

Peer Review Organization 동배 평가 조직

Pelvic Examination 골반검사

Penalty 벌금

Penalty deductions 벌금감액

Penis 음경, 남근

Pension 연금

Pension plan 연금 계획플랜

Percentage 퍼센트

Perform 실행

Period of benefits 혜택의 기간

Period of disability 장애의 기간

Periodic accounting 정기적인 회계

Permanent kidney failure 영구적인 신장 쇠약

Personal Earnings and Benefit Estimate Statement (PEBES) 개인소득 및 수혜 평가 진술서

Personal effects 개인 결과 (영향)

Personal expenses 개인 경비

Personal grooming 개인 몸차림

Personal interview 개인 면접, 인터뷰

Personal property 개인 재산

Personal Responsibility &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개인책임과 노동기회 조정법

Phalanx 지골

Pharynx 인두

Pharmaceutical 제약의, 약제사의

Pharmacist 약사



P

Phlebitis 정맥염

Photocopy 복사본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육체적, 정신적 부제자유자 

Physical therapy 물리요법

Physical therapy and independent practice 믈리치료와 독립적 실습

Physician 내과의사

Piece rate 한 개당

Piece rate basis 한 개당을 기준하여

Piece work 개당 일감

Pituitary Gland 뇌하수체선

Plan for Achieving Self-Support (PASS) 개인재활성취계획, 자기부양 성취를 위한 계획

Plan or system (wages) 임금계획이나 조직

Play 놀다

Please notify us 통보하십시오

Pneumonia 폐렴

Podiatrist 발병 전문가

Policy (insurance) 보험계약방침

Policy (setting) 계약방침 배경

Policy number 계약 번호

Pooled income 공동목적을 위하여 각출한 돈

Population 인구

Pores 구멍

Postage free 우편요금

Posters 벽보, 광고

Posthumous 사후에생긴, 유복자인

Power of attorney 위임장

Precedent 전례, 종례의

Preferential 우선의

Pregnancy 임신

Pregnant 임신한

Premiums 보험료

Pre-retirement 은퇘하기전



P

Prescribe 규정하다, 처방하다

Prescription 처방

Prescription drugs 처방약

Prescription drug benefit 처방약품 해택

Presumption 가정, 추정

Presumptive Disability 추정에 근거한, 신체장애

Priest 성직자, 신부

Primary 첫째의, 초기의, 근본적인

Primary Insurance Amount (PIA) 제 일차 보험 가격

Print (noun) 인쇄물, 자국, 흔적

Print (to) 인쇄하다

Printer 인쇄기, 인쇄공

Priority 우선권

Privacy Act 사생활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Private insurance 개인보험

Private insurer 사적 보험업자

Private medical counselor 개인 의료 상담자

Process (to) 제기하다, 진행하다

Production 생산

Profit 이익

Program Manager 프로그램 매니저

Program Service Center (PSC) 프로그램 서비스 센터

Progressive illness 점진적 질환

Promissory note 약속어음

Proof 증거

Proof of age, identity, citizenship or legal residence status 
나이, 신분, 시민권, 합법적 영주권에 
관한 증명 또는 증명서류

Property 재산

Property tax 재산세

Property valuation 재산 평가

Prorate 날수계산으로, 일당으로

Prospective payment 예기된 지불액

Prostate Cancer 전립암



P

Prostate Gland 전립선

Provide (to) 에게 을 제공하다

Provide services 서비스를 제공하다

Provide treatment for drug addicts and alcoholics 약물중독자와 알코올중독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다

Provider of physical and speech pathology 물리적 병리학적언어 공급자

Provider of services 서비스 공급자

Provision of law 법 규정

PSC (Program Service Center) 프로그렘 봉사 센터

Psychiatrist 정신병의사

Public assistance payments 공공보조 지불액

public disability 공중 무력

Public law 공법

Public office 정부기관의 사무실

Public record 공적기록

Pulmonary tuberculosis 폐결핵

Pulse 맥박

Pupil 눈동자

Push-button telephone 누름단추식 전화기

Putative marriage 추정(상)의 결혼

Q

Quadrennial Social Security Advisory Council 4년간 계속되는 SSA 자문위원회

Qualified Designated Entity 자격이 지시된 실제물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MB) 자격있는 메디케어 수혜자

Qualified person 자격이 되는 사람

Quarters of coverage 4분기 크레딧

Question (to) 의문을 가지다, 의심하다, 질문하다

Questionable pay 의심스런 지불

Questionable retirement 의심스러운 정년퇴직

R

Rabbi 유대인 율법학자

Radiation Therapy 방사요법



R

Radiology 방사선의학

Railroad employment 철도업에종사

Railroad industry 철도산업

Railroad retirement 철도청 은퇴자

Railroad Retirement Board 철도청 은퇴자 위원회

Raise (children) 애들을키우다

Raise (crops) 농작물 재배

Real estate 부동산

Real estate salesman 부동산 세일즈맨

Reasonable charges 정당한 청구

Receipts 영수증

Recipient 수령인

Recomputation 다시 계산하다

Reconsideration 재고의, 재심의

Recontact 재 접촉

Record 기록, 기록하다

Recorded 기록된

Recover or recoup 되찾다, 회복하다

 Rectum 직장

Recur 되돌아가다, 회상하다

Red blood cells 적혈세포

Reduce 줄이다, 감소하다

Reduced benefits 축소된 혜택

Reentitlement 자격을 재부여함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

Referral 안내, 소개

Reforms 개정하다, 개혁하다

Refugee 피난민

Refund form 반환, 환불에 사용하는 약식

Regain 회복하다, 복귀하다

Regardless (을 개의치않고

Register (to) 등록하다, 기록하다



R

Regret 후회, 유감

Regular services 정규봉사

Regulation 규제, 규정, 법규

Reimburse 변상하다, 상환하다

Reinstate 복위시키다

Related by marriage 결혼으로 관련된

Related to 관계가 있는, 관련된

Relationship 관계, 촌수, 친척관계

Relatives (or by marriage) 친척

Release (information) 공개하다

Release (medical) 퇴원하다

Relocate 이전하다, 재배치하다

Remand 송환, 구류, 재구류

Remark 의견, 비평

Remarriage 재혼

Renumeration 인구통계

Renal Failure 신장병

Renal Transplant 신장이식

Renewal commission 갱신에 관한 임무

Rent 집세

Rental income 임대수입

Renter 빌려주는 사람

Replace 되돌리다, 에 대신하다

Replacement rate 대체율, 교환율

Report (to) 보고하다

Report of work activity 직업활동의 보고

Reporting events 중요한일 보고

Representative payee 지불받는 사람

Reproductive System 생식기계

Request for hearing 항소요청

Request for reconsideration 재심요청

Request not timely filed 적시에 맞추어 신청하지 못한 요청



R

Require (to) 을 요구하다, 필요로하다

Requirement 필요조건

Reserve fund 연구 자금

Residence 주거지, 거주지

Resident status 영주신분

Residential care 주거 배려

Residential health care facility 주거 의료 시설

Residual functional capacity 잉여의 직무상 기능

Resources 자산 

Respite care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보호

Responsibilities 책임

Rest home 요양소 

Restitution 손해배장, 회복

Restricted countries 제한된 나라

Restricted function 제한된 기능

Resumption of payments 지불액 회수

Retarded 어린이가 지능이 뒤진

Retina 망막

Retire (to) 은퇴하다

Retired 은퇴하는

Retirement 은퇴, 정년퇴직

Retirement Earnings Test 은퇴 수입 테스트

Retirement insurance 은퇴 보험

Retirement Planner 은퇴 계획

Retroactive 소급하는, 반동하는

Retroactivity 소급력, 소급작용

Return (as in income tax return) 반환 

Revaluation of assets 자산의 재평가

Reversal 반전, 역전

Review 비평, 재심, 재조사

Rib 늑골, 갈빗대

Right to a hearing 항소권리



R

Room and board 기숙사, 하숙

Root canal 치아의 근관

Royalties 특허권 시용료,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Rule 규칙

Ruling 판정, 재정

Rural health clinics 시골의 건강보건소

S

Salaried employment 유급 직

Salary 봉금

Sale 판매

Saliva 침, 타액

Savings account 예금구좌

Savings association 저축조합

Scalp (머리가죽) 두피

Scarce 부족한, 드문

Schedule (for IRS purposes) (국세청에서 쓰는)스케줄

Schedule (taxes) 세금일람표

Schedule (time) 시간계획, 스케줄

Schizophrenic 정신분열증환자

Scholarship 장학금

School attendance 학교출석

Sciatic nerve 죄골신경, 죄골신경통

Scope 의 범위내에, 관찰용기구

Seasonal 계절적인

Second consecutive month 두번째달 계속적으로

Second opinion 제 2의 견해

Secondary evidence 제 2차적 물증

Secured Sockets Layer (SSL) 안전 소켓층 

Seizure 압류, 점유

Selection 선발, 선택

Self-dialysis 자가 여막분석



S

Self-employment 개인사업, 자영업 소득, 자가경영의

Self-employment earnings 개인사업 소득

Self-employment income 개인사업 수입 

Self-employment tax return 개인사업 세금 회수

Semester 학기

Senior Citizen 연장자

Sense 감각

Separate check 별개 수표

Sequential 연속돼는, 연속적인

Server (computer) 컴퓨터 서버

Service Corporation of Retired Executives 퇴직 간부의ServiceCorporation

Service delivery 서비스 배달

Settlement (legal) 법율상의 타협, 협정

Severe condition 심한 증상

Severity of impairments 손상의 심도

Sex 성, 성교

Share farmer 농장주 몫

Share of 의 일부를 분담하다

Shares (stocks) 증권, 주식지분

Sheltered workshop
노인 장애자에게 취직 사회복귀위 
장을 제공하는 일터

Shoulder 어깨

Shoulder blade 견걉골

Sick leave 병으로 결근

Sick pay 질병 수당, 병고 유급

Side 옆구리, 겨드랑

Single 혼자의, 독신의

Sister-in-law 시누이, 올케

Site (computer) 컴퓨터 설치

Skeleton 골격, 해골

Skilled nurse 숙련된 간호사, (전문 요양 간호)

Skilled nursing 양노, (전문 요양 간호)

Skilled nursing facility 양노 병원, (전문 요양 간호)



S

Skin 피부

skull 두개, 두개골

SLMB 지정된 저소득층 메디케어 수혜자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소기업 행정

Smell (냄새) 후각

Social Security Act 사회보장 제도 행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사회보장 부담액

Social Security office 사회보장 사무실,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record Software (ANYPIA) 사회보장 기록 소프트웨어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 내역서

Son-in-law 사위

Source 원천, 근원

Special Veteran’s Benefits (SVB) 특별 노병 혜택

Specified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 (SLMB) 지정된 저소득층 메디케어 수혜자

Speech therapy 언어물리치료

Spell (to) …이라고 읽다

Spinal column 척추, 척주

Spleen 비장

Splints 비골

Sponsored 후원 받다

Spouse 배우자

State 주

State Agency 주 정부기간

State Attorney General 주 검찰

State Buy-in (Medicare) Program 주정부 매입 메디케어 프로그렘

Stat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국가 사회보장금

State supplement 주 추기금

Statement 진술

Statement of earnings 수입 진술

State-of-the-art 최신식

Status of 신분의



S

Statute of Limitations 출소기한

Steady worker 꾸준한 일군

Stepdaughter 위붓딸

Stepfather 위붓 아버지, 계부

Stepgrandchildren 위붓 손주

Stepson 위붓아들

Stock dividends 주식베당

Stocks 주식

Stomach 위

Stop 정지

Stop benefits 혜택 중단

Stroke 심장의 고등, 발작

Subpoena 소환장

Subsequent claim 수반청구

Subsidy 보조금, 장려금

Substantial earning 풍부한 소득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SGA) 실속있는 벌이가되는 행위

Substantial services 실속적인 임무

Subversive activities 상당한 행위

Suit (legal) 소송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생활보조금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보층 의료보험

Supplier 부품제조업자

Supplier of portable x-ray services 이동성 액스 레이 서비스 공급자

Supplies (medical) 의료부품

Supply 공급

Supply (to) 공급(에)

Support (personal) 지원 (개인)

Supportive devices 지지가 돼는 장치

Surgeon 외과 의사

Surgical dressings 외과 드레싱

Surname 성



S

Surplus 여분

Surviving divorced wife 생존한이혼 배우자

Surviving spouse 생존한 배우자

Survivor 유가족 

Survivor’s claim 유가족 청구

Suspend 중단

Suspense files 미결정 서류철

suspensión 현탁액, 일시 정지, 중지, 지불 정지

Sweat 발한 (땀)

Swelling 부풀다

T

Taste 맛, 맛감각

Tax assessment 세금과세, 추징

Tax base 세금 근거

Tax liability 납세 의무

Tax payer 납세자

Tax rate 납세율

Tax refund 세금 반환

Tax relief 세금 구제

Tax return 세금 회수

Tax year 세년

Taxable 과세할수 있는

Taxation 과세

Taxes 세금

Teeth 이, 치아

Telephone (rotary) 회전하는 전화기, 로터리 전화기

Telephone (Touchtone) 푸시버튼식 전화기

Telephone follow up 전화 확인

Telephone interview 전화 면접, 인터뷰

Temporary 임시의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극빈 가정을 위한 일시 보조금 



T

Temporary benefits 임시 이득

Tenant 거주자, 거주인

Terminally ill 불치의

Terminate 종결

Termination 종결, 결말, 만기

Termination notice 종결 통보

Theft 절도, 도둑질

Therapy 물리치료

Thigh 넓적다리, 허박지

Third parties 제3파

Third party liability 제3자의 책임

Threat 위협, 협박

Three legged stool 3 다리가 있는 발판

Throat 목구멍, 인후, 식도

Through 을 통하여, 을 지나서

Thyroid 갑상선

Ticket 표

Ticket to Hire 고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표

Ticket to Work 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표

Ticket to Work and Self-Sufficiency Program 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표와 자급자족 프로그렘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of 1999 1999년 근로 동기 유발 계선 행위 법안

Timely 시기적절한, 때에 알맞은

Timely report of earnings 적절시기에 수입보고

Tips 팁, 힌트, 끝

To your knowledge 당신이 알고 있는 바로는, 확실히, 틀림없이

Toes 발가락

Tolerance rule 허용 

Toll free 무료통행료

Tone (phone) 전화 음조

Tongue 혀

Tonsil 편도선

Tooth decay 이가 썩다



T

Total income 총수입

Town 도시

Trade or business 무역 혹은 장사

Trade union 상업 연합

Training 훈련

Training for self-dialysis 자가 여막분석 훈련

Transfer (noun) 전임, 양도

Transfer (verb) 양도하다, 이전하다

Transfer of business 사업의 양도

Transitional insured status 과도적 보험에 가입된 상태 (사정)

Translator 번혁자, 통역

Transplant 이식

Travel expenses 여행비용

Treating physician 전임의사, 치료자

Trial work period
직업 재활 시도 기간, 시험 근로 
기간, 노동시도를 위한 기간

Trimester 3 개월간, 3 학기제의

Truck 화물차, 트럭

Trucker 트럭운전사, 운송업자

Trust 신탁

Trust account 신탁계좌

Trust fund 신탁 기금

Trustees 이사회

Tuberculosis 결핵, 폐결핵

Tuition 수업료

Tumors 종양

U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보건사회국

U.S. Department of Labor 미국 노동청

U.S. Savings Bonds 미국 저축 채권

Ulcers 위궤양

Unauthorized 인정 받지않은, 독단적인



U

Uncle by marriage 삼촌, 배우자의 아저씨

Uncollectable 수집이 불가능한

Undeliverable 전달이 불가능한

Undeniable 부정하기 어려운, 영락없는

Under age 미성년

Under oath 맹세하고

Underpayment 지불액을 충분히 주지않다, 미납금

Undersigned 서명자

Unearned income 불로소득

Unemployment 실업의, 실직의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수당

Uninsured 보험에 들지않은

Union 조합

Union Dues 조합회비

United Nations 국제연합가입동맹국

Unposted earnings 기록되지 않은 임금

Unsuccessful Work Attempt 실패하는 일의 노력

Update 갱신하다, 새롭게 함

Up-to-date 최신의, 첨단 의

Urine 오줌, 소변

Uterus 자궁

Utilities 전기, 개스

Utilization Review Com mittee 활용재조사 위원회

V

VA Benefits 재향 군인회 혜택

Vacation pay 휴가 수당

Vaccination 예방접종

Valid 근거가 확실한, 유효한

Validity 정담한, 합법성, 유용성

Value 가치

Value of personal services 사적 서비스의 유용성



V

Varicose Veins 정맥류

Vary (to) 따라 다르다, 바꾸다

Vegetable 야채

Vein 정맥, 혈관

Verbatim 말대로

Verdict 평결

Verification 확인, 검증

Vertebra 척추 

Veteran’s Administration 재향군인관리국

Vineyard 활동범위, 정신적 일터

Violation 위반

Vital statistics 극히 중대한, 인구의관한 통계

Vocal cords 성대

Vocational evaluation 직업상의 평가

Vocational rehabilitation 장애자의 재활직업교육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육성 전변 인터넷 프로터콜

Void (to) 무효화하다

Voluntary 자발적인, 자원적인

Voluntary medical insurance 임의의 메디칼 보험

Vow of poverty 비곤하기 위한 서약

W

W-2 Form (Wage and Tax Statement 개인소득 세금보고양식

Wage earner 임금 노동인

Wage statement 임금 설명서

Wages 임금 

Wages and self-employment income 임금과 개인 사업 수입

Waist 허리

Waiting period 대기시간, 기간

Waiver 기권

Waiver of right to appear 출두권한의 기권

Ways and Means Committee 세입 위원회



W

Weighted benefits 가중치된 이득, 영약이 있는 혜택

Welfare Department 복지국

Welfare Reform 사회복지개혁

Wheelchair 휠체어, 환자용 바퀴달린 의자

Whereabouts unknown 행방불명

Whole blood 혈액

Wholesale 도매

Widow (Widower) 과부, 홀아비

Widows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과부, 홀아비 장애혜택

Wife 아내

Wife’s benefits 아내의 혜택

Will 유언

Willing 자발적인

Windfall benefits 차감에서 오는 혜택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소거법

Winnings 상금

Withdraw the claim 신청을 취소하다

Withhold 보류하다

Without fault 확실히

Witness 목격자

Womb 자궁

Work 일

Work activity 일의 관련된 활동

Work credits 종사 평점

Work Incentives 노동 동기 유발

Work outside the U.S. 미국외에서의 일

Work test 일 시험

Worker’s compensation payments 근로자의 보상 지급금

Workforce 노동인구, 노동력

Workmen’s compensation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 근로자 상해보조금

Workmen’s compensation offset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 차감계산

Worksheet 작업표



W

Wrinkle 주름

Wrist 손목, 팔목

Written evidence 서면상의 증거

X

Xenophobia 외국인 것을 싫어함

x-rays 엑스레이

Y

Year 해, 년

Younger 연하의 사람, 손아랫사람

Your request 당신의 청구

Yourself 당신자신

Z

Zip (computer) 집(컴퓨터)

Zip code 우편번호

 
 

Months of the Year - 그 해의 달

January 1월

February 2월

March 3월

April 4월

May 5월

June 6월

July 7월

August 8월

September 9월

October 10월

November 11월

December 12월

Days of the Week - 그 주의 날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Days of the Week - 그 주의 날

Tuesday 화요일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Numbers - 번호

Ten 열

Twenty 스물

Thirty 서른

Fourty 마흔

Fifty 쉰

Sixty 예순

Seventy 일흔

Eighty 여든

Ninety 아흔

One Hundred 백

Two Hundred 이 백

Three Hundred 삼 백

Four Hundred 사 백

Five Hundred 오 백

Six Hundred 육 백

Seven Hundred 칠 백

Eight Hundred 팔 백

Nine Hundred 구 백

One Thousand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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