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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발간을 축하하며 ●●

어떠한 학문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우선적
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방의학과 공
중보건 분야의 용어를 집대성한 이 용어집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방의학과 공
중보건 분야는 요사이 그 필요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예전에는 예방의학과 공중
보건학을 전공한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부 분야들을 임상의학자나 타 학문분
야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용어집의 필요성과 의의
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도 많은 부분 외국의 학문체계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용어로 번역하는 부
분은 학문의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타 분야에 비하여 우리나
라의 특성이 현저하게 영향을 끼치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용어의 해석과 개발
은 특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기에 본 용어집은 매우 중요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집의 발간을 위하여 크게 수고하여 주신 최보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발
간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주신 분들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신 모든 분들에
게 학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어집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모쪼록 많은 분들이 용어집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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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발간을 축하하며 ●●

역학 용어 ...
건강학에서 차지하는 그 막중한 역할과 비중에도 불구하고, 한글 용어집 하나 변변하
지 않았던 척박함을 깨고, 1995년 역학회가 발간한 최초의 한글 『역학표준용어집』 이후,
두 번째의 역작이 세상에 빛을 봅니다.
우리 역학회는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이 땅에 역학이란 단어를 소개해 주신 선배
님들의 뜻을 이어 받아, 그 분명한 목표, “인간집단에서 발생·분포하는 각종 질병의 발생
기전과 효율적 관리 방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과 관련 지식 보급”을 부단히 전수해
왔으며, 이제는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통계 생산과 확산, 과학적 근거 창
출을 위한 논리적 방법론과 해설의 적시 제공, 국민이 신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
용한 건강 정보 제공 등, 주어진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번, 저가 꿈꾸는 ‘역학이란 키워드(key word) 하나로 언제든 쉽게 찾
을 수 있고, 풍부한 거리가 있는 배움과 즐김의 장‘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역학의 개괄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 용어집을 탄생시키게 되어 그 누구보다도 기쁩니다. 이 용
어집은 우리나라 건강학의 발전과 학술적 경쟁력을 높이는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역작이 탄생하기 까지 그 어렵고도 지난한 과정을 총괄하여 주신 최보율 차기 회
장님과, 편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노고와 땀의
결정체가 역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단순히 글자(letters), 그 이상의 - ‘혼‘을 고스
란히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힘든 여정 끝에 드디어 탄생하는 이 용어
집 발간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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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2013년에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공동으로 용어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
안 예방의학과 역학, 공중보건학 분야의 용어를 정리하여 2,300여개의 일반용어와 82개
의 보건의료단체와 사업 관련 용어로 구성한 ‘예방의학·역학·공중보건학 용어집’을 발간
하게 되었다. 이 용어 정리 작업은 한국역학회가 1995년에 발간한 ‘역학표준용어집’을 기
반으로 하였으며, 대한예방의학회가 2010년과 2013년에 발간한 1판과 2판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과서를 발간하면서 정리된 용어 정리 작업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 수행하
였다.
예방의학과 역학, 공중보건학이 서양에서 도입된 학문이므로 용어 정리 작업의 대부
분은 영문 용어를 한글화하는 작업이었다. 이번 용어 정리 작업에서 일부 용어들을 새로
이 번역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우리나라 여러 분야 학계의 학자들과 관련 기관
과 단체의 전문가들이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한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1. 간결한 용어.
2. 가능한 하나의 용어.
3. 한문보다는 한글로 된 용어.
4. 정확한 개념이 표현되는 용어.
5. 일반인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
한글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 위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대부분 한문이었으므로 이 용어집의 용어들도 대부분 한문 용어로 구성되었
고, 한 개의 용어로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여러 용어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여러 용어를 함께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여러 용어 제시 risk와 hazard 사례
가 있는데, 역학과 보건관리분야에서는 ‘risk’를 ‘위험’과 ‘hazard’를 ‘위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환경 분야에서는 ‘risk’를 ‘위해’와 ‘hazard’를 ‘유해와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관련 법규에도 반영되어 있어 하나의 영문 용어에 대하여 여러 용어
를 제시하였다. bias와 odds ratio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용
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일하지 못하고 원문식 표현과 함께 여러 한글 용어를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일관성있게 정리하
지 못하였다.
질병명은 대학의학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용어집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용어와 주요 보건의료단체와 사업 관련 용어 순으로 배열하였으
며, 영어-한글, 한글-영어 순으로 배열하였다. 한 용어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
의 번역 용어가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봍여 표기하였다.
여러 위원들의 노력과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정리 작업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용어집의 수록된 용어들에 대하여 회원들의 개선 의견들을 종합하여 지속적인 용
어 정리 작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용어집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용어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용어 정리와 선정 작업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20분의 용어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편집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축문화사의 주영일 사장의 배려와 용어위원
들의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하여 책자를 완성해 준 이종언 편집부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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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역학·공중보건학 용어

영한 용어
English - Korean Terminology

abortion rate

adverse reaction

A

abortion rate ~ axis

active immunity 능동면역
active life expectancy 능동기대여명
active metabolite 활성대사물
active surveillance system 능동감시체계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일상생활
능력, 일상수행능력
actuarial method 보험통계법
actuarial rate 보험통계율
actuarial table 보험통계표
acute hypoxia 급성 저산소증
acute reference dose, ARfD 급성독성
참고량
adaptation 적응
additional rate 가산율
additive 덧셈식, 상가적
additive model 덧셈모형
adherence 준수
adjusted rate 보정률
adjustment 보정
adsorption 흡착
adult literacy rate 성인 식자율, 성인 문자
해독률
adverse reaction 이상반응

abortion rate (ratio) 유산율(비)
abscissa 가로좌표
absolute effect 절대효과
absolute intake 절대섭취(량)
absolute risk, AR 절대위험도
absorbed dose 흡수선량 [방사선]
acceptable daily intake, ADI 일일섭취
허용량
acceptable risk 수용 위험, 허용 위험,
허용위해[환경]
accessibility 접근성
acclimatization 순응
accuracy 정확도
acid rain 산성비
acquaintance network 교류망
acquired immunity 후천면역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수지
action level 한계 수준
active control equivalence study 능동적
대조군 동등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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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reaction reporting system

arsenic, As

adverse reaction reporting system 이상
반응보고체계
advocacy 옹호, 지지, 주창
advocator 옹호자
aerospace environment 항공우주환경
aetiology, etiology 병인, 인과
ag(e)ing 1) 고령화, 노령화, 2) 노화
ag(e)ing society 고령화사회, 노령화사회
age dependancy ratio 연령부양비
age standardization 연령표준화
aged society 고령사회
agent (of disease) 병인, 병원체
Agent Orange (AO), defoliant 고엽제
age-period cohort analysis 연령-기간
코호트분석
age-specific fertility rate 연령별출산율
age-specific rate 연령별 (특수)율
aggregate exposure 총 노출, 통합 노출
aggregation bias 집합화바이어스
aggregative fallacy 집합화오류
agreement percent 일치율, 관찰일치율
air pollutant 대기오염물질
air pollution 대기오염
airborne infection 공기감염, 공기전파감염
albinism 백색증
alcoholics 알코올 의존자
algorithm 알고리즘
alkyl benzene sulfonate, ABS 음이온
계면활성제
allele 대립유전자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가설
altimeter accommodation 고도적응

altitude hypoxia 고공 저산소증
ambulatory care 외래진료
ammonia nitrogen, NH4-N 암모니아성
질소
ammonia, NH3 암모니아
analogy 유사성
analysis of hospital management 병원
경영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 분산분석
analytic(al) epdemiology 분석역학
ancillary medical service 부가의료서비스
anecdotal evidence 입증되지않은 증거,
일화적 증거
animal model 동물모형
antagonism 길항작용
antecedent variable 선행변수
anthropogenic disaster 인재
anthropometry 인체계측(법), 신체계측(법)
anthropophilic 인체흡혈성, 인체기생성
antibody 항체
antigen 항원
antigenic drift 항원 소변이
antigenic shift 항원 대변이
antigenicity 항원성
applied epidemiology 응용역학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
소비자보호적정수준
area sampling 지역표본추출
area under the curve, AUC 곡선하면적
arithmetic mean 산술평균
aromatic amines 방향족 아민화합물
arsenic, As 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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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ine

axis

오류
atopic dermatitis 아토피피부염
attack rate 발병률
attributable benefit 기여편익
attributable fraction 기여분율
attributable risk 기여위험
attributable risk percent 기여위험 백분율
attribute 속성
attrition 탈락, 소모
attrition bias 탈락바이어스
audit 확인조사, 감사
auramine 오라민
autochthonous case 자발생환례/환자
autopsy data 부검자료
average 평균
average cost 평균비용
average length of stay 평균재원일수
average life expectancy 평균기대여명
axis 축

arsine 비화수소
arterial gas embolism 동맥혈기체색전증
arthropod-borne disease/infection 절지
동물매개감염병
asbestos 석면
asbestosis 석면폐증
ascertainment 확인
ascertainment bias 확인바이어스
asphyxiant 질식제
assay 분석, 측정
assessment 사정, 평가
association 연관성, 관련성
association study 연관성연구, 관련성
연구
assortative mating 동류교배, 선택교배
assurer 보험자
asymmetrical association 비대칭적연관성
asymptotic curve 점근곡선, 근사곡선
asymptotic method 점근법, 근사법
atomistic fallacy 원자(론)적오류, 개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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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ary dysentery

bias in handling outlier

B

bacillary dysentery ~ burden of disease

bedside isolation 입원격리
behavior 행태, 행동, 행위
behavior therapy 행동치료
behavioral epidemic 행태유행
behavioral risk factor 행태위험요인
benchmark dose, BMD 기준용량
benefit 1) 편익, 2) 급여, 3) 혜택
benzene 벤젠
benzidine 벤지딘
Berkson’s bias 버크슨바이어스
Bernoulli distribution 베르누이분포
beryllium, Be 베릴륨
beta error 제2종오류, 베타오류
bias 바이어스, 비뚤림, 편의
bias due to confounding 교란바이어스
bias due to digit preference 끝 수선호
바이어스
bias due to instrumental error 측정도구
바이어스
bias due to withdrawals 중도탈락바이
어스
bias in handling outlier 극한값처리바이
어스

bacillary dysentery 세균성이질
backward payment system 후향적 지불
제도
bar chart 막대그림/ 막대그래프
bar diagram 막대그림/ 막대그래프
barotrauma 압력손상
barrier 장애 요인, 장벽
base population 기반인구
baseline data 기저자료, 기반자료
basic health facility 기본 보건의료시설
basic medical science 기초의과학, 기초
의학
basic package 기본 급여
basic priority rating 기본 우선순위 점수화
basic reproduction number, R0 기초감염
재생산수
basic reproductive rate 기초감염재생산율
Bayes methods 베이즈 방법
Bayesian statistics 베이즈통계(학)
Bayesian theorem 베이즈정리
Becquerel, Bq 베크렐
bed occupancy rate 병상점유율
bed turnover rate 병상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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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of mortality

burden of disease, BOD

biomarker 생체표지자
biomarkers of effects 효과생체표지자
biomarkers of exposure 노출생체표지자
biomarkers of susceptibility 감수성생체
표지자
biomedical model 생의학적 모형
biometry 생체계측학
biomonitoring 생체모니터링
biostatistics 보건통계학, 생정통계학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birth cohort 출생코호트
birth interval 출생간격
birth rate 출생률
birth weight 출생체중
bisphenol A, BPA 비스페놀A
black-box epidemiology 블랙박스역학
blinding 눈가림, 맹검
blocked randomization 블록무작위배정
body mass index, BMI 체질량지수
Bonferroni correction 본페로니보정
bootstrap 부트스트랩
box-and-whiskers plot 상자그림, 상자
도표, 상자수염그림
break point 임계점
bubble plot 거품도표
burden of disease, BOD 질병부담

bills of mortality 사망신고서
bimodal distribution 이봉분포, 두봉우리
분포
binary data 이분형 자료
binary variable 이분형 변수
binominal distribution 이항분포
bioaccumulation 생체축적
bioassay 생체분석
bioavailability 생체이용률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수질]
bioconcentration 생체농축
bioconcentration factor, BCF 생물농축
계수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bioequivanlence test 생물학적동등성시험
biologic marker 생체 표지자
biological age 생물학적 나이
biological exposure indices, BEI 생물
학적 노출지표
biological monitoring 생물학적 모니터링
biological need 생물학적 필요
biological plausibility 생물학적 개연성,
생물학적 설명가능성
biological transmission 생물학적 전파
biologically based dose response,
BBDR 생물학적 용량반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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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imium, Cd

causal inference

C

cadimium ~ cyclic variation

case fatality rate 치명률
case investigation 사례조사
case payment system 건당진료비제
case referent study 환자대조군연구
case report 사례보고, 증례보고
case series study 사례군연구
case study 사례연구
case-case study 환자환자연구
case-cohort study 환자코호트연구
case-comparison study 환자대조군연구
case-control study 환자대조군연구
case-crossover design 환자교차연구
설계
case-crossover study 환자교차연구
case-mix 사례구성, 환자구성
case-only study 환자군 단독연구
case-time-control design 환자교차연구
cat-and-whiskers plot 상자도표
catchment area 관할구역
categorical variable 범주형변수
categorization 범주화
causal diagram 인과도표
causal inference 인과성 추론

cadimium, Cd 카드뮴
caisson disease 잠함병
calendar time 달력상시간
calibration 영점보정
cancer epidemiology 암역학
cancer potency factor 발암잠재요인
cancer registry 암등록
cancer screening 암검진, 암선별검사
capitation system 인두제
capture-recapture method 포획-재포
획법
carbamate 카바메이트계
carbon dioxide, CO2 이산화탄소
carbon monoxide, CO 일산화탄소
carboxyhemoglobin 일산화탄소혈색소
carcinogen 발암물질
carcinogenesis 발암, 발암성
carrier 병원체 보유자[감염병], 보유자
[유전]
carry-over effect 잔류효과
cartogram 통계지도
case 사례, 환례, 증례
case definition 사례정의, 환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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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ity

cognitive dissonance

causality 인과성
causation of disease 질병의 원인
cause of death 사망원인
cause-specific rate 원인별(특수)율
ceiling, TLV-C 천정값
censoring 관찰중단, 중도 절단
census 인구총조사
census tract 인구총조사 조사구
centile 백분위수
central limit theorem 중심극한정리
central tendency 중심집중경향
cessation experiment 노출중단시험
chains of risk 위험악순환
chance 우연
chemical asphyxiant 화학적 질식제
chemical oxygen demand,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수질]
chemoprophylaxis 화학예방, 약물예방
chemotherapy 화학요법
chi-square(χ²) distribution 카이제곱분포
chi-square(χ²) test 카이제곱검정
chlorofluorocarbons, CFCs 클로로플루
오로카본
chloromethyl ether 클로로메틸에테르
chromium, Cr 크롬
chronic care model 만성질환 관리 모형
chronic carrier 만성병원체보유자[감염병]
chronic disease management 만성질환
관리
chronobiology 시간생물학
circular epidemiology 순환역학
circular reasoning 순환사고, 순환논법

citizen’s pension, national pension 국민
연금
class 계층, 계급
class interval 계급구간
classification 분류
clastogenic 염색체손상성
climate change 기후변화
clinical decision analysis 임상적의사결정
분석
clinical epidemiology 임상역학
clinical equipoise 임상적 동등성, 임상적
등가상태
clinical medicine 임상의학
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 임상진료
지침
clinical prediction rule 임상적예측기준
clinical preventive medicine 임상예방의학
clinical preventive service 임상예방서
비스
clinical trials 임상시험
clinimetrics 임상계측학
closed cohort 폐쇄코호트
closed population 폐쇄인구집단
cluster 집락
cluster analysis 집락분석
cluster sampling 집락표본추출
cocarcinogen 공동발암물질, 동반 발암
물질
coding 부호화
coefficient of concordance 일치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 변이계수
cognitive dissonance 인지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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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dissonance bias

composite index

cognitive dissonance bias 인지부조화
바이어스
cohabitation 동거
coherence 합치성, 일관성
cohort effect 코호트효과
cohort slope 코호트기울기
cohort study 코호트연구
coinsurance 공동보험
coke oven emissions, COE 코크스로
배출물질
cold chain 저온유통체계
collateral case 부수적 사례
collinearity 공선성
colonization 집락형성
color 색도[수질]
commensal(ism) 기거생활, 편리공생(-의)
common resources 공유자원, 공통자원
common source epidemic 공동감염원
유행
common vehicle spread 공통매개체전파
communicability 전염력
communicable disease 전염병
communicable period 전염기
community control 지역사회대조군
community diagnosis 지역사회진단
community health 지역사회보건
community health care 지역보건의료
community health care plan 지역보건
의료계획
community medicine 지역사회의학
community mental health 지역사회정신
보건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지역
사회정신보건사업
community mobilization 지역사회동원
community participation 지역사회참여
community preventive medicine service
지역사회 예방의료서비스
community trial 지역사회시험
community-based health service 지역
사회기반 보건사업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지역사회 참여 연구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지역사회기반 재활사업
communitywide intervention 지역사회
개입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비교효과연구
comparative risk assessment 비교위해도
평가
comparison group 비교군
compensation method of medical (care)
fee 진료비 보상방식
competing cause 경쟁원인
competing risk 경쟁위험
completed fertility rate 완전출산율
completion rate 조사완성률
complex trait 복합형질
compliance 순응, 순응도
complimentary and alterantive medicine
보완대체의학
component causes 구성원인
composite index 합성지수, 구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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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al effects

cost sharing rate

compositional effects 구성효과
comprehensive health care 포괄적 보건
의료
comprehensive medical system 포괄적
의료체계
compression of morbidity 이환기간축소
compulsory application 당연적용
compulsory insurance 강제보험
compulsory protection 강제보호
concordance, concordant 일치, 일치성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확률
condyloma accuminatum 뾰족콘딜로마
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confidence limits 신뢰구간 한계
confidentiality 비밀 보장
confirmation bias 확인바이어스
conflict management 갈등 관리
conflict of interest, COI 이해충돌, 이해
갈등, 이해상충
confounder 교란변수/교란요인, 혼란변수
confounding 교란
consanguinity, consanguine 혈연, 혈연의
consent bias 사전동의바이어스
consistency 일관성
consistency of association 연관성의 일
관성, 관련성의 일관성
contact (of an infection) 접촉
contact infection theory 접촉감염설
contact rate 접촉률
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
contact transmission 접촉전파
contact urticaria 접촉성 두드러기

contagion, contagious 접촉, 접촉의
containment 봉쇄
contamination 오염
contemplation stage 고려 단계
context, contextualization 맥락, 맥락화
contextual analysis 맥락분석
contextual effects 맥락효과
contingency table 분할표, 교차표
continuing source epidemic (outbreak)
지속오염원유행, 지속노출유행
continuity 지속성, 연속성
continuous variable 연속변수, 연속형변수
contract fee 계약수가
control (1) 관리, 통제[보건관리], (2) 대
조군[역학], (3) 보정[역학]
control group 대조군
control variable 보정변수
convalsescent carrier 회복기보균자, 회복
기병원체보유자
convenience sample 편의표본
coordinates 좌표
coping skill 대처기술
copy number variation 복제수변이
cordon sanitaire 위생차단선, 방역선
corporate juridical person hospital 사단
법인 병원
correctional institution 교도소, 교정시설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
correlation study 상관연구
cost containment 비용절감
cost sharing 비용부담
cost sharing rate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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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benefit analysis

cyclic variation

cross-infection 교차감염
crossover design 교차설계
crossover experiment crossover clinical
trial 교차임상시험
crossover trial 교차시험
cross-product ratio 교차비
cross-sectional study 단면연구
cross-validation 교차타당성검정
crude birth rate 조출생률
crude death rate 조사망률
crude mortality rate 조사망률
cumulative death rate 누적사망률
cumulative exposure 누적노출
cumulative incidence 누적발생률
cumulative incidence ratio 누적발생비
customized visiting health service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cut point, cut-off point 분할점, 구분점,
판별점
cyanide 시안화물
cyclic variation 주기변동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
분석
cost-utility analysis 비용효용분석
counterfactual, counterfactuality 반사
실적, 반사실성
countermatching 짝짓기[코호트내환자
대조군연구]
covariate 공변량
coverage 적용범위
Cox model,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proportional hazards model
콕스비례위험모형
criteria for evaluation 평가기준
critical appraisal 비판적검토
critical period 취약기, 위급기
critical population size 임계인구수
critical stage 임계단계
crocidolite 청석면
Cronbach’s alpha 크론바하알파계수
cross-contamination 교차오염
cross-cultural study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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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charge

detection bias

D

daily charge ~ dysbarism

decision tree 의사결정나무
decompression sickness 감압병
decreasing period of pandemic 범유행
감축시대
deductibles 일정액 공제제
deduction 연역[논리], 공제[관리]
degree of freedom, df 자유도
deinstitutionalization 탈시설화
deletion 결손
delivered dose 전달 용량
Delphi method 델파이법
demand 수요
demographic transition 인구학적이행
demography 인구학
denominator 분모
density sampling 밀도표본추출
dependency ratio 부양비
dependent variable 종속변수
descriptive epidemiology 기술역학
design 연구설계
design bias 설계바이어스
design variable 설계변수
detection bias 검출바이어스, 감지바이

daily charge 일당진료비제, 일일진료비
daily intake 1일 섭취(량)[영양]
data 자료
data cleaning 자료 정제, 데이터 클리닝
data contamination 자료 오염(섞임)
data dredging 무가설자료분석, 그물질
자료분석
data mining 데이터마이닝
data processing 자료처리
data reduction 자료축약
day care center 주간 보호소
day hospital 낮병원
day-to-day variation 일간 변이
death certificate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 data 사망신고자료
death rate 사망률
death registration area 사망등록지역
decentralization 지방분권화
decibel, dB 데시벨
decision analysis 의사결정분석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decision support system, DSS 의사결정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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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

diseases taxonomy

어스
determinant 결정요인
deterministic effects 결정적 영향
deterministic method 결정론적방법
deterministic model 결정론적모형
developmental epidemiology 발생역학
developmental origins hypothesis 발생
기원가설
deviance 편차
diagnosis related groups, DRGs 포괄
수가제
dibromochloropropane, DBCP 이브롬화
염화프로판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dichotomous data 이분형 자료
dichotomous scale 이분형 척도
diet history 식이력[영양]
diet records 식사기록(법)[영양]
diet survey 식이섭취조사[영양]
dietary guideline 식생활 지침[영양]
diethylstilbesterol, DES 디에틸스틸베스
테롤
differential misclassification 차별적 오분류
diffusion theory 확산이론
digit preference 끝수 선호
dimensionality 차원
dioxins 다이옥신
diplotype 두배수체형
direct adjustment 직접보정
direct association 직접연관성
direct contact 직접접촉

direct cost 직접비용
direct obstetrical death 직접모성사망
direct standardization 직접표준화
directed acyclic graph, DAG 인과흐름도
directionality 방향성
disability 장애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장애
보정손실년수
disability-free life expectancy 무장애기
대여명
disaster epidemiology 재난역학
disclosure of interests 이해관계 밝힘
discordant 불일치
discount rate 할인율
discrete data 이산자료
discrete variable 이산변수
discriminant analysis 판별분석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판별함수
분석
disease intensity 발생밀도, 순간발생률
disease mapping 질병지도화
disease model 질병모형
disease of complex etiology 복합원인
질환
disease progression bias 질병진행바이
어스
disease surveilllance 질병감시
diseases frequency survey 질병빈도조사
diseases odds ratio 질병오즈비
diseases registry 질병등록체계
diseases taxonomy 질병분류학, 질병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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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ntrapment

dysbarism

dose-response assessment 용량-반응
평가
dose-response model 용량-반응 모형
dot plot, dot chart 점도표
double blinding 이중눈가림(법), 양측눈
가림(법)
doubling time 배가기간
drift 변이[면역학]
drinking 음주
droplet 비말
droplet nuclei 비말핵
dropout 탈락
drug resistance 약물내성, 약제내성
dummy variable 가변수
dust 먼지, 분진
dynamic population 유동성인구
dysbaric osteonecrosis 이압성골괴사
dysbarism 이압증

disentrapment 인구포화
disinfectant 살균소독제
disinfection 소독
disinfestation 살충, 유해동물구제
disorder 질환, 장애
disparity 격차, 불평등
dispersion 산포도
dissolved oxygen, DO 용존 산소
distal (distant) determinant 원격 결정요인
distribution 분포
distribution function 분포함수
distribution responsibility 분배책임(성)
distribution-free method 비모수통계법
district health care system 지역보건의료
체계
dominance 우세, 우점, 우성
dominant 우성
dose 용량, 투여량, 조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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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clinical detection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E

early clinical detection ~ eyeballs up acceleration

effect measure 효과측정
effect modification 효과수정, 효과변경
effect modifier 효과수정인자, 효과변경
인자
effective dose 유효선량 [방사선]
effective dose 50, ED50 50% 유효량
effective population size 유효집단크기
effective sample size 유효표본크기
effectiveness 효과, 효과성
efficacy 효능
efficiency 효율, 효율성
electromagnetic field, eMF 전자기장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전자의무
기록
eligibility criteria 적격기준
eligible population 적격집단
elimination 퇴치
emergence 출현
emergency care 응급진료
emerging infectious disease 신종감염병
emerging/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신종/재출현감염병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early clinical detection 조기임상진단
early detection 조기발견
early warning system 조기경보체계
ecoepidemiology 생태역학
ecological analysis 생태학적 분석
ecological approach 생태학적 접근
ecological bias 생태학적바이어스
ecological case-referent design 생태
학적 환자-대조군연구
ecological correlation 생태학적 상관성
ecological fallacy 생태학적 오류
ecological model 생태학적 모형
ecological study 생태학적연구
ecological transition 생태학적 전이
economic accessibility 경제적 접근성
economic demand model 경제학적 수요
모형
economic welfare 경제적 후생
economy class syndrome 이코노미클
래스 증후군
economy of scale 규모의 경제
ecosystem 생태계
effect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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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ment

estimated exposure dose, EED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mpowerment 역량강화
enabling factor 가능(성) 요인
endemic 토착성
endemic disease 토착병, 풍토병
endemicity 토착성 발생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EDCs
내분비계 교란물질
endpoint 독성종말점
energy-adjusted method 에너지 보정법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infection) 장출혈성대장균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EBD
환경성질병부담
environmental epidemiology 환경역학
environmental exposure 환경노출
environmental health 환경보건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 간접
흡연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
epidemic 유행성
epidemic curve 유행곡선
epidemic disease 유행병
epidemic investigation 유행조사
epidemic threshold 유행발생역치
epidemiologic transition 역학적 변천
epidemiologic triangle 역학적 삼각형
epidemiological case definition 역학적

사례 정의
epidemiological coherence 역학적 일
관성
epidemiological model 역학적모형
epidemiological research 역학연구
epidemiologist 역학자
epidemiology 역학
epigenetic inheritance 후성유전
epigenetics 후성유전학
epigenome 후성유전체
episode 일회성 사건, 유행
epistemic communities 지식공동체
epistemic cultures 지식공동체 문화
epizootic 동물유행
epornithic 조류유행병
equality 평등
equity 형평
equivalent curve 등량곡선
equivalent dose 등가선량 [방사선]
era of chronic disease 만성질환 시대
era of delayed degenerative diseases
지연된 퇴행성질환시대
era of disease and famine 질병과 기근
시대
eradication 박멸
error 오차, 오류
error bar 오차막대
estimate 추정값
estimated daily intake, EDI 일일추정섭
취량
estimated exposure dose, EED 추정
노출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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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maximum daily intake, EMDI

extended family

excess risk 초과위험
excludability 배제성
exclusion criteria 배제기준, 제외기준
excretion 배설
excursion limits 노출상한치
exophere 외기권
exotic epidemic 외래성 유행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EPI 예방접종확대사업, 예방접종확대
프로그램
expansion of morbidity 이환기간연장
expectation of life 기대여명
expectation of life function, life table 생
명표, 기대여명함수표
expected value 기대값
expected years of life lost 수명손실예측
년수
experimental epidemiology 실험역학
experimental evidence 실험적 근거
experimental study 실험연구
explanatory study 설명연구
explanatory variable 설명변수
exploratory study 탐색연구
exposed group 노출군
exposure 노출
exposure assessment 노출평가
exposure ratio 노출비
exposure-disease continuum 노출-질병
연속성
exposure-odds ratio 노출오즈비
expressivity 표현도
extended family 대가족

estimated maximum daily intake, EMDI
일일추정최대섭취량
estimation 추정
estimator 추정량
ethics review committee, ethical review
committee 윤리심의위원회
ethnoepidemiology 인종집단역학
ethylene oxide, EO 산화에틸렌
etiologic fraction 기여분율
etiologic fraction (exposed) 노출 기여
분율
etiologic fraction (population) 인구집단
기여분율
etiological study 원인구명연구, 인과성
연구
etiology 병인, 인과
eutrophication 부영향화
evaluation 평가
event rate 발생속도
evidence 근거, 증거
evidence-based medicine 근거기반
의학, 근거증심 의학
evidence-based public health 근거기반
공중보건, 근거중심 공중보건
exact method 직접확률법
exact test 직접확률검정법
exception flagging system, exception
reporting system 특이사건자동보고
체계
excess cancer risk, ECR 초과발암위해도
excess rate among exposed 노출집단
에서의 초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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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trial

eyeballs up acceleration

extended trial 연장임상시험
extensively drug-resistant, XDR 고도
약물내성
external validity 외적타당도
externalities 외부효과
extraneous maximum residue limits,
EMRL 환경 유래 잔류허용기준
extrapolation 외삽, 외삽법

extravehicular activity 선외 활동
extremal quotient 극단값비
extremely low frequency 극저주파
extrinsic factor 외부요인
extrinsic incubation period 외잠복기
eyeballs down acceleration 음가속
eyeballs up acceleration 양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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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istribution

fixed cost

F

F distribution ~ funnel plot

feasibility study 실행가능성연구
feco-oral route, fecal-oral route 분변
-구강경로
fecundity 생식능력, 번식력
feed additive 사료 첨가물
feedback 되먹임
fee-for-service 행위별수가제
felt need 주관적 필요, 인지 욕구
female-male gap 성차
fertility 출산력
fertility rate (ratio) 출산율, 출산비
fetal alcohol syndrome 태아알코올증후군
fetal death 태아사망
fetal death certificate 태아사망증명서
fetal origins hypothesis 질병의 태내기원
가설
field epidemiology 현장역학
field survey 현지조사
field trials 현장시험
Fisher’s exact test 피셔의 직접확률법
fitness 적합도
fixed cohort 고정코호트
fixed cost 고정비용

F distribution F분포
F test F검정
F1 제1세대
face validity 외견타당도
factor 요인
factor analysis 요인분석
factorial design 요인설계
false negative rate 위음성률
false positive rate 위양성률
falsificationism 반증주의
familial aggregation 가족집적성
familial CJD, fCJD 가족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familial disease 가족성질환
family of classifications 과
family planning 가족계획
family structure 가족구조
family study 가족연구
family support(ing) 가족지지
family welfare 가족복지
fatality rate 치명률
fear arousing 겁주기
feasibility 실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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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hart

funnel plot

forensic epidemiology 범죄역학
forest plot 숲그림, 숲도표
formaldehyde 포름알데히드
fortuitous association 우연한 연관성, 우
연한 관련성
forward payment system 전향적 지불
방법
fourfold table 4분할표
free enterprise patterm 자유기업형
free radical 자유기
frequency 도수, 빈도
frequency distribution 도수분포, 빈도분포
frequency matching 빈도짝짓기
frequency polygon 도수다각형
frequency rate 도수율 [산업보건]
frostbite 동상
fume 흄
function 1) 기능, 2) 함수
funding bias 재정지원바이어스
fungicide 살진균제
funnel plot 깔때기도표

flow chart 흐름도
flow diagram 흐름도
fluoride 불소
focus group 심층조사집단
focus of infection 감염시발점
follow-up 추적
follow-up loss bias 추적탈락 바이어스
follow-up study 추적조사연구
fomites 개달물
food additive 식품첨가물
food composition table 식품 성분표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 식이
섭취빈도조사표
food poisoning 식중독
food safety objective, FSO 식품안전기
준치
food-borne diseases 식품매개질환
food-frequency questionnaires 식품
섭취 빈도 설문지
force of morbidity 이환력(力)
force of mortality 사망력(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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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theory

germ theory

G

game theory ~ Guttman scale

genetic linkage 유전자연관
genetic penetrance 유전투과도/침투도
genetic polymorphisms 유전자다형성
genetic screening 유전학적 선별작업
genetic susceptibility 유전적 감수성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GEO
유전자재조합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유전자재조합식품
genetization 유전중심주의
genome 유전체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GWAS
유전체전장분석
genotoxic 유전자독성
genotoxic carcinogens 유전독성 발암
물질
genotype 유전자형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지리정보시스템
geomatics 지리정보학
geometric mean 기하평균
geriatric disease 노인병
germ theory 세균설

game theory 게임이론
gamete 생식세포, 배우자
gametocyte 생식모세포
gatekeeper 문지기
Gaussian distribution 가우스분포, 정규
분포
gender 성
gene 유전자
gene expression 유전자 발현
gene-environment interaction 유전-환경
상호작용
general fertility rate 일반출산율
general hospital 종합병원
general plate count 일반 세균수
general population 일반인구집단
generalizability 일반화
generation effect 세대효과
generation time 세대기
genetic determinism 유전결정론
genetic diversity 유전적 다양성
genetic drift 유전자변이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
genetic epidemiology 유전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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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ontology

Guttman scale

기준
goodness of fit 적합도
goodness of fit test 적합도검정
gradation 단계화
gradient of infection 감염스펙트럼
gravidity 임신수, 임신횟수
gray literature 비공인문헌
greenhouse gases, GHGs 온실가스
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내총
생산
gross reproduction rate 총재생산율
group occupational health service 보건
관리대행
growth chart 성장도표
growth index 성장 지표, 성장성 지표
Guttman scale 거트만 척도

gerontology 노년학
gestation length 임신기간, 재태기간
gestational age 임신나이
gestational diabetes 임신성 당뇨
Gini coefficient 지니계수
glassblower’s cataract 초자공 백내장
global budget system 총액예산제
global burden of disease, GBD 1) 총질
병부담, 2) 전세계 질병부담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globalization 국제화, 세계화
gold standard 최적표준, 최적기준
Gompertz-Makeham formula 곰퍼츠
-메이컴 공식
Gompertz’s law 곰퍼츠 법칙
gonadotrophic cycle 생식샘자극주기
good clinical practice, GCP 임상시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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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ett spleen classification

health consultation

H

Hackett spleen classification ~ hypoxia

hazard rate 위험률
healer shopping 치료자 고르기/의사
쇼핑
health 건강, 보건
health administration 보건행정
health administrative manager 보건관
리자
health assessment 건강 평가
health based guidance value, HBGV
인체노출안전기준
health behavior 건강행태
health belief model 건강믿음모형, 건강
신념모형
health care 보건의료, 의료
health care delivery system 보건의료전달
체계
health care demand rate 보건의료요구율
health care for eldery 노인보건사업
health care management 보건의료관리
health care plan 보건의료계획
health care service 보건의료서비스
health care utilization 보건의료이용
health consultation 건강상담

Hackett spleen classification 해킷비장
척도
half-life 반감기
halo effect 후광효과
hand arm vibration syndrom, HAVS 수
완진동증후군
handicap-free life expectancy 무장애
기대여명
haphazard sample 편의표본
hardness 경도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 하
디-와인버거 평형
Hardy-Weinberg law 하디-와인버거
법칙
harmonic mean 조화평균
Hawthorne effect 호손효과
hazard 위해, 유해, 위험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
hazard assessment 위험성 평가
hazard idenfication 위험성 확인
hazard quotient, HQ 독성위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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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determinant

health technology

health determinant 건강(수준)결정요인
health development 건강수준향상
health disparity 건강격차
health education 보건교육, 건강교육
health equity 건강형평(성)
health examination 건강진단, 건강검진
health expenditures 보건의료비
health field concept 건강의 장 개념
health gap 건강격차
health hazard 건강위험 [환경]
health hazard appraisal 건강위해도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건강영향
평가
health in all policies, HIAP 건강중심정책,
건강위주정책
health index 보건지수/건강지수, 건강지표
health indicator 건강지표
health industry 보건의료산업
health information system 보건의료정보
체계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adequacy assessment
program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제도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건강보험
공단
health insurance fee 건강보험수가
health insurance system 건강보험제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건강유지기구, 건강관리기구
health management 1) 건강관리, 2) 보건
관리
health management plan 1) 보건사업

기획, 2) 보건사업 계획
health network 보건의료망
health plan 보건계획
health planning 보건기획
health policy 보건정책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보건정책
관리
health potential 건강잠재력
health program evaluation 보건사업평가
health promotion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strategies 건강증진전략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건강
관련 삶의 질
health right 건강권
health risk appraisal 건강위험평가
health sector 보건의료부문
health service 보건서비스, 보건의료서
비스
health service provider 보건의료제공자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dex 보건의료
이용지표
health services research 보건사업연구
health statistics 보건통계
health status 건강수준
health status index 건강수준지수, 건강
수준 지표
health survey 건강조사
health system 보건의료체계
health system infrastructure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
health technology 의료기술, 보건의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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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weakness group

host-environmental system

health weakness group 건강취약계층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건강보정
기대여명
health-directed behavior 건강지향행태
health-disease continuum 건강과 질병의
연속성
health-related behavior 건강관련행태
healthy aging 건강노화
healthy carrier 건강보균자
healthy life expectancy 건강기대여명
healthy public policy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worker effect 건강근로자 효과
healthy years equivalents, HYEs 건강
누림연수
hearing protection devices 청력보호구
heat acclimatization 고온순화
heat cramps 열경련
heat exhaustion 열탈진
heat stress 열스트레스
heat stroke 열사병
heat syncope 열실신
heat wave 열파, 혹서(酷暑)
heavy metal 중금속, 유해금속
Heinrich’s law 하인리히 법칙
herbicide 제초제
herd immunity 집단면역
heredity 유전/유전체질
heritability 유전율, 유전가능력
heritablilty study 유전력연구
heterogeneity 이질성
heteroscedasticity 이분산성
heterozygote 이형접합체

heuristic method 발견적방법
hibernation 동면
hierarchical analysis 계층적 분석, 위계적
분석
hierarchical model 계층모형
high risk drinking 고위험음주
high risk group 고위험군
high risk strategy 고위험접근전략
hightech medical care 첨단의료
histogram 히스토그램
historical cohort study 역사적 코호트연구
historical control 과거대조군
Hogben number 개인식별번호
holistic model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
holoendemic disease 범발성풍토병
holomiantic infection 공통감염원유행
homeostasis 항상성
homoscedasticity 등분산성
homozygote 동형접합체
hormesis 호르메시스
hospital accreditation 병원인증
hospital assessment 병원평가
hospital controls 병원대조군
hospital information network 병원정보망
hospital management 병원경영
hospital standardization scheme 병원
표준화사업
hospital volume index 진료량 지표
hospital-acquired infection, HAI 병원
감염
host 숙주
host-environmental system 주체-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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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hypoxia

household 가구
household sample survey 기구표본조사
human blood index 인혈흡혈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인간개발
지수
human ecology 인류생태학
human equivalent concentration, HEC
인체상응농도
human equivalent dose, HED 인체상응
용량
human factor theory 인간요인 이론
human reservoir 인간병원소
hydrogen disulfide, H2S 황화수소

hygiene 위생
hyper-aged society 초고령사회
hyperbaric oxygen therapy 고압산소치료
hypercholesteremia 고콜레스테롤혈증
hyperendemic disease 고빈도풍토병
hypergeometric distribution 초기하분포
hypersensitivity test 과민반응시험
hypnozoite 수면소체[말라리아]
hypothermia 저체온증
hypothesis 가설
hypothesis test 가설검정
hypoxia 저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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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rogenesis

indirect standardization

I

iatrogenesis ~ Itai-Itai disease

incidence rate 발생률
incidence study 발생률연구
incidence-density ratio, IDR 발생밀도비
incident case 발생환자
inclusion criteria 포함기준, 선정기준
incubation period 잠복기
incubatory carrier 잠복기보균자
indemnity 정액수혜제
independent variable 독립변수
index 지표, 지수
index case 발단환자, 기준환자, 최초증례
index group 발단환자군
indicator variable 지표변수
indigenous case 토착환례
indirect adjustment 간접보정, 간접표준화
indirect causal association 간접원인적
연관성
indirect contact 간접접촉
indirect cost 간접비
indirect income security 간접적 소득보장
indirect obstetric death 간접모성사망
indirect standardization 간접표준화, 간접
보정

iatrogenesis 의인(성)/의원(성)
iatrogenic disease 의인성질환
iatrogenic effect 의인성효과
iceberg phenomenon 빙산현상
identifying number, identification number
개인식별번호
idiosyncracy 특이체질/특이습관
illness 질환, 질병
illness behavior 질병행태
immunization 예방접종
immunogenicity 면역원성
impact acceleration 충격가속
impact factor 영향지수, 피인용지수
impact fraction 피인용분율
impact numbers 인용횟수
impairment 장애
imported case 외부유입 환례
inapparant infection 불현성 감염
inception cohort 질병초기환례군 코호트
inception rate 단기질환발병률
incidence 발생률
incidence density 발생밀도
incidence proportion 발생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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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matching

intermediate host

individual matching 개별짝짓기
individual variation 개체변이
individualized benefit index 개체편익지수
individualized harm index 개체위해지수
indoor air pollution 실내공기오염
indoor environment 실내환경
induction 귀납
induction period 유도기
industrial accident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업재해보상보험
inequality 불평등
inequity 불형평
infant mortality rate 영아사망률
infection 감염
infection control 감염(병) 관리
infection rate 감염률
infection transmission parameter 감염
전파지표
Infectious disease 감염병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감염병
역학
infective dose 50%, ID50 50% 감염량
infectivity 감염력
inference 추론
infestation 기생충 감염
influence analysis 영향력 분석
influenza-like illness, ILI 인플루엔자유사
질환
informatics 정보학
information 정보
Information asymmetry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bias 정보바이어스
information privacy 개인정보보호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IRS 정보
보고체계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
정보자원관리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화전략
기획
information system 정보체계
informed consent 사전동의
infrared radiation 적외선
inheritance 유전, 유전성
initiation 개시
injury care 손상관리
inoculation 접종
inpatient care 입원진료
input 투입
insect-borne disease 곤충매개질환
instantaneous incidence rate 순간발생률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기관연구
심의위원회,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ured 피보험자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PC 통합오염
관리방안
intensity rate 강도율[산업재해]
intention-to-treat analysis, ITT 사전의도
기준분석, 원래배정대로 분석
interaction 상호작용
interdisciplinary approach 다학제적접근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기후변화정부간패널
intermediate host 중간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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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variable

Itai-Itai disease

intermediate variable 중간변수
internal validity 내적타당도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 국제질병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litiy and Health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Problems in Primary Case, ICHPPC
국제일차의료건강문제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 국제장애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imary
Care 국제일차의료건강문제분류
international form of medical certificate of
causes of death 국제표준사망진단서
international health 국제보건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Diseases,
IND 국제질병명명, 국제질병명명법
international surveillance system 국제
감시체계
internet survey 인터넷조사
inter-observer variability 관찰자간 변이
interpolation 내삽, 내삽법
interpretive bias 해석바이어스
intersectional action 부문간 활동
intersectional collaboration 부문간 협조
/분야간 협조
interstitial lung disease, ILD 간질성폐질환
interval 구간
interval data 구간자료

interval estimate 구간추정, 구간추정량
interval incidence density 구간발생밀도
interval scale 간격척도
interval variable 간격변수
intervening cause 중간원인
intervening variable 중간변수
intervention 개입, 중재, 사업
Intervention study 개입연구
intervention trial 개입시험
interview survey 면접조사
interviewer bias 면담자바이어스
intraclass correlation 급내상관, 급간내
상관
intra-observer variability 관찰자내 변이
intrapersonal factor 개체내 요인
intrasubject variation 개체내 변이
intrinsic factor 내재요인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역확률가
중치부여
inversion layer 역전층
involuntary smoking 간접흡연
ionizing radiation 전리방사선
iron triangle of health care 보건의료의
철의삼각
iron, Fe 철
irregular wokers 비정규직근로자
island population 고립인구집단
isodemographic map 등인구선지도
isolation 1) 격리, 2) 분리
isometric chart 등거리도표
isothermal layer 등온층
Itai-Itai disease 이타이이타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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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 lag syndrome

kurtosis

J~K

jet lag syndrome ~ kurtosis

jet lag syndrome 비행시차증후군
job strain model 직무긴장도모형
job stress 직무스트레스

Kaplan-Meier method 카플란-마이어법
kappa index 카파지수
kappa statistics 카파통계량
KMnO4 demand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수질]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KAP)
model 지식-태도-실천 모형
Koch’s postulates 코흐가설
Korean Medicine 한의학
kurtosis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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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surveillance

limit of quantitation, LOQ

L

laboratory surveillance ~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ethal concentraion 50%, LC50 50% 치사
농도
lethal dose 50%, LD50 50% 치사량
life course 생애과정
life cycle 생애주기
life events 일상사건
life expectancy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birth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free from disability, LEFD
무장애기대여명
life span 수명
life table 생명표
life-course epidemiology 생애주기역학
lifestyle 생활습관
lifestyle disease 생활습관병
lifestyle intervention trial 생활습관개입
시험
lifetime risk 평생위험도
likelihood function 우도함수
likelihood ratio 우도비
Likert scale 리커트척도
limit of detection, LOD 검출한계
limit of quantitation, LOQ 정량한계

laboratory surveillance 실험실 감시
lag time 지연시간
Laissez-faire system 자유방임주의
large sample method 대규모표본방법
laser radiation 레이저광
late maternal death 후기모성사망
latency period 잠재기
latent infection 잠재감염
latent period 잠재기
Latin square 라틴방격
law of large numbers 큰수의 법칙, 대
수의 법칙
lay referral 비전문가 의뢰
lead encephalopathy 납뇌병증
lead line 납선
lead nephropathy 납 신증
lead time 조기발견시간
lead time bias 조기발견바이어스
lead, Pb 납
learning theory 학습이론
least squares 최소제곱
length bias 기간차이바이어스
leptospirosis 렙토스피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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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model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AEL

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회귀분석
logit model 로짓모형
log-linear model 로그선형모형
log-normal distribution 로그정규분포
log-rank test 로그순위검정
long term care 장기요양
longitudinal study 경시적연구, 종적연구
lost to follow-up 추적 탈락, 추적불능
low birth weight 저체중출생
low fertility 저출산
low frequency wave 저주파
lowest acceptable daily dose, LADD
일일최저허용량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AEL 최저영향수준

linear model 선형모형
linear regression 선형회귀
linkage 연관 [유전]
linkage disequilibrium 연관불균형 [유전]
live birth 출생
local exhaust 국소 환기
local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지방
보건행정체계
local variable 지역 변수
localization 지역화, 국소화
locus 유전자자리
lod score 로드치
logical framework (logframe) analysis
논리구조분석
logistic model 로지스틱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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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ostatic field

maximum likelihood estimate

M

magnetostatic field ~ mutation rate

marginal cost 한계비용
marine pollution 해양오염
marital status 결혼상태
marker 표지자
marker of exposure 노출표지자
market failure 시장실패
masked study 가림연구
matched controls 짝지은 대조군
matching 짝짓기
maternal mortaility raio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ility rate 모성사망률
Maternal-Child Health Management
Program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모성아동보건사업
mathematical model 수리적 모형
maturity 성숙, 성숙기
maximum exposure limit, MEL 최대 노출
한계
maximum exposure range, MER 최대
노출범위
maximum level, ML 최대 기준
maximum likelihood estimate 최대우도
추정

magnetostatic field 정자기장
mail survey 우편설문조사
maintenance stage 유지 단계
malaria periodicity 말라리아 주기성
malnutrition 영양결핍
malocclusion 부정교합
management 관리, 경영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
정보체계
management operation system 관리운영
체계
management process 관리과정
management science 경영과학
management system 관리체계
manganese phychosis 망간정신병
manganese, Mn 망간
manganism 망간중독증
man-made disaster 인재
Mann-Whitney test 만-휘트니검정
Mantel-Haenszel test 만텔-핸첼검정
Mantel’s trend test 만텔경향검정
margin of exposure, MoE 노출역
margin of safety 안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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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residue limit, MRL

Mendel’s laws

maximum residue limit, MRL 최대잔류
허용기준
maximum tolerance dose 최대 내성용량
McNemar’s test 맥네마검정
mean 평균
mean-difference plot 평균차이도표
means test 자산조사
measure of association 연관성측도
measurement bias 측정바이어스
measurement error 측정오차
measurement scale 측정척도
measurement validity 측정 타당도
mechanical transmission 기계적 전파
mechanism 기전
mechanistic bias 기전바이어스
median 중앙값
mediator (mediating) variable 매개변수
Medicaid 의료급여[미국], 메디케이드
medical (care) fee 진료비
medical aids 의료급여
medical audit 의무기록확인조사, 점검
medical care 의료
medical care beneficiary 의료급여 수급
권자
medical care of public expense charge
공적부담의료
medical catchment area index 진료권
분석 지표
medical communication 의료커뮤니케
이션
medical delivery system 의료전달체계
medical demand 의료수요

medical examination 건강진단
medical geography 의료지리학
medical industry 의료산업, 의료서비스
산업
medical informatics 의료정보학
medical institution 의료기관
medical insurance 건강보험
medical insurance for industrial workers
직장보험
medical insurance for self-employees
지역보험
medical practice 의료행위
medical profit index 진료수익 지표
medical record 의무기록
medical science 의과학
medical security 의료보장
medical shopping 의료장보기
medical specialist of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전문의
medical specialist system 전문의 제도
medical statistics 의학통계학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의학
주제표제어
medical utilization 의료이용
medically defined need 의학적 필요
medicine 의학, 의료
Mees’ lines 미즈선
melamine 멜라민
memory decay bias 기억소실바이어스
Mendelian randomization 멘델식 무작
위배정
Mendel’s laws 멘델의 법칙

41

mental disorder

multiple cause theory

mental disorder 정신장애
mental health center 정신보건센터
mental hygiene movement 정신위생운동
mental recuperation center 정신요양시설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
mentally disabled 정신장애인
merculialism 수은증
mercurial stomatitis 수은 구내염
mercury, Hg 수은
merit goods 가치재
mesothelioma 중피종
meta-analysis 메타분석
metabolic poison 대사성 독소
metabolic syndrome 대사증후군
metallothioneim, MT 메탈로치오닌
miasma theory 독기설
microwave 마이크로파
migrant study 이민자연구
migrant workers 이주노동자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새천년개발목표
Minamata disease 미나마타 병
minimal risk level, MRL 최소위해기준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간이정신상태검사
misclassification 오분류
misclassification bias 오분류바이어스
mission 사명, 미션
mitigation 저감
mode 최빈값
moderate drinking 저위험음주, 중등도
음주

moderator variable 조정변수
modifying factor 효과수정변수
molecular epidemiology 분자역학
monitoring 모니터링
monogenic diseases 단일유전질환
monotonic sequence 단조수열
Monte Carlo study 몬테카를로연구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morbidity 이환
morbidity index 이환지표
morbidity rate 이환율
morbidity survey 이환율조사
mortality 사망
mortality data 사망자료
mortality index 사망지표
mortality rate 사망률
mortality statistic 사망통계
motivational interviewing 동기강화 상담
mountain sickness 고산병
moving (walking) disability 거동(보행)
장애
moving averages 이동평균
multicollinearity 다중공선성
multicultural home 다문화가정
multidrug-resistant, MDR 다제내성
multifactorial disease 다인성 질환
multifactorial etiology 다요인병인론
multi-level analysis 다수준분석
multi-level model 다수준모형
multinomial distribution 다항분포
multiphasic screening 다면선별검사
multiple cause theory 다요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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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comparison

mutation rate

multiple comparison 다중비교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다중
로지스틱회귀모형
multiple regression model 다중회귀모형
multiple risk 다중위험도
multiplication 곱셈
multiplicative model 곱셈모형
multi-sectoral approach 다부문 접근,

다분야 접근
multistage model 다단계모형
multistage sampling 다단계표본추출
multivariate analysis 다변량분석
mustard gas, sulphur mustard gas,
2,2’-dichlorodiethyl sulphide 겨자가스
mutagen 돌연변이원
mutation rate 돌연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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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particle

nomenclature

N

nano particle ~ nutrition monitoring

negative definition 소극적 정의
negative predictive value 음성예측도
negotiation system 총괄계약제
neighborhood controls 이웃대조군
neonatal mortality rate 신생아사망률
nested case-control study 코호트내
환자대조군연구
net migration rate 순이주율
net reproduction rate 순재생산율
neurobehavioral test 신경행동 검사
nickel, Ni 니켈
nicotine dependence 니코틴 의존
nitrate nitrogen, NO3 질산성 질소
nitrite nitrogen, NO2 아질산성 질소
nitrogen narcosis 질소마취현상
nitrogen oxides, NOx 질소산화물
nitroglycerin 니트로글리세린
nitrosamine 니트로사민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무영향수준
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 소
음성 난청
nomenclature 명명, 명명법

nano particle 나노물질
naphtylamine 나프틸아민
national and public hospital 국·공립병원
national health authority 국가보건당국
national health care system 국가보건의료
체계
national health expenditure 국민의료비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 국가
보건의료정보체계
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서비스
[영국]
national health survey 국민건강조사, 국가
건강조사
natural experiment 자연실험
natural history of disease 질병의 자연사
natural immunity 자연면역
natural radiation 자연방사선
natural rate of increase (decrease) 자연
증가(감소)율
nearest neighbor method 최근접이웃방법
necessary cause 필요원인, 필요조건
need 필요, 요구
needs assessment 요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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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l scale

nutrition monitoring

nonsense correlation 무의미 상관
norm 규준, 규범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
normal hexane 노말헥산
normal limits 정상한계
normality 정규성
normative 규범적인
normative need 규범적 필요, 요구
nosocomial infection 병원감염
nosology nosography 질병분류학
notifiable disease 신고대상질병
nuclear family 핵가족
nucleophilic 친핵성
null hypothesis 귀무가설, 영가설
numerator 분자
numerical taxonomy 수리적 분류학
nursing home 요양원, 너싱홈
nutrient intake 영양(소) 섭취량
nutrition monitoring 영양 모니터링

nominal scale 명목척도
nominal variable 명목변수
nomogram 노모그램
non-causal association 비원인적연관성
nonconcurrent study 비동시적연구
nondifferential misclassification 비차별적
오분류
nonexperimental study 비실험적 연구
nongenotoxic carcinogens 비유전독성
발암원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비정부기구
nonionizing radiation 비전리 방사선
nonmaleficence 악행금지
non-medical practitioner 비의사 의료인
nonparametric test 비모수검정
nonparticipants 비참여자
non-probability sampling 비확률표본
추출
non-response bias 무응답바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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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y

outcome assessment

O

obesity ~ ozone layer destruction

험도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
old age pension 노령연금
oncogene 종양유전자
one-tailed test 단측검정
open-ended question 개방형질문
open-system hospital 개방형 병원
operational definition 조작적 정의
opportunistic infection 기회감염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ordinal scale 순위척도
ordinal variable 순위변수
organic affective syndrome 기질성 정동
증후군
organic solvent, solvent 유기용제
organochlorine 유기염소계
organophosphorous 유기인계
outbreak 집단발병
outbreak investigation 집단발병조사
outcome 결과, 성과
outcome assessment 1) 결과평가,
2) 성과평가

obesity 비만
objective 목표
observational epidemiology 관찰역학
observer bias 관찰자바이어스
observer variation (error) 관찰자변이,
관찰자 오류
occupancy rate 점유율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직업환경의학
occup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 직업병 감시체계
occupational environment assessment
작업환경평가
occupational health 직업보건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직업
보건관리
occupational health organization 직업
보건조직
occupational health service 직업보건서
비스
occurrence 발생
odds 오즈, 대응비
odds ratio, OR 오즈비, 교차비, 대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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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expectancy

ozone layer destruction

outcome expectancy 결과예상, 예측
outcome research 결과연구, 성과연구
outcome variable 결과변수
outlier 극한값, 외딴값
outpatient care 외래진료
output 산출
outreach rehabilitation services 방문재활
서비스
over the counter drug, OTC drug 일반
의약품

overadjustment 과보정
overcrowding 인구과밀, 과밀집
overdiagnosis bias 과다진단바이어스
overfitting 과적합
overmatching 과잉짝짓기
overtreatment 과잉치료
over-utilization 과다이용
oxidative stress 산화스트레스
oxygen toxicity 산소독성
ozone layer destruction 오존층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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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alue (p-value)

perceived need

P

p value (p-value) ~ pyrethrin

passive surveillance system 수동감시
체계
pasteurization 저온살균(법)
patent period 균발현기간
path analysis 경로분석
path diagram 경로그림
pathogen 병원체
pathogenesis 발병기전
pathogenicity 병원성
patient satisfaction 환자 만족도
patient-centeredness 환자중심성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환자-의사
관계
payment system 지불제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s chi-square 피어슨 카이제곱
pedigree 가계도
peer review 상호감사
penetrance 투과도
per capita intake rate 1인당 섭취량
per diem fee 일당진료비
perceived need 주관적 필요, 인지 욕구

p value (p-value) p값
paired samples 짝지은 표본
pandemic 대유행
panel study 패널연구
paradigm 틀, 패러다임
parallel design 평행설계
paramedical personnel 비의사 의료인력
parameter 1) 모수, 2) 척도
parametric test 모수검정
paraquat 패러쾃
parasite 기생충
parasite density 기생충밀도
paratenic host 중간숙주
Pareto optimality 파레토 최적
parity 출산수
participant 참여자
participant observation 참여관찰
particulate matter, PM 먼지, 입자상 물질
partition coefficient 분배계수
partnership 파트너십
passenger variable 동반변수
passive immunity 수동면역
passive smoking 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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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ile

pollutant

percentile 백분위수
performance achievement 사업실적/사업
성과
performance bias 수행바이어스
perinatal mortality rate 주산기사망률
period of communicability 전염기간
period prevalence 기간유병률
periodicity 주기성
periodontal disease 치주병
peripheral neurophathy 말초신경병증
permanent threshold shift, PTS 영구적
소음성난청
permissible dose 허용 용량
permissible exposure limit, PEL 허용노출
기준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POPs 잔
류성 유기오염물질
personal health care 개인건강관리
personal monitoring device 개인감시장치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
호구
personal variable 인적변수
person-time 인-기간
person-to-person spread 사람간 전파
person-year 인-년
perspective plot 조감도
pesticide 살충제
pesticide residue 잔류 농약
pharmacoepidemiology 약물역학
phenacetin 페나세틴
phenocopy 표현형모사
phenotype 표현형

physical activity 신체활동
physician fee 의사 진료비/ 의사 진찰료
physician induced demand 의사유인
수요
physician-to-population ratio 의사수 대
인구수 비
physiologic deficient zone 생리적 결함
영역
physiological disturbance 생리적 장애
physiological zone 생리적 영역
physiologically based phamacokinetics
model, PBPK 생리적 약물동력학적
모형
pica 이식증
pie chart 파이도표, 원도표
placebo 위약
placebo effect 위약효과
plane surface line regression curve 평면
선형회귀곡선
planning 기획
plasticity 가소성
pluralistic system 다원체계
PM1.0 극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초미세먼지
point prevalence 시점유병률
point source epidemic 단일감염원유행
Poisson distribution 포아송분포
policy agenda 정책의제
policy process 정책과정
policy-making process 정책결정 과정
pollutant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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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prevalance

pollution 오염
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 다환
방향족탄화수소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다염
화이중페닐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펠리에
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genic diseases 다원유전자질환
polygenic inheritance 다원유전자유전
polytomous 다항
polyvinyl chloride, PVC 폴리비닐 클로
라이드
ponderal index 폰더랄지수
population 모집단, 인구집단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 인구
집단기여분율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ercent 인구
집단기여위험퍼센트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 인구
집단기여위험도
population dynamics 인구동태
population excess rate 모집단초과율
population genetics 집단유전학
population growth 인구성장(률)
population health 인구집단보건, 인구집단
건강
population policy 인구정책
population preventive strategy 인구집단
예방전략
population pyramid 인구피라미드
population stategy 인구집단전략
portion size 1인 1회 분량

position effect 위치효과
positive health 적극적 건강
positive likelihood ratio 양성우도비
positive predictive value 양성예측도
post probability 사후확률
postmarketing surveillance 시판후감시
postneonatal mortality rate 후기신생아
사망률
potable water 먹는 물
potency 효능, 역가, 잠재력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PYLL 수명손실
가능년수
power 검정력
pralidoxime, PAM 프랄리독심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예방원칙
precipitation factors 촉진요인
precision 정밀도
preclinical diseases 증상발현전질병
precontemplation stage 고려전 단계
precursor 전구물질
predictive value 예측도
predisposing factors 선행요인, 소인성
요인
preferential (special) treatment for the
aged 경로우대 제도
pregnancy-related death 임신관련 사망
prenatal care 산전관리
preparation stage 준비 단계
prepatent period 잠재기
prescription 처방
pressure breathing 가압호흡
prevalance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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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odds ratio, POR

propagated epidemic curve

prevalence odds ratio, POR 유병오즈비,
유병교차비
prevalence rate ratio, PRR 유병률비
prevalence study 유병률연구, 단면연구
prevalence survey 유병률 조사
prevalent case 유병환자
preventable fraction 예방가능분율
prevented fraction 예방된 분율
prevention paradox 예방의 역설
preventive effect 예방효과
preventive health behavior 예방적 건강
행태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 service 예방의료
서비스
preventive trials 예방시험
price elasticity 가격탄력성
primary care 일차의료
primary care epidemiology 일차보건의료
역학
primary contact 일차접촉
primary data 일차 자료
primary health care, PHC 일차보건의료
primary health post 보건진료소
primary health practitioner 보건진료원
primary hypothesis 일차 가설
primary medical care, PMC 일차 진료
primary pollutants 일차오염물질
primary prevention 일차예방
primay care 일차 의료
primordial prevention 근원적예방, 원천
예방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분석
prion 프리온
prior odds 사전오즈, 사전대응비
prior probability 사전확률
priority 우선순위
private goods 사유재
private health (care) system 민간 보건
의료체계
private health care institution 민간의료
기관
private health insurance 민간건강보험
private hospital 민간병원
private sector 민간부문
probability 확률
probability density 확률밀도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분포
probability of causation 인과확률
probability sample 확률표본
probability sampling 확률표본추출
proband 발단자[유전역학]
problem-oriented medical record, POMR
문제중심의무기록
procarcinogen 발암전구물질
process assessment 과정 평가
product limit method 곱셈한계법
productivity index 생산성 지표
professionalism 전문가주의, 직업전문성
profitability index 수익성 지표
progressive tax 누진세
prolective study 사전기획연구
promoter 촉진자
propagated epidemic curve 증식형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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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nsity scores

public sector

곡선
propensity scores 성향점수
prophylaxis 예방치료
proportion 분율
proportional hazards model 비례위험모형
proportional mortality indicator, PMI 비례
사망지수
proportional mortality rate, PMR 비례사
망률
proportional mortality ratio 비례사망비
proportional mortality-odds ratio 비례
사망교차비
proportionate mortality study 비례사망
연구
propositus 발단자[유전역학]
prospective cohort study 전향적 코호트
연구
prospective study 전향적(성) 연구
protocol 연구계획서, 연구지침서
provider 공급자
province health administration 시·도 보건
행정조직
provisional maximum tolerable daily intake,
PMTDI 잠정최대내성일일노출량
public 공공, 공중
public agenda 공중의제
public assistance 공적부조
public corporation hospital 공사병원
public goods 공공재
public health 공중보건,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activity 공중보건활동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organization

공공보건행정 조직
public health care 공중보건의료
public health care institution 공중보건
의료시설(기관)
public health care workers 공중보건의료
인력
public health center 보건소
public health dental doctor 공중보건치과
의사
public health doctor 공중보건의사
public health impact assessment 공중
보건영향평가
public health informatics 공중보건정보학
public health information standard 공중
보건의료정보 표준
public health organization 공공 보건의료
조직
public health resources 공중보건의료
자원
public health security system 공중보건
의료체계
public health service 공공보건서비스
public health sub-center 보건지소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 공중
보건 감시체계
public hospitals 공공병원
public medical assistance 공적부조, 공적
의료부조
public medical expenses 공공의료비
public medical services 공공의료서비스
public policy 공공정책
public sector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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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rvice

pyrethrin

public service 공공서비스
publication bias 출판바이어스
pulmonary over inflation syndrome 폐

과팽창 증후군
pyrethrin 피레스로이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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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ever

quotient

Q

Q fever ~ quotient

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 질보
정수명
quantiles 분위수
quantitative data 양적자료
quantitative meta-analysis 양적메타분석
quarantine 1) 건강격리, 2) 검역
quasiexperimental study 준실험연구
quasi-public goods 준공공재
questionnaire 설문지
questionnare survey 설문조사
Quetelet’s index 케틀레 지수
quota sampling 할당표본추출법/할당표
집법
quotient 몫, 지수, 계수

Q fever 큐열
qualitative data 질적변수
qualitative meta-analysis 질적메타분석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
quality assurance, QA 질보증
quality control, QC 질관리
quality guarantee 질보장
quality improvement 질향상
quality management 질관리
quality of care 의료의 질
quality of life 삶의 질
quality weight 질가중치
quality-adjusted life expectancy, QALE
질보정기대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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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registry, register

R
radiation 방사선
radiofrequency radiation 라디오파
radon 라돈
random allocation 무작위할당
random error 무작위오류
random probability 무작위확률
random sample 무작위표본
random variable 확률변수
random-digit dialing, RDD 무작위번호
전화걸기
randomization 무작위배정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ranking scale 순위척도
rate 율, 비율
rate difference 발생률차
rate ratio 발생률비
rating scale 평가 척도
ratio 비
ratio scale 비척도
raw data 원자료
recall bias 회상바이어스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curve,

radiation ~ rural health

ROC curve ROC곡선
recessive 열성/열성대립유전자
recombination 재조합
recommended exposure limit, REL 권고
노출기준
record linkage 자료결합
record method 1) 기록법, 2) 식이 기록법
[영양]
red tide 적조현상
reduction of data 자료의 축약
reductionism 환원주의
Reed-Frost model 리드-프로스트모형
reference concentraion, RfC 독성참고
농도
reference dose, RfD 독성참고량
reference exposure level, REL 참고노
출량
reference population 준거집단
referent group 비교군
refusal skill 거절술
regionalization 지역화
registration 등록
registry, register 등록, 등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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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

risk factor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
regression line 회귀선
regression model 회귀모형
reinfection 재감염
reinforcement 강화
reinforcing factor 강화요인
rejection region 기각역
relationship 관련성
relative effect 상대효과/비율비
relative excess risk, RER 상대초과위험
relative odds 상대적 오즈
relative poverty level 상대빈곤수준
relative risk reduction, RRR 상대위험비
감소
relative risk, relative rates, risk ratio,
RR 상대위험도, 비교위험도
relative survival 상대생존
relevance 관련성
reliability 신뢰도
repeatability 반복성
replication 복제
reporting bias 보고바이어스
representative sample 대표 표본
representativeness 대표성
reproducibility 재현성
reproduction number, R 감염재생산수
reproductive health 생식보건
reservoir 병원소
residual 잔차
residual confounding 잔류교란
resilience 회복력
resolving power, resolution 분해능, 해

상도
resource allocation 자원배분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 자원기준 상대가치
resource-dependent theory 자원의존
이론
response bias 응답바이어스
response rate 응답률, 회신율
retrolective study 사후기획연구
retrospective cohort study 후향적 코호트
연구
retrospective payment 사후보상방식
retrospective study 후향적(성) 연구
return to work 업무복귀
revenue 세입
review bias 검토바이어스
revolving door phenomena 회전문 현상
ridit analysis 리디트분석
risk 위해 [환경]
risk appraisal 위험도 평가 [역학]
risk assessment 위험도평가[역학], 위해성
평가[환경]
risk averse 위험 회피
risk benefit analysis 위험-편익분석
risk benefit ratio 위험-편익비
risk characterization 위해도 결정 [환경]
risk communication 위해도 소통 [환경],
위해도 커뮤니케이션 [환경]
risk difference 위험도차
risk estimation 위험도추정
risk evaluation 위험도평가
risk factor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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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 management

rural health

risk factor management 위험요인 관리
risk management 위해도 관리 [환경]
risk marker 위험도표지자
risk monitoring 위험도모니터링
risk pooling 리스크 풀링

risk sharing 위험분담
rivalry 경합성
robustness 견고성
role-model 역할모형
rural health 농어촌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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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level

self-management

S

safe level ~systematic sampling

secondary data 이차자료
secondary gain 이차적 이익, 부수적
이득
secondary pollutants 이차오염물질
secondary prevention 이차예방
secondhand tobacco smoke 간접흡연
second-line drugs, SLDs 이차 약제
secular cyclicity 추세변동
secular trend 장기추세
security 1) 보장, 보장성, 2) 보안
segregation 분리
segregation analysis 분리연구
selection bias 선택바이어스
selective survival 선택적생존
selective survival bias 선택적생존바이
어스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self-awareness 자기지각
self-control 자기통제
self-efficacy 자아효능감
self-help group 자조모임
self-management 자기관리, 자가관리

safe level 안전수준
safety factor 안전계수
safety index 안전성지표
safety level 안전수준
safety precaution 안전수칙
safety standards 안전기준
salary system 봉급제
sample 표본
sample size 표본의 크기
sampled population 표집집단
sampling 표본추출
sampling bias 표본추출바이어스
sampling error 표본오차
sampling frame 표본추출틀
sampling variation 표본변이
sanitary cordon 위생차단선
scale 척도
scatter diagram 산점도
screening (test) 선별검사
seasonal cyclicity 계절적주기성
seasonal variation 계절변동
secondary attack rate 이차발병률
secondary contact 이차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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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election bias

socioecological model

self-selection bias 자기선별바이어스
sensitivity 민감도
sensitivity analysis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testing 민감도 검정
sentinel health event 보초 보건사건
sentinel physician 보초 의사
sentinel surveillance 표본감시체계, 보초
감시체계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의약분업
sequential analysis 순차적분석
sequential design 순차설계
seroconcordant 혈청 일치의
serodiscordant 혈청 불일치의
serving sizes 1회 제공량 (영양)
setting-based intervention 생활터 중심
개입
sex ratio 성비
shift work 교대근무, 교대작업
shoe-leather epidemiology 현장역학
short-term sanatorium hospital 단기 요양
병원
sibling controls 형제 대조군
sick building syndrome 새집증후군
sick role behavior 환자역할행태
side effect 부작용
sidestream smoke 부류연
sievert, Sv 시버트 [방사선]
sign test 부호검정
significance level 유의수준
silica 이산화규소, 규산
silicosis 규폐증

simple asphyxiants 단순질식제
simple random sampling 단순무작위표본
추출
Simpson’s paradox 심프슨 역설
simulation 모의실험
single blinding 단일눈가림
single fee 단일수가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단일염기다형성
single-patient trial 단일환자시험
situation analysis 상황분석
skew distribution 비대칭분포
sleeping cycle 수면주기
sliding scale 굴신제
snowball sampling 눈덩이추출법
social assistance 공적 부조
social class 사회계층
social cognitive theory 사회인지이론
social drift 사회계층 이동
social drinking 사회적 음주
social epidemiology 사회역학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social marketing 사회마케팅
social marketing theory 사회마케팅 이론
social medicine 사회의학
social mobility 사회계층이동
social network index 사회망지수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
societal risk 사회적위험(도)
sociobehavioral model 사회행태적 모형
socioecological model 사회생태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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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status, SES

study pilot investigation

socioeconomic status, SES 사회경제적
상태
source of infection 감염원
source population 연구가능모집단
space equivalent zone 우주 대등 영역
spatial disorientation 비행착각 [우주항공]
Spearman’s rank correlation 스피어만
순위상관
special health examination 특수건강진단
specific death rate 특수사망률
specific immunity 특이면역
specific mortality 특수사망률
specificity 특이도
specificity of association 연관성의 특이성
spectrum of disease 질병발현 범위
spell of sickness 질병사건
spot map 점지도
spurious association 거짓연관성
squeeze 압착증
stable population 안정인구
stage of change theory 변화단계이론
standard deviation 표준편차
standard error 표준오차
standard income for imposition 부과표준
소득
standard population 표준인구
standardization 표준화
standardized mortality rate 표준화사망률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표준화
사망비
standardized rate 표준화율
standardized rate ratio, SRR 표준화비

율비
standardizied incidence ratio, SIR 표준화
발생비
stationary population 정지인구
statistic 통계량
statistical error 통계적오차
statistical independence 통계적독립성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적추리
statistical model 통계적모형
statistical power 통계적검정력
statistical significance 통계적유의성
statistical test 통계검정
statistics 통계, 통계학
stem-and-leaf display 줄기-잎 그림
stillbirth rate / fetal death rate 사산율
stillbirth ratio / fetal death ratio 사산비
stochastic effects 확률적 영향
stochastic process 확률과정, 추계학적
과정
strategy 전략
stratification 층화
stratified random sampling 층화무작위
표본추출
stratified randomization 층화무작위배정법
stratum 층
strength of association 연관성의 강도
stressor 스트레스 요인
structure evaluation 구조평가
study design 연구설계
study of family tree 가계연구
study participants 연구참여자
study pilot investigation 예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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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opulation

systematic sampling

study population 연구집단
subclinical disease 무증상질환
subclinical infection 무증상감염
substitution 대치
sufficient cause 충분원인, 충분조건
sulfur dioxide, SO2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sum of squares 제곱합
summative rating 총괄평가
super-aged society 초고령사회
superinfection 중복감염, 균교대감염
supplier-induced demand 공급자 유인
수요
supply monopoly 공급독점
surrogate marker 대리지표
surveillance data 감시자료
surveillance system 감시체계
survey 조사
survival analysis 생존분석
survival curve 생존곡선

survival function 생존함수
survival proportion 생존분율
survival rate 생존율
susceptable group 민감군
susceptibility 민감성, 감수성
susceptible population 민감군
suspended solids, SS 부유물질[수질]
sustainability 지속성, 지속가능성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sustenance allowance of old age 노령
수당
symmetrical association 대칭(적)연관성
symmetrical relationship 대칭(적)관계성
synergy, synergism 상승작용
systematic error 체계적오류, 계통오차
systematic review 체계적고찰
systematic sampling 계통 표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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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 water

tobacco control

T

tap water ~ type Ⅱ error

이론
therapeutic trial 치료효과시험
thermal condition 온열조건
thermal factor 온열요인
thermoregulation 체온조절
thorium dioxide 이산화토륨
threshold 역치, 한계치
threshold density 한계밀도
threshold limit value, TLV 허용한계치
threshold limit value-short term
exposure limit, TLV-STEL 단시간
노출 기준
time cluster 시간집락성
time lag 시간지연, 시차
time of useful consciousness, TUC 유효
의식시간
time series 시계열
time weighted average, TWA 시간가중
평균농도
time-place cluster 시간-지역집락성
time-place-person 시간-공간/장소
-사람
tobacco control 담배 규제

tap water 수돗물
target population 표적집단
targets of intervention 개입 대상, 개입
표적 집단
taxonomy of disease 질병분류학
team approach 팀 접근
technical impact assessment 기술영향
평가
technology assessment 기술평가
telephone survey 전화조사
temporality 시간적선후관계
temporary health examination 임시건강
진단
temporary threshold shift, TTS 일시적
소음성난청
tertiary hospital 삼차병원
tertiary prevention 삼차예방
test of significance 유의성검정
the law of large numbers 대수의 법칙
theoretical epidemiology 이론역학
theory of planned bahavior 계획된 행동
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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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ble daily intake, TDI

type Ⅱ error

transtheoretical model 범이론적 모형
travel medicine 여행의학
traveler’s diarrhea 여행자설사
trench foot 참호족
trend line 경향선, 추세선
triage 부상자 분류, 중증도분류
trial 시험
tributyltin, TBT 유기주석화합물
trichloroethylene,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trigger 유발인자, 촉발인자
triple blinding 삼중눈가림(법), 삼측눈가
림(법)
troposphere 대류권
true-negative rate 참음성률
true-positive rate 참양성률
t-test t검정
tumor markers 암표지자
turbidity 탁도[수질]
turbulence 난기류, 와류
twenty-four hour dietary recall 24시간
식사 회상법
twin study 쌍생아연구
two-tailed test 양측검정
type Ⅰ error 제1종오류
type Ⅱ error 제2종오류

tolerable daily intake, TDI 일일섭취
한계량, 일일내용섭취량
tolerance 1) 내성, 저항력, 2) 허용오차
toluene 톨루엔
total energy intake 총 에너지 섭취(량)
total fertility rate 합계출산율
total trihalomethane 총트리할로메탄류
townsend score 타운젠드점수
toxic dose 50%, TD50 50% 독성량
toxic equivalency factor, TEF 독성등가
계수
toxic equivalents, TEQ 독성등가값
toxicant 독성물질
traditional medicine 전통의학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거래처리
체계
transboundary pollution 월경성 환경오염
transient carrier 일시보균자
transinstitutionalization 이전시설화
translational research 중개연구
transmission disequilibrium test 전달불
균형검정
transmission mode 전파 양식
transmission of infection 감염전파
transovarial transmission 경난소전파
transport host 운반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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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health

utilization review

U

ubiquitous health ~ utilization review

universal precautions 일반 주의지침,
일반 예방지침
universe population 모집단
unmet need 미충족 필요, 미충족 의료
수요
upper level of intake, UL 허용상한섭취량
uranium, U 우라늄
usefulness 효용성
usual intake 평소 섭취
utility 효용
utility weight 효용가중치
utility-based units 효용기반단위
utilization rate of hospitalization 입원이
용률
utilization rate of out-patient department
외래이용률
utilization rate of prenatal examination
산전진찰 수진율
utilization review 의료이용도 조사

ubiquitous health 유비쿼터스 의료,
u-헬스
ultra-/super-/hyper- aged society 초
고령사회
ultraviolet radiation ,UV 자외선
unbiased estimator 불편추정량
uncertainty 불확실성
uncertainty factor, UF 불확실성 상수
underlying cause of death 선행사망원인
under-powered 검정력 부족
underreporting 과소보고
unexposed group 비노출군
unimodal distribution 단봉분포
unintentioanl injury 비의도적손상
unit elastic 단위 탄력적
unit risk 단위위해도 [환경}
univariate analysis 단변량분석
universal health insurance 전국민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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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ination

vulnerable study subject

V

vaccination ~ vulnerable study subject

verification 검정, 검증
vertical health program 수직적 보건사업
vertical transmission 수직전파
vibration 진동
vinyl chloride 염화 비닐
virgin population 무노출인구
virulence 독력
visible light (ray) 가시광선
visual analogue scale, VAS 눈어림자
vital records 생정자료
vital statistics 생정통계, 생정통계학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untary insurance 임의 보험
voluntary organization 민간임의조직
volunteer bias 자발적참여자바이어스
vulnerability 취약성
vulnerable population 취약집단
vulnerable study subject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vaccination 예방접종
vaccine 백신
vaccine efficacy 백신효능
validity 타당도
validity test 타당도검정
value system 가치체계
value-expectancy theory 가치기대이론
vanadium, V 바나듐
variability 변동
variable 변수
variance 분산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ariant type 변이형
variate 변량
variation 변이
vector 매개체, 벡터
vector-borne infection 매개체감염
vehicle 매개체
Venn diagram 벤다이아그램
ventilation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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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 circumference

worm count

W

waist circumference ~ worm count

well baby clinic 육아상담실
wellness model 웰니스 모형
wet bulb glove temparature index,
WBGT index 습구·흑구온도지수
wheel model 수레바퀴모형
whole body vibration syndrome 전신
진동장해
willingness to pay, WTP 지불 용의
workers health examination 근로자 건강
진단
workplace environment monitoring 작
업장 환경측정
workplace health promotion 사업장 건강
증진
workplace walkthrough 작업장순시
work-related disease 작업관련질환
worm count 충란수

waist circumference 허리둘레
want 욕구
warning and forecast system 경보예보
체계
washout phase 약효세척단계
water quality management 수질관리
water quality standards 수질기준
water-borne disease 수인성질환
web of causation 원인망
Weibull model 와이블모형
weighted average 가중평균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ECPNL 웨클 [소음]
weighted kappa statistics 가중카파통
계량
weighted sample 가중표본
welfare-oriented pattern 복지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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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biotics

yellow sand, yellow dust, Asian dust

X~Y

xenobiotics ~ yellow sand, yellow dust, Asian dust

xenobiotics 외인성물질, 생체이물질
xenodiagnosis 인체외생체진단

Yates’ correction 예이츠보정
years of life lost, YLL 수명손실년수
years of potential life lost, YPLL 수명감소
가능연수
years with disability, YLD 장애손실년수
yellow sand, yellow dust, Asian dust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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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score

4-aminobiphenyl

Z~기타

z score ~ 4-aminobiphenyl

z score Z점수
zero reporting 제로보고
zero-time shift 원점이동
zinc, Zn 아연
zoonosis 인수공통감염병
z-value Z값

α-index 알파지수
δ-aminolevulinic acid, ALA 델타-아미
노레블린산
2.5-hexanedione 2,5-헥산디온
24-hour recall 24시간 회상법 [영양]
2-naphthylamine 2-나프틸아민
4-aminobiphenyl 4-아미노비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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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역학·공중보건학 용어

한영 용어
Korean - English Terminology

가격탄력성

간접표준화, 간접보정

ㄱ

가격탄력성 ~ 끝수 선호

가족지지 family support(ing)
가족집적성 familial aggregation
가중카파통계량 weighted kappa
statistics
가중평균 weighted average
가중표본 weighted sample
가치기대이론 value-expectancy theory
가치재 merit goods
가치체계 value system
간격변수 interval variable
간격척도 interval scale
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간접모성사망 indirect obstetric death
간접보정, 간접표준화 indirect
adjustment
간접비 indirect cost
간접원인적 연관성 indirect causal
association
간접적 소득보장 indirect income
security
간접접촉 indirect contact
간접표준화, 간접보정 indirect

가격탄력성 price elasticity
가계도 pedigree
가계연구 study of family tree
가구 household
가능(성) 요인 enabling factor
가로좌표 abscissa
가림연구 masked study
가변수 dummy variable
가산율 additional rate
가설 hypothesis
가설검정 hypothesis test
가소성 plasticity
가시광선 visible light (ray)
가압호흡 pressure breathing
가우스분포, 정규분포 Gaussian
distribution
가족계획 family planning
가족구조 family structure
가족복지 family welfare
가족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familial
CJD, fCJD
가족성질환 familial disease
가족연구 famil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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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거짓연관성

standardization
간접흡연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 involuntary smoking,
passive smoking, secondhand
tobacco smoke
간질성폐질환 interstitial lung disease,
ILD
갈등 관리 conflict management
감수성생체표지자 biomarkers of
susceptibility
감시자료 surveillance data
감시체계 surveillance system
감압병 decompression sickness
감염 infection
감염(병) 관리 infection control
감염력 infectivity
감염률 infection rate
감염병 Infectious disease
감염병역학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감염스펙트럼 gradient of infection
감염시발점 focus of infection
감염원 source of infection
감염재생산수 reproduction number, R
감염전파 transmission of infection
감염전파지표 infection transmission
parameter
강도율[산업재해] intensity rate
강제보험 compulsory insurance
강제보호 compulsory protection
강화 reinforcement
강화요인 reinforcing factor

개달물 fomites
개방형 병원 open-system hospital
개방형질문 open-ended question
개별짝짓기 individual matching
개시 initiation
개인감시장치 personal monitoring
device
개인건강관리 personal health care
개인보호구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식별번호 Hogben number,
identifying number, identification
number
개인정보보호 information privacy
개입 대상, 개입 표적 집단 targets of
intervention
개입, 중재, 사업 intervention
개입시험 intervention trial
개입연구 Intervention study
개체내 변이 intrasubject variation
개체내 요인 intrapersonal factor
개체변이 individual variation
개체위해지수 individualized harm
index
개체편익지수 individualized benefit
index
거동(보행) 장애 moving (walking)
disability
거래처리체계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거절술 refusal skill
거짓연관성 spuriou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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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트만 척도

검정, 검증

거트만 척도 Guttman scale
거품도표 bubble plot
건강 평가 health assessment
건강(수준)결정요인 health determinant
건강, 보건 health
건강격리 quarantine
건강격차 health disparity, health gap
건강과 질병의 연속성 health-disease
continuum
건강관련 삶의 질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건강관련행태 health-related behavior
건강관리 health management
건강권 health right
건강근로자 효과 healthy worker effect
건강기대여명 healthy life expectancy
건강노화 healthy aging
건강누림연수 healthy years equivalents,
HYEs
건강믿음모형, 건강신념모형 health belief
model
건강보균자 healthy carrier
건강보정기대여명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medical
insurance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제도 health
insurance adequacy assessment
program
건강보험공단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건강보험수가 health insurance fee

건강보험제도 health insurance system
건강상담 health consultation
건강수준 health status
건강수준지수, 건강수준 지표 health
status index
건강수준향상 health development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건강위해도평가 health hazard appraisal
건강위험 [환경] health hazard
건강위험평가 health risk appraisal
건강유지기구, 건강관리기구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건강의 장 개념 health field concept
건강잠재력 health potential
건강조사 health survey
건강중심정책, 건강위주정책 health in
all policies, HIAP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건강증진전략 health promotion
strategies
건강지표 health indicator
건강지향행태 health-directed behavior
건강진단 medical examination
건강진단, 건강검진 health examination
건강취약계층 health weakness group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y
건강행태 health behavior
건강형평(성) health equity
건당진료비제 case payment system
검역 quarantine
검정, 검증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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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력

고령사회

검정력 power
검정력 부족 under-powered
검출바이어스, 감지바이어스 detection
bias
검출한계 limit of detection, LOD
검토바이어스 review bias
겁주기 fear arousing
게임이론 game theory
겨자가스 mustard gas, sulphur
mustard gas, 2,2’-dichlorodiethyl
sulphide
격리 isolation
격차, 불평등 disparity
견고성 robustness
결과 평가 outcome assessment
결과, 성과 outcome
결과변수 outcome variable
결과연구, 성과연구 outcome research
결과예상, 예측 outcome expectancy
결손 deletion
결정론적모형 deterministic model
결정론적방법 deterministic method
결정요인 determinant
결정적 영향 deterministic effects
결혼상태 marital status
경난소전파 transovarial transmission
경도 hardness
경로그림 path diagram
경로분석 path analysis
경로우대 제도 preferential (special)
treatment for the aged
경보예보체계 warning and forecast

system
경시적연구, 종적연구 longitudinal
study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경영정보체계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쟁원인 competing cause
경쟁위험 competing risk
경제적 접근성 economic accessibility
경제적 후생 economic welfare
경제학적 수요 모형 economic demand
model
경합성 rivalry
경향선, 추세선 trend line
계급구간 class interval
계약수가 contract fee
계절변동 seasonal variation
계절적주기성 seasonal cyclicity
계층, 계급 class
계층모형 hierarchical model
계층적 분석, 위계적 분석 hierarchical
analysis
계통 표본추출 systematic sampling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ahavior
고공 저산소증 altitude hypoxia
고도약물내성 extensively drugresistant, XDR
고도적응 altimeter accommodation
고려 단계 contemplation stage
고려전 단계 precontemplation stage
고령사회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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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노령화

공중보건의료

고령화, 노령화 ag(e)ing
고령화사회, 노령화사회 ag(e)ing society
고립인구집단 island population
고빈도풍토병 hyperendemic disease
고산병 mountain sickness
고압산소치료 hyperbaric oxygen
therapy
고엽제 Agent Orange (AO), defoliant
고온순화 heat acclimatization
고위험군 high risk group
고위험음주 high risk drinking
고위험접근전략 high risk strategy
고정비용 fixed cost
고정코호트 fixed cohort
고콜레스테롤혈증 hypercholesteremia
곡선하면적 area under the curve, AUC
곤충매개질환 insect-borne disease
곰퍼츠 법칙 Gompertz’s law
곰퍼츠-메이컴 공식 GompertzMakeham formula
곱셈 multiplication
곱셈모형 multiplicative model
곱셈한계법 product limit method
공공 보건의료조직 public health
organization
공공, 공중 public
공공병원 public hospitals
공공보건서비스 public health service
공공보건행정 조직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organization
공공부문 public sector
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

공공의료비 public medical expenses
공공의료서비스 public medical services
공공재 public goods
공공정책 public policy
공급독점 supply monopoly
공급자 provider
공급자 유인 수요 supplier-induced
demand
공기감염, 공기전파감염 airborne
infection
공동감염원유행 common source
epidemic
공동발암물질, 동반 발암물질 cocarcinogen
공동보험 coinsurance
공변량 covariate
공사병원 public corporation hospital
공선성 collinearity
공유자원, 공통자원 common resources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부담의료 medical care of public
expense charge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
공적의료부조 public medical
assistance
공중보건 감시체계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
공중보건,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공중보건영향평가 public health
impact assessment
공중보건의료 public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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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료시설(기관)

구간

공중보건의료시설(기관) public health
care institution
공중보건의료인력 public health care
workers
공중보건의료자원 public health
resources
공중보건의료정보 표준 public health
information standard
공중보건의료체계 public health
security system
공중보건의사 public health doctor
공중보건정보학 public health informatics
공중보건치과의사 public health dental
doctor
공중보건활동 public health activity
공중의제 public agenda
공통감염원유행 holomiantic infection
공통매개체전파 common vehicle spread
과 family of classifications
과거대조군 historical control
과다이용 over-utilization
과다진단바이어스 overdiagnosis bias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수질] KMnO4
demand
과민반응시험 hypersensitivity test
과보정 overadjustment
과소보고 underreporting
과잉짝짓기 overmatching
과잉치료 overtreatment
과적합 overfitting
과정 평가 process assessment
관련성 1) relationship, 2) relevance

관리, 경영 management
관리, 통제[보건관리] control
관리과정 management process
관리운영체계 management operation
system
관리체계 management system
관찰역학 observational epidemiology
관찰자간 변이 inter-observer
variability
관찰자내 변이 intra-observer
variability
관찰자바이어스 observer bias
관찰자변이, 관찰자 오류 observer
variation (error)
관찰중단, 중도 절단 censoring
관할구역 catchment area
교대근무, 교대작업 shift work
교도소, 교정시설 correctional
institution
교란 confounding
교란바이어스 bias due to confounding
교란변수/ 교란요인, 혼란변수 confounder
교류망 acquaintance network
교차감염 cross-infection
교차비 cross-product ratio
교차설계 crossover design
교차시험 crossover trial
교차오염 cross-contamination
교차임상시험 crossover experiment
crossover clinical trial
교차타당성검정 cross-validation
구간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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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발생밀도

극한값처리바이어스

구간발생밀도 interval incidence density
구간자료 interval data
구간추정, 구간추정량 interval estimate
구성원인 component causes
구성효과 compositional effects
구조평가 structure evaluation
국·공립병원 national and public
hospital
국가보건당국 national health authority
국가보건서비스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
국가보건의료체계 national health
care system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민건강조사, 국가건강조사 national
health survey
국민연금 citizen’s pension, national
pension
국민의료비 national health expenditure
국소 환기 local exhaust
국제감시체계 international
surveillance system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litiy and Health
국제보건 international health
국제일차의료건강문제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Problems in Primary

Case, ICHPPC
국제일차의료건강문제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imary Care
국제장애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
국제질병명명, 국제질병명명법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Diseases, IND
국제질병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
국제표준사망진단서 international
form of medical certificate of
causes of death
국제화, 세계화 globalization
굴신제 sliding scale
권고노출기준 recommended exposure
limit, REL
귀납 induction
귀무가설, 영가설 null hypothesis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규범적 필요, 요구 normative need
규범적인 normative
규준, 규범 norm
규폐증 silicosis
균발현기간 patent period
극단값비 extremal quotient
극미세먼지 PM1.0
극저주파 extremely low frequency
극한값, 외딴값 outlier
극한값처리바이어스 bias in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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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증거

기초의과학, 기초의학

outlier
근거, 증거 evidence
근거기반 공중보건, 근거중심 공중보건
evidence-based public health
근거기반 의학, 근거증심 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근로자 건강진단 workers health
examination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근원적예방, 원천예방 primordial
prevention
급내상관, 급간내 상관 intraclass
correlation
급성 저산소증 acute hypoxia
급성독성참고량 acute reference dose,
ARfD
급여 benefit
기각역 rejection region
기간유병률 period prevalence
기간차이바이어스 length bias
기거생활, 편리공생(-의) commensal(ism)
기계적 전파 mechanical transmission
기관연구심의위원회, 의학연구윤리심의위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기구표본조사 household sample
survey
기능 function
기대값 expected value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expectation

of life
기록법 record method
기반인구 base population
기본 급여 basic package
기본 보건의료시설 basic health facility
기본 우선순위 점수화 basic priority
rating
기생충 parasite
기생충 감염 infestation
기생충밀도 parasite density
기술역학 descriptive epidemiology
기술영향평가 technical impact
assessment
기술평가 technology assessment
기억소실바이어스 memory decay bias
기여분율 attributable fraction,
etiologic fraction
기여위험 attributable risk
기여위험 백분율 attributable risk
percent
기여편익 attributable benefit
기저자료, 기반자료 baseline data
기전 mechanism
기전바이어스 mechanistic bias
기준용량 benchmark dose, BMD
기질성 정동 증후군 organic affective
syndrome
기초감염재생산수 basic reproduction
number, R0
기초감염재생산율 basic reproductive
rate
기초의과학, 기초의학 basic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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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평균

끝수 선호

science
기하평균 geometric mean
기회감염 opportunistic infection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기획 planning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길항작용 antagonism
깔때기도표 funnel plot
끝 수선호 바이어스 bias due to digit
preference
끝수 선호 digit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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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누적발생비

ㄴ

나노물질 ~ 니트로사민

노출 기여분율 etiologic fraction
(exposed)
노출군 exposed group
노출비 exposure ratio
노출상한치 excursion limits
노출생체표지자 biomarkers of
exposure
노출역 margin of exposure, MoE
노출오즈비 exposure-odds ratio
노출중단시험 cessation experiment
노출-질병연속성 exposure-disease
continuum
노출집단에서의 초과발생 excess rate
among exposed
노출평가 exposure assessment
노출표지자 marker of exposure
노화 ag(e)ing
논리구조분석 logical framework
(logframe) analysis
농어촌 보건의료 rural health
누적노출 cumulative exposure
누적발생률 cumulative incidence
누적발생비 cumulative incidence ratio

나노물질 nano particle
나프틸아민 naphtylamine
난기류, 와류 turbulence
납 lead, Pb
납 신증 lead nephropathy
납뇌병증 lead encephalopathy
납선 lead line
낮병원 day hospital
내분비계 교란물질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EDCs
내삽, 내삽법 interpolation
내성, 저항력 tolerance
내재요인 intrinsic factor
내적타당도 internal validity
노년학 gerontology
노령수당 sustenance allowance of
old age
노령연금 old age pension
노말헥산 normal hexane
노모그램 nomogram
노인병 geriatric disease
노인보건사업 health care for eldery
노출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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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사망률

니트로사민

누적사망률 cumulative death rate
누진세 progressive tax
눈가림, 맹검 blinding
눈덩이추출법 snowball sampling
눈어림자 visual analogue scale, VAS
능동감시체계 active surveillance
system
능동기대여명 active life expectancy

능동면역 active immunity
능동적 대조군 동등성연구 active
control equivalence study
니켈 nickel, Ni
니코틴 의존 nicotine dependence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니트로사민 nitros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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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모형

단위 탄력적

ㄷ

다단계모형 ~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다중위험도 multiple risk
다중회귀모형 multiple regression
model
다학제적접근 interdisciplinary
approach
다항 polytomous
다항분포 multinomial distribution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
단계화 gradation
단기 요양병원 short-term
sanatorium hospital
단기질환발병률 inception rate
단면연구 cross-sectional study
단변량분석 univariate analysis
단봉분포 unimodal distribution
단순무작위표본추출 simple random
sampling
단순질식제 simple asphyxiants
단시간 노출 기준 threshold limit
value-short term exposure limit,
TLV-STEL
단위 탄력적 unit elastic

다단계모형 multistage model
다단계표본추출 multistage sampling
다면선별검사 multiphasic screening
다문화가정 multicultural home
다변량분석 multivariate analysis
다부문 접근, 다분야 접근 multisectoral approach
다수준모형 multi-level model
다수준분석 multi-level analysis
다염화이중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다요인병인론 multifactorial etiology
다요인설 multiple cause theory
다원유전자유전 polygenic inheritance
다원유전자질환 polygenic diseases
다원체계 pluralistic system
다이옥신 dioxins
다인성 질환 multifactorial disease
다제내성 multidrug-resistant, MDR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다중로지스틱회귀모형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다중비교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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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위해도 [환경]

동기강화 상담

단위위해도 [환경] unit risk
단일감염원유행 point source epidemic
단일눈가림 single blinding
단일수가 single fee
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단일유전질환 monogenic diseases
단일환자시험 single-patient trial
단조수열 monotonic sequence
단측검정 one-tailed test
달력상시간 calendar time
담배 규제 tobacco control
당연적용 compulsory application
대가족 extended family
대규모표본방법 large sample method
대기오염 air pollution
대기오염물질 air pollutant
대류권 troposphere
대리지표 surrogate marker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유전자 allele
대사성 독소 metabolic poison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
대수의 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대유행 pandemic
대조군 control group
대처기술 coping skill
대치 substitution
대칭(적)관계성 symmetrical
relationship
대칭(적)연관성 symmetrical
association

대표 표본 representative sample
대표성 representativeness
덧셈모형 additive model
덧셈식, 상가적 additive
데시벨 decibel, dB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델타-아미노레블린산
δ-aminolevulinic acid, ALA
델파이법 Delphi method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도수, 빈도 frequency
도수다각형 frequency polygon
도수분포, 빈도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도수율 [산업보건] frequency rate
독기설 miasma theory
독력 virulence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
독성등가값 toxic equivalents, TEQ
독성등가계수 toxic equivalency factor,
TEF
독성물질 toxicant
독성위험값 hazard quotient, HQ
독성종말점 endpoint
독성참고농도 reference concentraion,
RfC
독성참고량 reference dose, RfD
돌연변이원 mutagen
돌연변이율 mutation rate
동거 cohabitation
동기강화 상담 motivational
inter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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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류교배, 선택교배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동류교배, 선택교배 assortative mating
동맥혈기체색전증 arterial gas
embolism
동면 hibernation
동물모형 animal model
동물유행 epizootic
동반변수 passenger variable
동상 frostbite
동형접합체 homozygote
되먹임 feedback
두배수체형 diplotype
등가선량 [방사선] equivalent dose

등거리도표 isometric chart
등량곡선 equivalent curve
등록 registration
등록, 등록체계 registry, register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
등온층 isothermal layer
등인구선지도 isodemographic map
디에틸스틸베스테롤 diethylstilbesterol,
DES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dichloro- diphenyltrichloroethane, 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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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리커트척도

ㄹ
라돈 radon
라디오파 radiofrequency radiation
라틴방격 Latin square
레이저광 laser radiation
렙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로그선형모형 log-linear model
로그순위검정 log-rank test
로그정규분포 log normal distribution

라돈 ~ 리커트척도

로드치 lod score
로지스틱모형 logistic model
로지스틱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로짓모형 logit model
리드-프로스트모형 Reed-Frost model
리디트분석 ridit analysis
리스크 풀링 risk pooling
리커트척도 Liker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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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

모성사망비

ㅁ

마이크로파 ~ 밀도표본추출

맥네마검정 McNemar’s test
맥락, 맥락화 context, contextualization
맥락분석 contextual analysis
맥락효과 contextual effects
먹는 물 potable water
먼지, 분진 dust
먼지, 입자상 물질 particulate matter,
PM
메타분석 meta-analysis
메탈로치오닌 metallothioneim, MT
멘델식 무작위배정 Mendelian
randomization
멘델의 법칙 Mendel’s laws
멜라민 melamine
면담자바이어스 interviewer bias
면역원성 immunogenicity
면접조사 interview survey
명명, 명명법 nomenclature
명목변수 nominal variable
명목척도 nominal scale
모니터링 monitoring
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ility rate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ility raio

마이크로파 microwave
막대그림/ 막대그래프 bar chart, bar
diagram
만성병원체보유자[감염병] chronic
carrier
만성질환 관리 모형 chronic care model
만성질환 시대 era of chronic disease
만성질환관리 chronic disease
management
만텔경향검정 Mantel’s trend test
만텔-핸첼검정 Mantel-Haenszel test
만-휘트니검정 Mann-Whitney test
말라리아 주기성 malaria periodicity
말초신경병증 peripheral neurophathy
망간 manganese, Mn
망간정신병 manganese phychosis
망간중독증 manganism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customized
visiting health service
매개변수 mediator (mediating) variable
매개체 vehicle
매개체, 벡터 vector
매개체감염 vector-borne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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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밀도표본추출

expectancy, life expectancy free
from disability, LEFD
무증상감염 subclinical infection
무증상질환 subclinical disease
문제중심의무기록 problem-oriented
medical record, POMR
문지기 gatekeeper
미나마타 병 Minamata disease
미세먼지 PM10
미즈선 Mees’ lines
미충족 필요, 미충족 의료수요 unmet
need
민간 보건의료체계 private health
(care) system
민간건강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
민간병원 private hospital
민간부문 private sector
민간의료기관 private health care
institution
민간임의조직 voluntary organization
민감군 susceptable group,
susceptible population
민감도 sensitivity
민감도 검정 sensitivity testing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민감성, 감수성 susceptibility
밀도표본추출 density sampling

모수 parameter
모수검정 parametric test
모의실험 simulation
모집단 universe population
모집단, 인구집단 population
모집단초과율 population excess rate
목표 objective
몫, 지수, 계수 quotient
몬테카를로연구 Monte Carlo study
무가설자료분석, 그물질자료분석 data
dredging
무노출인구 virgin population
무영향수준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무응답바이어스 non-response bias
무의미 상관 nonsense correlation
무작위배정 randomization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무작위번호전화걸기 random-digit
dialing, RDD
무작위오류 random error
무작위표본 random sample
무작위할당 random allocation
무작위확률 random probability
무장애기대여명 disability-free life
expectancy, handicap-fre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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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듐

백신

ㅂ

바나듐 ~ 뾰족콘딜로마

발생밀도, 순간발생률 disease intensity
발생밀도비 incidence-density ratio,
IDR
발생분율 incidence proportion
발생속도 event rate
발생역학 developmental epidemiology
발생환자 incident case
발암, 발암성 carcinogenesis
발암물질 carcinogen
발암잠재요인 cancer potency factor
발암전구물질 procarcinogen
방문재활서비스 outreach rehabilitation
services
방사선 radiation
방향성 directionality
방향족 아민화합물 aromatic amines
배가기간 doubling time
배설 excretion
배제기준, 제외기준 exclusion criteria
배제성 excludability
백분위수 centile, percentile
백색증 albinism
백신 vaccine

바나듐 vanadium, V
바이어스, 비뚤림, 편의 bias
박멸 eradication
반감기 half-life
반복성 repeatability
반사실적, 반사실성 counterfactual,
counterfactuality
반증주의 falsificationism
발견적방법 heuristic method
발단자[유전역학] proband, propositus
발단환자, 기준환자, 최초증례 index
case
발단환자군 index group
발병기전 pathogenesis
발병률 attack rate
발생 occurrence
발생기원가설 developmental origins
hypothesis
발생률 incidence, incidence rate
발생률비 rate ratio
발생률연구 incidence study
발생률차 rate difference
발생밀도 incidenc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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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효능

보건사업평가

백신효능 vaccine efficacy
버크슨바이어스 Berkson’s bias
범발성풍토병 holoendemic disease
범유행감축시대 decreasing period of
pandemic
범이론적 모형 transtheoretical model
범죄역학 forensic epidemiology
범주형변수 categorical variable
범주화 categorization
베르누이분포 Bernoulli distribution
베릴륨 beryllium, Be
베이즈 방법 Bayes methods
베이즈정리 Bayesian theorem
베이즈통계(학) Bayesian statistics
베크렐 Becquerel, Bq
벤다이아그램 Venn diagram
벤젠 benzene
벤지딘 benzidine
변동 variability
변량 variate
변수 variable
변이 variation
변이[면역학] drift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
변이형 variant type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변화단계이론 stage of change theory
병상점유율 bed occupancy rate
병상회전율 bed turnover rate
병원감염 hospital-acquired infection,
HAI, nosocomial infection

병원경영 hospital management
병원경영분석 analysis of hospital
management
병원대조군 hospital controls
병원성 pathogenicity
병원소 reservoir
병원인증 hospital accreditation
병원정보망 hospital information
network
병원체 pathogen
병원체 보유자[감염병], 보유자[유전]
carrier
병원평가 hospital assessment
병원표준화사업 hospital
standardization scheme
병인, 병원체 agent (of disease)
병인, 인과 aetiology, etiology
보건계획 health plan
보건관리 health management
보건관리대행 group occupational
health service
보건관리자 health administrative
manager
보건교육, 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보건기획 health planning
보건사업 계획 health management
plan
보건사업 기획 health management
plan
보건사업연구 health services research
보건사업평가 health progra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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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부가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health
service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보건의료, 의료 health care
보건의료계획 health care plan
보건의료관리 health care management
보건의료망 health network
보건의료부문 health sector
보건의료비 health expenditures
보건의료산업 health industry
보건의료서비스 health care service
보건의료요구율 health care demand
rate
보건의료의 철의삼각 iron triangle of
health care
보건의료이용 health care utilization
보건의료이용지표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dex
보건의료전달체계 health care delivery
system
보건의료정보체계 health information
system
보건의료제공자 health service provider
보건의료체계 health system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 health system
infrastructure
보건정책 health policy
보건정책관리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보건지소 public health sub-center
보건지수/건강지수, 건강지표 health
index

보건진료소 primary health post
보건진료원 primary health practitioner
보건통계 health statistics
보건통계학, 생정통계학 biostatistics
보건행정 health administration
보고바이어스 reporting bias
보안 security
보완대체의학 complimentary and
alterantive medicine
보장, 보장성 security
보정 adjustment
보정[역학] control
보정률 adjusted rate
보정변수 control variable
보초 보건사건 sentinel health event
보초 의사 sentinel physician
보험자 assurer
보험통계법 actuarial method
보험통계율 actuarial rate
보험통계표 actuarial table
복제 replication
복제수변이 copy number variation
복지지향형 welfare-oriented pattern
복합원인질환 disease of complex
etiology
복합형질 complex trait
본인부담률 cost sharing rate
본페로니보정 Bonferroni correction
봉급제 salary system
봉쇄 containment
부가의료서비스 ancillary medic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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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자료

비대칭적연관성

부검자료 autopsy data
부과표준소득 standard income for
imposition
부류연 sidestream smoke
부문간 협조/ 분야간 협조 intersectional
collaboration
부문간 활동 intersectional action
부상자 분류, 중증도분류 triage
부수적 사례 collateral case
부양비 dependency ratio
부영향화 eutrophication
부유물질[수질] suspended solids, SS
부작용 side effect
부정교합 malocclusion
부트스트랩 bootstrap
부호검정 sign test
부호화 coding
분류 classification
분리 1) isolation, 2) segregation
분리연구 segregation analysis
분모 denominator
분배계수 partition coefficient
분배책임(성) distribution responsibility
분변-구강경로 feco-oral route, fecaloral route
분산 variance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
분석, 측정 assay
분석역학 analytic(al) epdemiology
분위수 quantiles
분율 proportion

분자 numerator
분자역학 molecular epidemiology
분포 distribution
분포함수 distribution function
분할점, 구분점, 판별점 cut point,
cut-off point
분할표, 교차표 contingency table
분해능, 해상도 resolving power,
resolution
불소 fluoride
불일치 discordant
불편추정량 unbiased estimator
불평등 inequality
불현성 감염 inapparant infection
불형평 inequity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성 상수 uncertainty factor, UF
블랙박스역학 black-box epidemiology
블록무작위배정 blocked randomization
비 ratio
비공인문헌 gray literature
비교군 comparison group, referent
group
비교문화연구 cross-cultural study
비교위해도평가 comparative risk
assessment
비교효과연구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비노출군 unexposed group
비대칭분포 skew distribution
비대칭적연관성 asymmetr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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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시적연구

뾰족콘딜로마

비동시적연구 nonconcurrent study
비례사망교차비 proportional mortalityodds ratio
비례사망률 proportional mortality
rate, PMR
비례사망비 proportional mortality
ratio
비례사망연구 proportionate mortality
study
비례사망지수 proportional mortality
indicator, PMI
비례위험모형 proportional hazards
model
비만 obesity
비말 droplet
비말핵 droplet nuclei
비모수검정 nonparametric test
비모수통계법 distribution-free method
비밀 보장 confidentiality
비소 arsenic, As
비스페놀A bisphenol A, BPA
비실험적 연구 nonexperimental study
비용부담 cost sharing
비용절감 cost containment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용분석 cost-utility analysis

비원인적연관성 non-causal
association
비유전독성발암원 nongenotoxic
carcinogens
비의도적손상 unintentioanl injury
비의사 의료인 non-medical practitioner
비의사 의료인력 paramedical
personnel
비전리 방사선 nonionizing radiation
비전문가 의뢰 lay referral
비정규직근로자 irregular wokers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비차별적 오분류 nondifferential
misclassification
비참여자 nonparticipants
비척도 ratio scale
비판적검토 critical appraisal
비행시차증후군 jet lag syndrome
비행착각 [우주항공] spatial
disorientation
비화수소 arsine
비확률표본추출 non-probability
sampling
빈도짝짓기 frequency matching
빙산현상 iceberg phenomenon
뾰족콘딜로마 condyloma accumin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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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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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병원 ~ 쌍생아연구

사산비 stillbirth ratio / fetal death
ratio
사산율 stillbirth rate / fetal death
rate
사업실적/사업성과 performance
achievement
사업장 건강증진 workplace health
promotion
사유재 private goods
사전기획연구 prolective study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사전동의바이어스 consent bias
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오즈, 사전대응비 prior odds
사전의도기준분석, 원래배정대로 분석
intention-to-treat analysis, ITT
사전확률 prior probability
사정, 평가 assessment
사회경제적 상태 socioeconomic status,
SES
사회계층 social class
사회계층 이동 social drift, social
mobility

사단법인 병원 corporate juridical
person hospital
사람간 전파 person-to-person spread
사례, 환례, 증례 case
사례구성, 환자구성 case-mix
사례군연구 case series study
사례보고, 증례보고 case report
사례연구 case study
사례정의, 환례정의 case definition
사례조사 case investigation
사료 첨가물 feed additive
사망 mortality
사망등록지역 death registration area
사망력(力) force of mortality
사망률 death rate, mortality rate
사망신고서 bills of mortality
사망신고자료 death certificate data
사망원인 cause of death
사망자료 mortality data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
사망지표 mortality index
사망통계 mortality statistic
사명, 미션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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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마케팅

생리적 결함 영역

사회마케팅 social marketing
사회마케팅 이론 social marketing
theory
사회망지수 social network index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생태적 모형 socioecological
model
사회역학 social epidemiology
사회의학 social medicine
사회인지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
사회적 음주 social drinking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사회적위험(도) societal risk
사회행태적 모형 sociobehavioral model
사후기획연구 retrolective study
사후보상방식 retrospective payment
사후확률 post probability
산성비 acid rain
산소독성 oxygen toxicity
산술평균 arithmetic mean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전관리 prenatal care
산전진찰 수진율 utilization rate of
prenatal examination
산점도 scatter diagram
산출 output
산포도 dispersion
산화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EO

살균소독제 disinfectant
살진균제 fungicide
살충, 유해동물구제 disinfestation
살충제 pesticide
삶의 질 quality of life
삼중눈가림(법), 삼측눈가림(법) triple
blinding
삼차병원 tertiary hospital
삼차예방 tertiary prevention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연구 correlation study
상대빈곤수준 relative poverty level
상대생존 relative survival
상대위험도, 비교위험도 relative risk,
relative rates, risk ratio, RR
상대위험비감소 relative risk reduction,
RRR
상대적 오즈 relative odds
상대초과위험 relative excess risk, RER
상대효과/비율비 relative effect
상승작용 synergy, synergism
상자그림, 상자도표, 상자수염그림
box-and-whiskers plot
상자도표 cat-and-whiskers plot
상호감사 peer review
상호작용 interaction
상황분석 situation analysis
새집증후군 sick building syndrome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색도[수질] color
생리적 결함 영역 physiologic de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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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약물동력학적모형

생활습관

zone
생리적 약물동력학적모형
physiologically based
phamacokinetics model, PBPK
생리적 영역 physiological zone
생리적 장애 physiological disturbance
생명표, 기대여명함수표 life table,
expectation of life function
생물농축계수 bioconcentration factor,
BCF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생물학적 개연성, 생물학적 설명가능성
biological plausibility
생물학적 나이 biological age
생물학적 노출지표 biological exposure
indices, BEI
생물학적 모니터링 biological
monitoring
생물학적 용량반응 모델 biologically
based dose response, BBDR
생물학적 전파 biological transmission
생물학적 필요 biological need
생물학적동등성시험 bioequivanlence
test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수질]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생산성 지표 productivity index
생식능력, 번식력 fecundity
생식모세포 gametocyte
생식보건 reproductive health
생식샘자극주기 gonadotrophic cycle
생식세포, 배우자 gamete

생애과정 life course
생애주기 life cycle
생애주기역학 life-course epidemiology
생의학적 모형 biomedical model
생정자료 vital records
생정통계, 생정통계학 vital statistics
생존곡선 survival curve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
생존분율 survival proportion
생존율 survival rate
생존함수 survival function
생체 표지자 biologic marker
생체계측학 biometry
생체농축 bioconcentration
생체모니터링 biomonitoring
생체분석 bioassay
생체이용률 bioavailability
생체축적 bioaccumulation
생체표지자 biomarker
생태계 ecosystem
생태역학 ecoepidemiology
생태학적 모형 ecological model
생태학적 분석 ecological analysis
생태학적 상관성 ecological correlation
생태학적 오류 ecological fallacy
생태학적 전이 ecological transition
생태학적 접근 ecological approach
생태학적 환자-대조군연구 ecological
case-referent design
생태학적바이어스 ecological bias
생태학적연구 ecological study
생활습관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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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개입시험

수명손실년수

생활습관개입시험 lifestyle
intervention trial
생활습관병 lifestyle disease
생활터 중심 개입 setting-based
intervention
석면 asbestos
석면폐증 asbestosis
선별검사 screening (test)
선외 활동 extravehicular activity
선택바이어스 selection bias
선택적생존 selective survival
선택적생존바이어스 selective survival
bias
선행변수 antecedent variable
선행사망원인 underlying cause of
death
선행요인, 소인성 요인 predisposing
factors
선형모형 linear model
선형회귀 linear regression
설계바이어스 design bias
설계변수 design variable
설명변수 explanatory variable
설명연구 explanatory study
설문조사 questionnare survey
설문지 questionnaire
성 gender
성과평가 outcome assessment
성비 sex ratio
성숙, 성숙기 maturity
성인 식자율, 성인 문자해독률 adult
literacy rate

성장 지표, 성장성 지표 growth index
성장도표 growth chart
성차 female-male gap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s
세균설 germ theory
세균성이질 bacillary dysentery
세대기 generation time
세대효과 generation effect
세입 revenue
소극적 정의 negative definition
소독 disinfection
소비자보호적정수준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
소음성 난청 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
속성 attribute
손상관리 injury care
수돗물 tap water
수동감시체계 passive surveillance
system
수동면역 passive immunity
수레바퀴모형 wheel model
수리적 모형 mathematical model
수리적 분류학 numerical taxonomy
수면소체[말라리아] hypnozoite
수면주기 sleeping cycle
수명 life span
수명감소가능연수 years of potential
life lost, YPLL
수명손실가능년수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PYLL
수명손실년수 years of life lost, Y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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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손실예측년수

식품 섭취 빈도 설문지

수명손실예측년수 expected years of
life lost
수완진동증후군 hand arm vibration
syndrom, HAVS
수요 demand
수용 위험, 허용 위험, 허용위해[환경]
acceptable risk
수은 mercury, Hg
수은 구내염 mercurial stomatitis
수은증 merculialism
수익성 지표 profitability index
수인성질환 water-borne disease
수직적 보건사업 vertical health
program
수직전파 vertical transmission
수질관리 water quality management
수질기준 water quality standards
수행바이어스 performance bias
숙주 host
순간발생률 instantaneous incidence
rate
순위변수 ordinal variable
순위척도 ordinal scale, ranking scale
순응 1) acclimatization, 2) compliance
순이주율 net migration rate
순재생산율 net reproduction rate
순차설계 sequential design
순차적분석 sequential analysis
순환사고, 순환논법 circular reasoning
순환역학 circular epidemiology
숲그림, 숲도표 forest plot
스트레스 요인 stressor

스피어만순위상관 Spearman’s rank
correlation
습구·흑구온도지수 wet bulb glove
temparature index, WBGT index
시·도 보건행정조직 province health
administration
시간가중평균농도 time weighted
average, TWA
시간-공간/장소-사람 time-placeperson
시간생물학 chronobiology
시간적선후관계 temporality
시간-지역집락성 time-place cluster
시간지연, 시차 time lag
시간집락성 time cluster
시계열 time series
시버트 [방사선] sievert, Sv
시안화물 cyanide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시점유병률 point prevalence
시판후감시 postmarketing surveillance
시험 trial
식사기록(법)[영양] diet records, record
method
식생활 지침[영양] dietary guideline
식이력[영양] diet history
식이섭취빈도조사표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
식이섭취조사[영양] diet survey
식중독 food poisoning
식품 섭취 빈도 설문지 food-frequency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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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연구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신종감염병 emerging infectious
disease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실내공기오염 indoor air pollution
실내환경 indoor environment
실행가능성 feasibility
실행가능성연구 feasibility study
실험실 감시 laboratory surveillance
실험역학 experimental epidemiology
실험연구 experimental study
실험적 근거 experimental evidence
심층조사집단 focus group
심프슨 역설 Simpson’s paradox
쌍생아연구 twin study

식품 성분표 food composition table
식품매개질환 food-borne diseases
식품안전기준치 food safety objective,
FSO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
신경행동 검사 neurobehavioral test
신고대상질병 notifiable disease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한계 confidence limits
신뢰도 reliability
신생아사망률 neonatal mortality rate
신종/재출현감염병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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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코호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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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 입증되지않은 증거, 일화적 증거

암표지자 tumor markers
압력손상 barotrauma
압착증 squeeze
약물내성, 약제내성 drug resistance
약물역학 pharmacoepidemiology
약효세척단계 washout phase
양가속 eyeballs up acceleration
양성예측도 positive predictive value
양성우도비 positive likelihood ratio
양적메타분석 quantitative metaanalysis
양적자료 quantitative data
양측검정 two-tailed test
업무복귀 return to work
에너지 보정법 energy-adjusted method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모성아동보
건사업 Maternal-Child Health
Management Program
여행의학 travel medicine
여행자설사 traveler’s diarrhea
역량강화 empowerment
역사적 코호트연구 historical cohort
study

아연 zinc, Zn
아질산성 질소 nitrite nitrogen, NO2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수지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ABS
아토피피부염 atopic dermatitis
악행금지 nonmaleficence
안전계수 safety factor
안전기준 safety standards
안전성지표 safety index
안전수준 safe level, safety level
안전수칙 safety precaution
안전역 margin of safety
안정인구 stable population
알고리즘 algorithm
알코올 의존자 alcoholics
알파지수 α-index
암검진, 암선별검사 cancer screening
암등록 cancer registry
암모니아 ammonia, NH3
암모니아성 질소 ammonia nitrogen,
NH4-N
암역학 cancer epidem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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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층

예방시험

역전층 inversion layer
역치, 한계치 threshold
역학 epidemiology
역학연구 epidemiological research
역학자 epidemiologist
역학적 변천 epidemiologic transition
역학적 사례 정의 epidemiological
case definition
역학적 삼각형 epidemiologic triangle
역학적 일관성 epidemiological
coherence
역학적모형 epidemiological model
역할모형 role-model
역확률가중치부여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연관 [유전] linkage
연관불균형 [유전] linkage
disequilibrium
연관성, 관련성 association
연관성연구, 관련성 연구 association
study
연관성의 강도 strength of association
연관성의 일관성, 관련성의 일관성
consistency of association
연관성의 특이성 specificity of
association
연관성측도 measure of association
연구가능모집단 source population
연구계획서, 연구지침서 protocol
연구설계 design, study design
연구집단 study population
연구참여자 study participants

연령-기간 코호트분석 age-period
cohort analysis
연령별 (특수)율 age-specific rate
연령별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
연령부양비 age dependancy ratio
연령표준화 age standardization
연속변수, 연속형변수 continuous
variable
연역[논리], 공제[관리] deduction
연장임상시험 extended trial
열경련 heat cramps
열사병 heat stroke
열성/열성대립유전자 recessive
열스트레스 heat stress
열실신 heat syncope
열탈진 heat exhaustion
열파, 혹서(酷暑) heat wave
염색체손상성 clastogenic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영구적 소음성난청 permanent
threshold shift, PTS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영양 모니터링 nutrition monitoring
영양(소) 섭취량 nutrient intake
영양결핍 malnutrition
영점보정 calibration
영향력 분석 influence analysis
영향지수, 피인용지수 impact factor
예방가능분율 preventable fraction
예방된 분율 prevented fraction
예방시험 preventive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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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역설

우선순위

예방의 역설 prevention paradox
예방의료서비스 preventive medicine
service
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전문의 medical specialist of
preventive medicine
예방적 건강행태 preventive health
behavior
예방접종 immunization, vaccination
예방접종확대사업, 예방접종확대프로그램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EPI
예방치료 prophylaxis
예방효과 preventive effect
예비연구 study pilot investigation
예이츠보정 Yates’ correction
예측도 predictive value
오라민 auramine
오분류 misclassification
오분류바이어스 misclassification bias
오염 contamination, pollution
오염물질 pollutant
오존층 파괴 ozone layer destruction
오즈, 대응비 odds
오즈비, 교차비, 대응위험도 odds ratio,
OR
오차, 오류 error
오차막대 error bar
온실가스 greenhouse gases, GHGs
온열요인 thermal factor
온열조건 thermal condition
옹호, 지지, 주창 advocacy

옹호자 advocator
와이블모형 Weibull model
완전출산율 completed fertility rate
외견타당도 face validity
외기권 exophere
외래성 유행 exotic epidemic
외래이용률 utilization rate of outpatient department
외래진료 ambulatory care, outpatient
care
외부요인 extrinsic factor
외부유입 환례 imported case
외부효과 externalities
외삽, 외삽법 extrapolation
외인성물질, 생체이물질 xenobiotics
외잠복기 extrinsic incubation period
외적타당도 external validity
요구도 평가 needs assessment
요양원, 너싱홈 nursing home
요인 factor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요인설계 factorial design
욕구 want
용량, 투여량, 조사량 dose
용량-반응 모형 dose-response model
용량-반응 평가 dose-response
assessment
용존 산소 dissolved oxygen, DO
우도비 likelihood ratio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
우라늄 uranium, U
우선순위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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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유발인자, 촉발인자

우성 dominant
우세, 우점, 우성 dominance
우연 chance
우연한 연관성, 우연한 관련성 fortuitous
association
우주 대등 영역 space equivalent zone
우편설문조사 mail survey
운반숙주 transport host
원격 결정요인 distal (distant)
determinant
원인구명연구, 인과성 연구 etiological
study
원인망 web of causation
원인별(특수)율 cause-specific rate
원자(론)적오류, 개체화오류 atomistic
fallacy
원자료 raw data
원점이동 zero-time shift
월경성 환경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
웨클 [소음]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ECPNL
웰니스 모형 wellness model
위생 hygiene
위생차단선, 방역선 sanitary cordon,
cordon sanitaire
위약 placebo
위약효과 placebo effect
위양성률 false positive rate
위음성률 false negative rate
위치효과 position effect

위해 [환경] risk
위해, 유해, 위험 hazard
위해도 결정 [환경] risk
characterization
위해도 관리 [환경] risk management
위해도 소통 [환경], 위해도 커뮤니케이션
[환경] risk communication
위험 회피 risk averse
위험도 평가 [역학] risk appraisal
위험도모니터링 risk monitoring
위험도차 risk difference
위험도추정 risk estimation
위험도평가 risk evaluation
위험도평가[역학], 위해성평가[환경] risk
assessment
위험도표지자 risk marker
위험률 hazard rate
위험분담 risk sharing
위험성 평가 hazard assessment
위험성 확인 hazard idenfication
위험악순환 chains of risk
위험요인 risk factor
위험요인 관리 risk factor management
위험-편익분석 risk benefit analysis
위험-편익비 risk benefit ratio
유기염소계 organochlorine
유기용제 organic solvent, solvent
유기인계 organophosphorous
유기주석화합물 tributyltin, TBT
유도기 induction period
유동성인구 dynamic population
유발인자, 촉발인자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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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

음주

유병률 prevalance
유병률 조사 prevalence survey
유병률비 prevalence rate ratio, PRR
유병률연구, 단면연구 prevalence study
유병오즈비, 유병교차비 prevalence
odds ratio, POR
유병환자 prevalent case
유비쿼터스 의료, u-헬스 ubiquitous
health
유사성 analogy
유산율(비) abortion rate (ratio)
유의성검정 test of significance
유의수준 significance level
유전, 유전성 inheritance
유전/유전체질 heredity
유전결정론 genetic determinism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유전독성 발암물질 genotoxic
carcinogens
유전력연구 heritablilty study
유전역학 genetic epidemiology
유전율, 유전가능력 heritability
유전자 gene
유전자 발현 gene expression
유전자다형성 genetic polymorphisms
유전자독성 genotoxic
유전자변이 genetic drift
유전자연관 genetic linkage
유전자자리 locus
유전자재조합식품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GE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유전자형 genotype
유전적 감수성 genetic susceptibility
유전적 다양성 genetic diversity
유전중심주의 genetization
유전체 genome
유전체전장분석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GWAS
유전투과도/침투도 genetic penetrance
유전학적 선별작업 genetic screening
유전-환경상호작용 gene-environment
interaction
유지 단계 maintenance stage
유행곡선 epidemic curve
유행발생역치 epidemic threshold
유행병 epidemic disease
유행성 epidemic
유행조사 epidemic investigation
유효선량 [방사선] effective dose
유효의식시간 time of useful
consciousness, TUC
유효집단크기 effective population size
유효표본크기 effective sample size
육아상담실 well baby clinic
윤리심의위원회 ethics review committee,
ethical review committee
율, 비율 rate
음가속 eyeballs down acceleration
음성예측도 negative predictive value
음이온 계면활성제 alkyl benzene
sulfonate, ABS
음주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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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이산화규소, 규산

응급진료 emergency care
응답률, 회신율 response rate
응답바이어스 response bias
응용역학 applied epidemiology
의과학 medical science
의료 medical care
의료급여 medical aids
의료급여 수급권자 medical care
beneficiary
의료급여[미국], 메디케이드 Medicaid
의료기관 medical institution
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health
technology
의료보장 medical security
의료산업, 의료서비스 산업 medical
industry
의료수요 medical demand
의료의 질 quality of care
의료이용 medical utilization
의료이용도 조사 utilization review
의료장보기 medical shopping
의료전달체계 medical delivery system
의료정보학 medical informatics
의료지리학 medical geography
의료커뮤니케이션 medical
communication
의료행위 medical practice
의무기록 medical record
의무기록확인조사, 점검 medical audit
의사 진료비/ 의사 진찰료 physician fee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의사결정분석 decision analysis
의사결정지원체계 decision support
system, DSS
의사수 대 인구수 비 physician-topopulation ratio
의사유인 수요 physician induced
demand
의약분업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의인(성)/의원(성) iatrogenesis
의인성질환 iatrogenic disease
의인성효과 iatrogenic effect
의학, 의료 medicine
의학적 필요 medically defined need
의학주제표제어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의학통계학 medical statistics
이동평균 moving averages
이론역학 theoretical epidemiology
이민자연구 migrant study
이봉분포, 두봉우리분포 bimodal
distribution
이분산성 heteroscedasticity
이분형 변수 binary variable
이분형 자료 binary data,
dichotomous data
이분형 척도 dichotomous scale
이브롬화염화프로판
dibromochloropropane, DBCP
이산변수 discrete variable
이산자료 discrete data
이산화규소, 규산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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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인구집단전략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CO2
이산화토륨 thorium dioxide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sulfur dioxide,
SO2
이상반응 adverse reaction
이상반응보고체계 adverse reaction
reporting system
이식증 pica
이압성골괴사 dysbaric osteonecrosis
이압증 dysbarism
이웃대조군 neighborhood controls
이전시설화 transinstitutionalization
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
이중눈가림(법), 양측눈가림(법) double
blinding
이질성 heterogeneity
이차 약제 second-line drugs, SLDs
이차발병률 secondary attack rate
이차예방 secondary prevention
이차오염물질 secondary pollutants
이차자료 secondary data
이차적 이익, 부수적 이득 secondary
gain
이차접촉 secondary contact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economy class
syndrome
이타이이타이병 Itai-Itai disease
이항분포 binominal distribution
이해관계 밝힘 disclosure of interests
이해충돌, 이해갈등,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COI
이형접합체 heterozygote

이환 morbidity
이환기간연장 expansion of morbidity
이환기간축소 compression of morbidity
이환력(力) force of morbidity
이환율 morbidity rate
이환율조사 morbidity survey
이환지표 morbidity index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인간병원소 human reservoir
인간요인 이론 human factor theory
인과도표 causal diagram
인과성 causality
인과성 추론 causal inference
인과확률 probability of causation
인과흐름도 directed acyclic graph, DAG
인구과밀, 과밀집 overcrowding
인구동태 population dynamics
인구성장(률) population growth
인구정책 population policy
인구집단 기여분율 etiologic fraction
(population),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
인구집단기여위험도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
인구집단기여위험퍼센트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ercent
인구집단보건, 인구집단건강 population
health
인구집단예방전략 population
preventive strategy
인구집단전략 population st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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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조사

일정액 공제제

인구총조사 census
인구총조사 조사구 census tract
인구포화 disentrapment
인구피라미드 population pyramid
인구학 demography
인구학적이행 demographic transition
인-기간 person-time
인-년 person-year
인두제 capitation system
인류생태학 human ecology
인수공통감염병 zoonosis
인용횟수 impact numbers
인재 anthropogenic disaster, manmade disaster
인적변수 personal variable
인종집단역학 ethnoepidemiology
인지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인지부조화바이어스 cognitive
dissonance bias
인체계측(법), 신체계측(법)
anthropometry
인체노출안전기준 health based
guidance value, HBGV
인체상응농도 human equivalent
concentration, HEC
인체상응용량 human equivalent
dose, HED
인체외생체진단 xenodiagnosis
인체흡혈성, 인체기생성 anthropophilic
인터넷조사 internet survey
인플루엔자유사질환 influenza-like
illness, ILI

인혈흡혈지수 human blood index
일간 변이 day-to-day variation
일관성 consistency
일당진료비 per diem fee
일당진료비제, 일일진료비 daily charge
일반 세균수 general plate count
일반 주의지침, 일반 예방지침 universal
precautions
일반의약품 over the counter drug,
OTC drug
일반인구집단 general population
일반출산율 general fertility rate
일반화 generalizability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CO
일산화탄소혈색소 carboxyhemoglobin
일상사건 life events
일상생활능력, 일상수행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일시보균자 transient carrier
일시적 소음성난청 temporary threshold
shift, TTS
일일섭취한계량, 일일내용섭취량 tolerable
daily intake, TDI
일일섭취허용량 acceptable daily intake,
ADI
일일최저허용량 lowest acceptable
daily dose, LADD
일일추정섭취량 estimated daily intake,
EDI
일일추정최대섭취량 estimated
maximum daily intake, EMDI
일정액 공제제 deducti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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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가설

입증되지않은 증거, 일화적 증거

임상예방의학 clinical preventive
medicine
임상의학 clinical medicine
임상적 동등성, 임상적 등가상태 clinical
equipoise
임상적예측기준 clinical prediction rule
임상적의사결정분석 clinical decision
analysis
임상진료지침 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
임시건강진단 temporary health
examination
임신관련 사망 pregnancy-related
death
임신기간, 재태기간 gestation length
임신나이 gestational age
임신성 당뇨 gestational diabetes
임신수, 임신횟수 gravidity
임의 보험 voluntary insurance
입원격리 bedside isolation
입원이용률 utilization rate of
hospitalization
입원진료 inpatient care
입증되지않은 증거, 일화적 증거
anecdotal evidence

일차 가설 primary hypothesis
일차 자료 primary data
일차 진료 primary medical care, PMC
일차보건의료 primary health care,
PHC
일차보건의료역학 primary care
epidemiology
일차예방 primary prevention
일차오염물질 primary pollutants
일차의료 primary care
일차접촉 primary contact
일치, 일치성 concordance, concordant
일치계수 coefficient of concordance
일치율, 관찰일치율 agreement percent
일회성 사건, 유행 episode
임계단계 critical stage
임계인구수 critical population size
임계점 break point
임상계측학 clinimetrics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임상시험관리기준 good clinical
practice, GCP
임상역학 clinical epidemiology
임상예방서비스 clinical preven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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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자가관리

잠복기

ㅈ

자기관리, 자가관리 ~ 짝짓기[코호트내환자대조군연구]

자원기준 상대가치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
자원배분 resource allocation
자원의존이론 resource-dependent
theory
자유기 free radical
자유기업형 free enterprise patterm
자유도 degree of freedom, df
자유방임주의 Laissez-faire system
자조모임 self-help group
작업관련질환 work-related disease
작업장 환경측정 workplace
environment monitoring
작업장순시 workplace walkthrough
작업환경평가 occupational environment
assessment
잔류 농약 pesticide residue
잔류교란 residual confounding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POPs
잔류효과 carry-over effect
잔차 residual
잠복기 incubation period

자기관리, 자가관리 self-management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자기선별바이어스 self-selection bias
자기지각 self-awareness
자기통제 self-control
자료 data
자료 오염(섞임) data contamination
자료 정제, 데이터 클리닝 data cleaning
자료결합 record linkage
자료의 축약 reduction of data
자료처리 data processing
자료축약 data reduction
자발생환례/환자 autochthonous case
자발적참여자바이어스 volunteer bias
자산조사 means test
자아효능감 self-efficacy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
자연방사선 natural radiation
자연실험 natural experiment
자연증가(감소)율 natural rate of
increase (decrease)
자외선 ultraviolet radiation,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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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보균자

전자의무기록

잠복기보균자 incubatory carrier
잠재감염 latent infection
잠재기 latency period, latent period,
prepatent period
잠정최대내성일일노출량 provisional
maximum tolerable daily intake,
PMTDI
잠함병 caisson disease
장기요양 long term care
장기추세 secular trend
장애 disability, impairment
장애 요인, 장벽 barrier
장애보정손실년수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장애손실년수 years with disability,
YLD
장출혈성대장균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infection)
재감염 reinfection
재난역학 disaster epidemiology
재정지원바이어스 funding bias
재조합 recombination
재현성 reproducibility
저감 mitigation
저산소증 hypoxia
저온살균(법) pasteurization
저온유통체계 cold chain
저위험음주, 중등도음주 moderate
drinking
저주파 low frequency wave
저체온증 hypothermia
저체중출생 low birth weight

저출산 low fertility
적격기준 eligibility criteria
적격집단 eligible population
적극적 건강 positive health
적외선 infrared radiation
적용범위 coverage
적응 adaptation
적조현상 red tide
적합도 1) fitness, 2) goodness of fit
적합도검정 goodness of fit test
전구물질 precursor
전국민건강보험 universal health
insurance
전달 용량 delivered dose
전달불균형검정 transmission
disequilibrium test
전략 strategy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
전문가주의, 직업전문성
professionalism
전문의 제도 medical specialist system
전세계 질병부담 global burden of
disease, GBD
전신진동장해 whole body vibration
syndrome
전염기 communicable period
전염기간 period of communicability
전염력 communicability
전염병 communicable disease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 holistic model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 eMF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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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학

제로보고

EMR
전통의학 traditional medicine
전파 양식 transmission mode
전향적 지불방법 forward payment
system
전향적 코호트연구 prospective cohort
study
전향적(성) 연구 prospective study
전화조사 telephone survey
절대섭취(량) absolute intake
절대위험도 absolute risk, AR
절대효과 absolute effect
절지동물매개감염병 arthropod-borne
disease/infection
점근곡선, 근사곡선 asymptotic curve
점근법, 근사법 asymptotic method
점도표 dot plot, dot chart
점유율 occupancy rate
점지도 spot map
접근성 accessibility
접종 inoculation
접촉 contact (of an infection)
접촉, 접촉의 contagion, contagious
접촉감염설 contact infection theory
접촉률 contact rate
접촉성 두드러기 contact urticaria
접촉자 추적 contact tracing
접촉전파 contact transmission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정규성 normality
정량한계 limit of quantitation, LOQ
정밀도 precision

정보 information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정보바이어스 information bias
정보보고체계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IRS
정보자원관리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
정보체계 information system
정보학 informatics
정보화전략기획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상한계 normal limits
정신보건센터 mental health center
정신요양시설 mental recuperation
center
정신위생운동 mental hygiene
movement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정신장애인 mentally disabled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정액수혜제 indemnity
정자기장 magnetostatic field
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정책결정 과정 policy-making process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의제 policy agenda
정확도 accuracy
제1세대 F1
제1종오류 type Ⅰ error, α-error
제2종오류 type Ⅱ error, β-error
제곱합 sum of squares
제로보고 zero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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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지불제도

제초제 herbicide
조감도 perspective plot
조건부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
조기경보체계 early warning system
조기발견 early detection
조기발견바이어스 lead time bias
조기발견시간 lead time
조기임상진단 early clinical detection
조류유행병 epornithic
조사 survey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 crude
mortality rate
조사완성률 completion rate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조정변수 moderator variable
조출생률 crude birth rate
조화평균 harmonic mean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종양유전자 oncogene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
좌표 coordinates
주간 보호소 day care center
주관적 필요, 인지 욕구 felt need,
perceived need
주기변동 cyclic variation
주기성 periodicity
주산기사망률 perinatal mortality rate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체-환경계 host-environmental
system
준거집단 reference population

준공공재 quasi-public goods
준비 단계 preparation stage
준수 adherence
준실험연구 quasiexperimental study
줄기-잎 그림 stem-and-leaf display
중간변수 intermediate variable,
intervening variable
중간숙주 intermediate host,
paratenic host
중간원인 intervening cause
중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
중금속, 유해금속 heavy metal
중도탈락바이어스 bias due to
withdrawals
중복감염, 균교대감염 superinfection
중심극한정리 central limit theorem
중심집중경향 central tendency
중앙값 median
중피종 mesothelioma
증상발현전질병 preclinical diseases
증식형 유행곡선 propagated epidemic
curve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지리정보학 geomatics
지방보건행정체계 local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지방분권화 decentralization
지불 용의 willingness to pay, WTP
지불제도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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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직접비용

지역사회정신보건 community mental
health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지역사회진단 community diagnosis
지역사회참여 community participation
지역표본추출 area sampling
지역화 regionalization
지역화, 국소화 localization
지연된 퇴행성질환시대 era of delayed
degenerative diseases
지연시간 lag time
지표, 지수 index
지표변수 indicator variable
직무긴장도모형 job strain model
직무스트레스 job stress
직업병 감시체계 occup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
직업보건 occupational health
직업보건관리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직업보건서비스 occupational health
service
직업보건조직 occupational health
organization
직업환경의학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직장보험 medical insurance for
industrial workers
직접모성사망 direct obstetrical death
직접보정 direct adjustment
직접비용 direct cost

지속가능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성, 연속성 continuity
지속성,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지속오염원유행, 지속노출유행 continuing
source epidemic (outbreak)
지식공동체 epistemic communities
지식공동체 문화 epistemic cultures
지식-태도-실천 모형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KAP) model
지역 변수 local variable
지역보건의료 community health care
지역보건의료계획 community health
care plan, district health care
system
지역보험 medical insurance for
self-employees
지역사회 개입 communitywide
intervention
지역사회 예방의료서비스 community
preventive medicine service
지역사회 참여 연구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지역사회기반 보건사업 communitybased health service
지역사회기반 재활사업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지역사회대조군 community control
지역사회동원 community mobilization
지역사회보건 community health
지역사회시험 community trial
지역사회의학 communit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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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연관성

집락표본추출

직접연관성 direct association
직접접촉 direct contact
직접표준화 direct standardization
직접확률검정법 exact test
직접확률법 exact method
진동 vibration
진료권 분석 지표 medical catchment
area index
진료량 지표 hospital volume index
진료비 medical (care) fee
진료비 보상방식 compensation
method of medical (care) fee
진료수익 지표 medical profit index
질가중치 quality weight
질관리 quality control, QC, quality
management
질병감시 disease surveilllance
질병과 기근 시대 era of disease and
famine
질병등록체계 diseases registry
질병모형 disease model
질병발현 범위 spectrum of disease
질병부담 burden of disease, BOD
질병분류학 nosology, nosography,
taxonomy of disease
질병빈도조사 diseases frequency
survey
질병사건 spell of sickness
질병오즈비 diseases odds ratio
질병의 원인 causation of disease
질병의 자연사 natural history of
disease

질병의 태내기원가설 fetal origins
hypothesis
질병지도화 disease mapping
질병진행바이어스 disease progression
bias
질병초기환례군 코호트 inception
cohort
질병행태 illness behavior
질보장 quality guarantee
질보정기대여명 quality-adjusted life
expectancy, QALE
질보정수명 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
질보증 quality assurance, QA
질산성 질소 nitrate nitrogen, NO3
질소마취현상 nitrogen narcosis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s, NOx
질식제 asphyxiant
질적메타분석 qualitative metaanalysis
질적변수 qualitative data
질적연구 qualitative research
질향상 quality improvement
질환, 장애 disorder
질환, 질병 illness
집단면역 herd immunity
집단발병 outbreak
집단발병조사 outbreak investigation
집단유전학 population genetics
집락 cluster
집락분석 cluster analysis
집락표본추출 cluster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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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락형성

짝짓기[코호트내환자대조군연구]

집락형성 colonization
집합화바이어스 aggregation bias
집합화오류 aggregative fallacy
짝지은 대조군 matched controls

짝지은 표본 paired samples
짝짓기 matching
짝짓기[코호트내환자대조군연구]
counter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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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오분류

최대 내성용량

ㅊ

차별적 오분류 ~ 친핵성

super-aged society, ultra-aged
society
초과발암위해도 excess cancer risk,
ECR
초과위험 excess risk
초기하분포 hypergeometric distribution
초미세먼지 PM2.5
초자공 백내장 glassblower’s cataract
촉진요인 precipitation factors
촉진자 promoter
총 노출, 통합 노출 aggregate exposure
총 에너지 섭취(량) total energy intake
총괄계약제 negotiation system
총괄평가 summative rating
총액예산제 global budget system
총재생산율 gross reproduction rate
총질병부담 global burden of disease,
GBD
총트리할로메탄류 total trihalomethane
최근접이웃방법 nearest neighbor
method
최대 기준 maximum level, ML
최대 내성용량 maximum tolerance

차별적 오분류 differential
misclassification
차원 dimensionality
참고노출량 reference exposure level,
REL
참양성률 true-positive rate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참여자 participant
참음성률 true-negative rate
참호족 trench foot
처방 prescription
척도 1) parameter, 2) scale
천정값 ceiling, TLV-C
철 iron, Fe
첨단의료 hightech medical care
첨도 kurtosis
청력보호구 hearing protection devices
청석면 crocidolite
체계적고찰 systematic review
체계적오류, 계통오차 systematic error
체온조절 thermoregulation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초고령사회 hy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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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출범위

친핵성

dose
최대 노출범위 maximum exposure
range, MER
최대 노출한계 maximum exposure
limit, MEL
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e
최대잔류허용기준 maximum residue
limit, MRL
최빈값 mode
최소위해기준 minimal risk level, MRL
최소제곱 least squares
최저영향수준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AEL
최적표준, 최적기준 gold standard
추론 inference
추세변동 secular cyclicity
추적 follow-up
추적 탈락, 추적불능 lost to follow-up
추적조사연구 follow-up study
추적탈락 바이어스 follow-up loss bias
추정 estimation
추정 노출용량 estimated exposure
dose, EED
추정값 estimate
추정량 estimator
축 axis
출산력 fertility
출산수 parity
출산율, 출산비 fertility rate (ratio)
출생 live birth
출생간격 birth interval

출생률 birth rate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출생체중 birth weight
출생코호트 birth cohort
출판바이어스 publication bias
출현 emergence
충격가속 impact acceleration
충란수 worm count
충분원인, 충분조건 sufficient cause
취약기, 위급기 critical period
취약성 vulnerability
취약집단 vulnerable population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vulnerable
study subject
측정 타당도 measurement validity
측정도구바이어스 bias due to
instrumental error
측정바이어스 measurement bias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
측정척도 measurement scale
층 stratum
층화 stratification
층화무작위배정법 stratified
randomization
층화무작위표본추출 stratified random
sampling
치료자 고르기/ 의사 쇼핑 healer
shopping
치료효과시험 therapeutic trial
치명률 case fatality rate, fatality rate
치주병 periodontal disease
친핵성 nucleophi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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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클로로플루오로카본

ㅋ

카드뮴 ~ 클로로플루오로카본

코호트연구 cohort study
코호트효과 cohort effect
코흐가설 Koch’s postulates
콕스비례위험모형 Cox model,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proportional hazards model
큐열 Q fever
크론바하알파계수 Cronbach’s alpha
크롬 chromium, Cr
큰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
클로로메틸에테르 chloromethyl ether
클로로플루오로카본
chlorofluorocarbons, CFCs

카드뮴 cadimium, Cd
카바메이트계 carbamate
카이제곱검정 chi-square(χ²) test
카이제곱분포 chi-square(χ²)
distribution
카파지수 kappa index
카파통계량 kappa statistics
카플란-마이어법 Kaplan-Meier method
케틀레 지수 Quetelet’s index
코크스로 배출물질 coke oven
emissions, COE
코호트기울기 cohort slope
코호트내 환자대조군연구 nested casecontro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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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팀 접근

ㅌ

타당도 ~ 팀 접근

통계적오차 statistical error
통계적유의성 statistical significance
통계적추리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지도 cartogram
통합오염관리방안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PC
퇴치 elimination
투과도 penetrance
투입 input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TCE
특수건강진단 special health
examination
특수사망률 specific death rate,
specific mortality rate
특이도 specificity
특이면역 specific immunity
특이사건자동보고체계 exception
flagging system, exception
reporting system
특이체질/특이습관 idiosyncracy
틀, 패러다임 paradigm
팀 접근 team approach

타당도 validity
타당도검정 validity test
타운젠드점수 townsend score
탁도[수질] turbidity
탈락 dropout
탈락, 소모 attrition
탈락바이어스 attrition bias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탐색연구 exploratory study
태아사망 fetal death
태아사망증명서 fetal death certificate
태아알코올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
토착병, 풍토병 endemic disease
토착성 endemic
토착성 발생 endemicity
토착환례 indigenous case
톨루엔 toluene
통계, 통계학 statistics
통계검정 statistical test
통계량 statistic
통계적검정력 statistical power
통계적독립성 statistical independence
통계적모형 statis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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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최적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ㅍ

파레토 최적 ~ 필요원인, 필요조건

평등 equality
평면선형회귀곡선 plane surface line
regression curve
평생위험도 lifetime risk
평소 섭취 usual intake
평행설계 parallel design
폐 과팽창 증후군 pulmonary over
inflation syndrome
폐쇄인구집단 closed population
폐쇄코호트 closed cohort
포괄수가제 diagnosis related groups,
DRGs
포괄적 보건의료 comprehensive
health care
포괄적 의료체계 comprehensive
medical system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포아송분포 Poisson distribution
포함기준, 선정기준 inclusion criteria
포획-재포획법 capture-recapture
method
폰더랄지수 ponderal index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polyvinyl chloride,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ity
파이도표, 원도표 pie chart
파트너십 partnership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판별함수분석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패널연구 panel study
패러쾃 paraquat
페나세틴 phenacetin
펠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편의표본 convenience sample,
haphazard sample
편익 benefit
편차 deviance
평가 evaluation
평가 척도 rating scale
평가기준 criteria for evaluation
평균 average, mean
평균기대여명 average life expectancy
평균비용 average cost
평균재원일수 average length of stay
평균차이도표 mean-differenc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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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필요원인, 필요조건

rate
표준화사망비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표준화율 standardized rate
표지자 marker
표집집단 sampled population
표현도 expressivity
표현형 phenotype
표현형모사 phenocopy
프랄리독심 pralidoxime, PAM
프리온 prion
피레스로이드계 pyrethrin
피보험자 insured
피셔의 직접확률법 Fisher’s exact test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피어슨 카이제곱 Pearson’s chi-square
피인용분율 impact fraction
필요, 요구 need
필요원인, 필요조건 necessary cause

PVC
표본 sample
표본감시체계, 보초감시체계 sentinel
surveillance
표본변이 sampling variation
표본오차 sampling error
표본의 크기 sample size
표본추출 sampling
표본추출바이어스 sampling bias
표본추출틀 sampling frame
표적집단 target population
표준오차 standard error
표준인구 standard population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표준화 standardization
표준화발생비 standardizied incidence
ratio, SIR
표준화비율비 standardized rate ratio,
SRR
표준화사망률 standardized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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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와인버거 법칙

현장역학

ㅎ

하디-와인버거 법칙 ~ 히스토그램

항원 소변이 antigenic drift
항원성 antigenicity
항체 antibody
해석바이어스 interpretive bias
해양오염 marine pollution
해킷비장척도 Hackett spleen
classification
핵가족 nuclear family
행동치료 behavior therapy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행태, 행동, 행위 behavior
행태위험요인 behavioral risk factor
행태유행 behavioral epidemic
허리둘레 waist circumference
허용 용량 permissible dose
허용노출기준 permissible exposure
limit, PEL
허용상한섭취량 upper level of intake,
UL
허용오차 tolerance
허용한계치 threshold limit value, TLV
현장시험 field trials
현장역학 1) field epidemiology,

하디-와인버거 법칙 Hardy-Weinberg
law
하디-와인버거 평형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학습이론 learning theory
한계 수준 action level
한계밀도 threshold density
한계비용 marginal cost
한의학 Korean Medicine
할당표본추출법/할당표집법 quota
sampling
할인율 discount rate
함수 function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합성지수, 구성지수 composite index
합치성, 일관성 coherence
항공우주환경 aerospace environment
항상성 homeostasis
항원 antigen
항원 대변이 antigenic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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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회귀선

2) shoe-leather epidemiology
현지조사 field survey
혈연, 혈연의 consanguinity,
consanguine
혈청 불일치의 serodiscordant
혈청 일치의 seroconcordant
형제 대조군 sibling controls
형평 equity
혜택 benefit
호르메시스 hormesis
호손효과 Hawthorne effect
화학예방, 약물예방 chemoprophylaxis
화학요법 chemotherapy
화학적 산소요구량[수질] chemical
oxygen demand, COD
화학적 질식제 chemical asphyxiant
확률 probability
확률과정, 추계학적과정 stochastic
process
확률밀도 probability density
확률변수 random variable
확률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적 영향 stochastic effects
확률표본 probability sample
확률표본추출 probability sampling
확산이론 diffusion theory
확인 ascertainment
확인바이어스 1) ascertainment bias,
2) confirmation bias
확인조사, 감사 audit
환경 유래 잔류허용기준 extraneous
maximum residue limits, EMRL

환경노출 environmental exposure
환경보건 environmental health
환경성질병부담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EBD
환경역학 environmental epidemiology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환경오염 environmental pollution
환기 ventilation
환원주의 reductionism
환자 만족도 patient satisfaction
환자교차연구 case-crossover study,
case-time-control design
환자교차연구설계 case-crossover
design
환자군 단독연구 case-only study
환자대조군연구 case-control study,
case-comparison study, case
referent study
환자역할행태 sick role behavior
환자-의사 관계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환자중심성 patient-centeredness
환자코호트연구 case-cohort study
환자환자연구 case-case study
활성대사물 active metabolite
황사 yellow sand, yellow dust, Asian
dust
황화수소 hydrogen disulfide, H2S
회귀모형 regression model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회귀선 regres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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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보균자, 회복기병원체보유자

히스토그램

후광효과 halo effect
후기모성사망 late maternal death
후기신생아사망률 postneonatal
mortality rate
후성유전 epigenetic inheritance
후성유전체 epigenome
후성유전학 epigenetics
후천면역 acquired immunity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 AIDS
후향적 지불제도 backward payment
system
후향적 코호트연구 retrospective
cohort study
후향적(성) 연구 retrospective study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흄 fume
흐름도 flow chart, flow diagram
흡수선량 [방사선] absorbed dose
흡착 adsorption
히스토그램 histogram

회복기보균자, 회복기병원체보유자
convalsescent carrier
회복력 resilience
회상바이어스 recall bias
회전문 현상 revolving door phenomena
효과 effect
효과, 효과성 effectiveness
효과생체표지자 biomarkers of effects
효과수정, 효과변경 effect modification
효과수정변수 modifying factor
효과수정인자, 효과변경인자 effect
modifier
효과측정 effect measure
효능 efficacy
효능, 역가, 잠재력 potency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효용 utility
효용가중치 utility weight
효용기반단위 utility-based units
효용성 usefulness
효율, 효율성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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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회 분량

z값

1 ~ 기타

1인 1회 분량 ~ z값

F검정 F test
F분포 F distribution
p값 p value (p-value)
ROC곡선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curve, ROC curve
t검정 t-test
z점수 z score
z값 z-value

1인 1회 분량 portion size
1인당 섭취량 per capita intake rate
1일 섭취(량)[영양] daily intake
1회 제공량 (영양) serving sizes
2,5-헥산디온 2.5-hexanedione
24시간 식사 회상법 twenty-four hour
dietary recall
24시간 회상법 [영양] 24-hour recall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4분할표 fourfold table
4-아미노비페닐 4-aminobiphenyl
50% 감염량 infective dose 50%, ID50
50% 독성량 toxic dose 50%, TD50
50% 유효량 effective dose 50, ED50
50% 치사농도 lethal concentraion
50%, LC50
50% 치사량 lethal dose 50%, L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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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역학·공중보건학 용어

주요 보건의료단체와 사업

영한용어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 독성물질 및 질환등록청
[미국]
Alma-Ata declaration/Declaration of Alma-Ata 알마아타선언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산업위생가협회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질병관리본부[한국, 미국]
Community Health Survey, CHS 지역사회 건강조사[한국, 캐나다]
Conference of Parties, COP 기후변화당사국회의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환경보호청[미국]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EIS 역학조사관(제도)
Free Trade Agreement, FTA 자유무역협정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Promotion Foundation, HPAF 건강증진재단[한국]
Helsinky declaration 헬싱키선언
Human Genome Epidemiology Network, HUGENET 인간유전체역학네트워크
Institut National de la Sante et de la Rescherche Medicale, INSERM 국립 보건연구원
[프랑스]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국제인구회의
International Cooperation Doctor 국제협력의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국제 보건규칙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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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국제백신연구소
Joint 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 의료기관신임
합동위원회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 Care, 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KOHI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KOIHA 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
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KIDS 한국의약폼안전관리원[한국]
Korea International Coorporation Agenc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Medical Dispute Meditation and Arbitration Agency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국민건강영양조사[한국]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YRBWS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한국]
Kyoto Protocol 교토 의정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보건복지부[한국]
Montreal Protocol 몬트리얼 의정서
National Cancer Center, NCC 국립암센터[한국]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암연구센터[미국]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국가암검진사업[한국]
National Center of Environmental Health, NCEH 국립환경보건센터[미국]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국민건강영양조사[한국, 미국]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국민건강보험법[한국]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한국]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국민건강보험체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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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국민건강 보험[한국]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국민건강 증진기금[한국]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Health Plan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한국]
National Health Promotion Service(s) or Program 국민건강증진사업[한국]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국립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미국]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국립직업안전보건원[미국]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 국립환경보건원[미국]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국립환경과학원[한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국립보건원[미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한국연구재단[한국]
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국가 독성관리프로그램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직업안전보건청[미국]
Ottawa charter 오타와 헌장
Social Security Act 사회보장법
Surgeon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보건정책관[미국]
The Armed Forces Health Services School 국군군의학교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규제국제협약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The Global Fund, GF 더글로벌펀드, 세계기금
The Green Carbon Fund, GCF 녹색 기후 기금
The Poor Relief Act 구빈법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유엔 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리우회의,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 연합 회의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유엔 환경계획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에이즈계획
United Nations, UN 국제연합
USEPA/ EPA 환경보호청[미국]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of WHO, WPRO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국

129

World Bank, WB 세계은행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보건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세계무역기구

130

한영용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건강증진재단[한국] Health Promotion Foundation, HPAF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구빈법 The Poor Relief Act
국가독성관리프로그램 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국가암검진사업[한국]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국군군의학교 The Armed Forces Health Services School
국립보건연구원[프랑스] Institut National de la Sante et de la Rescherche Medicale,
INSERM
국립보건원[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미국]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국립암센터[한국] National Cancer Center, NCC
국립직업안전보건원[미국]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국립환경과학원[한국]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국립환경보건센터[미국] National Center of Environmental Health, NCEH
국립환경보건원[미국]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
국민건강보험[한국]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한국]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국민건강보험법[한국]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국민건강보험체계[한국]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국민건강영양조사[한국, 미국]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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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한국]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국민건강증진기금[한국]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국민건강증진사업[한국] National Health Promotion Service(s) or Program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한국]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Health Plan
2010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국제백신연구소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국제보건규칙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국제연합아동기금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국제인구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협력의사 International Cooperation Doctor
기후변화당사국회의 Conference of Parties, COP
녹색 기후 기금 The Green Carbon Fund, GCF
담배규제국제협약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더글로벌펀드, 세계기금 The Global Fund, GF
독성물질 및 질환등록청[미국]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
리우회의,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 연합 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몬트리얼 의정서 Montreal Protocol
보건복지부[한국]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보건정책관[미국] Surgeon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산업위생가협회[미국]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국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of WHO, 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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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World Bank, WB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알마아타선언 Alma-Ata declaration/Declaration of Alma-Ata
암연구센터[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역학조사관(제도)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EIS
오타와 헌장 Ottawa charter
유엔 인간환경회의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유엔 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유엔에이즈계획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의료기관신임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
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KOIHA
인간유전체역학네트워크 Human Genome Epidemiology Network, HUGENET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지역사회건강조사[한국, 캐나다] Community Health Survey, CHS
직업안전보건청[미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질병관리본부[한국,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한국]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YRBWS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 Care, KOFIH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rporation Agency, KOICA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KOHI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한국연구재단[한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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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 Korea Medical Dispute Meditation and Arbitration
Agency
한국의약폼안전관리원[한국] 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KIDS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KEIT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헬싱키선언 Helsinky declaration
환경보호청[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환경보호청[미국] USEPA/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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