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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비교 신의미

A abdominal breathing 호흡 복식호흡
abdominal respiration 호흡 복식호흡
acapnia 변경 이산화탄소결핍증
accessory bronchus 호흡 부기관지
accessory lobe 호흡 부폐엽
accessory nasal sinus 변경 부속비강
accesory trachea 호흡 부기관지
acid fast 변경 항산-
acid fast bacteria 호흡 항산균
acid-base balance 호흡 산염기평형
acid-base disturbance 호흡 산염기평형이상
acid-base equilibrium 동일 산염기평형



acidemia 변경 산혈증
acidophil 호흡 호산성
acidosis 동일 산증
acinus 변경 샘꽈리, 세엽
acommodation to high altitude 호흡 고지적응
acquired immunity 변경 후천면역
acrocyanosis 변경 말단청색증
Actinomyces 변경 바퀴살균, 방선균
actinomycosis 변경 바퀴살균증, 방선균증
action plan 해추 행동지침
active immunity 변경 능동면역
acute lung injury (ALI) 해추 급성폐손상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동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denocarcinoma 변경 샘암종, 선암종
adenocystic carcinoma 변경 샘낭암종, 선낭암종
adenoma 변경 샘종, 선종
adenomatosis 변경 샘종증
adenomatous hyperplasia 변경 샘종과다형성
adenosine deaminase (ADA) 변경 아데노신아미노기제거효소,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 아데노신탈아미노기효소
adenovirus 동일 아데노바이러스
adhesion 변경 유착, 부착
adhesive pleurisy 변경 유착가슴막염, 유착흉막염
adjunctive therapy 호흡 부가 요법
adjuvant chemotherapy 호흡 보조화학요법
advanced cancer 동일 진행암
aeration 변경 환기, 통기
aerial infection 변경 공기감염, 흡입감염
aerobic 변경 산소성-



aeroembolism 변경 공기색전증
aerophagia 변경 공기삼킴증
aerophilous 호흡 호기성
aerophobic 호흡 혐기성
aerosol 변경 분무제, 에어로졸
aerosol treatment 호흡 분무요법
aerotherapy 호흡 분무요법
afebrile 변경 무열, 열없는
afibrinogen(a)emia 변경 무피브리노겐혈증, 무섬유소원혈증
agammaglobulin(a)emia 동일 무감마글로부린혈증
agenesis 변경 무발생
agglutination 변경 응집
agglutinin 동일 응집소
agranulocytosis 동일 무과립구증
air bronchogram 변경 공기기관지조영상
air conditioner disease 호흡 에어컨디션병(냉방병)
air conduction 동일 공기전도
air embolism 동일 공기색전증
air leak 동일 공기누출
air pollution 동일 대기오염
air trapping 변경 공기걸림 
air-blood barrier 호흡 공기-혈액관문
air-fluid level 호흡 공기액체층 
airway 변경 1.기도, 숨길 2.기도유지기  
airway conductance 동일 기도전도도
airway hyperresponsiveness 해추 기도과민성
airway remodeling 해추 기도재형성
airway resistance 동일 기도저항



alkalemia 동일 알칼리혈증
alkali reserve 변경 1.알칼리예비 2.알칼리예비력
alkalosis 동일 알칼리증
allergen 변경 알레르기항원
allergic 호흡 알레르기-
allergic alveolitis 호흡 알레르기 폐포염
allergic asthma 변경 알레르기천식
allergic bronchopulmonary aspergillosis (ABPA) 동일 알레르기기관지폐아스페르길루스증
allergic granuloma 호흡 알레르기 육아종
alpha-1-antitrypsin 동일 알파-1-항트립신
altitude disease 호흡 고산병, 고소병
aluminium lung 호흡 알루미늄 폐
alveolar 변경 폐포-, 허파꽈리-   
alveolar air 호흡 폐포공기
alveolar calcification 호흡 폐포석회화
alveolar calcinosis 호흡 폐포석회증
alveolar cell carcinoma 호흡 폐포세포암
alveolar duct 변경 폐포관, 허파꽈리관
alveolar dysplasia 호흡 폐포형성부전, 폐포발육부전, 폐포형성장애
alveolar epithelial cell 호흡 폐포상피세포
alveolar epithelium 호흡 폐포상피
alveolar gas 변경 폐포가스, 꽈리기체
alveolar gas exchange 변경 폐포가스교환, 허파꽈리가스교환
alveolar hypoventilation 변경 폐포저환기, 허파꽈리저환기
alveolar macrophage 변경 허파꽈리큰포식세포, 폐포대식세포
alveolar microlithiasis 호흡 폐포미석증
alveolar phagocytes 호흡 폐포식세포
alveolar pore 호흡 폐포공



alveolar pressure 호흡 폐포압, 폐포내압
alveolar proteinosis 호흡 폐포단백증
alveolar sac 변경 꽈리주머니, 폐포낭    
alveolar saccule 변경 폐포주머니, 꽈리주머니, 폐포소낭
alveolar surfactant 호흡 폐포표면활성물질
alveolar ventilation 변경 폐포환기, 허파꽈리환기
alveolar ventilation ratio 변경 폐포환기율, 허파꽈리환기율

alveolar volume 의추 폐포용적, 허파꽈리용적
alveolar wall cell 호흡 폐포벽세포
alveolar-arterial oxygen tension difference ((A- 동일 폐포동맥간산소분압차
alveolar-capillary barrier 호흡 폐포모세혈관장벽
alveolar-capillary block syndrome 호흡 폐포모세혈관차단증후군
alveolar-capillary membrane 의추 폐포모세혈관막, 허파꽈리모세혈관막
alveolitis 변경 폐포염, 허파꽈리염
alveolobronchiolar transport mechanisms 호흡 폐포세기관지수송기전, 폐포세기관지이송기전
alveolus 변경 폐포, 허파꽈리
amebic lung abscess 호흡 아메바 폐농양
amphoric respiration 호흡 공동 호흡음
amyloid 변경 아밀로이드
amyloid degeneration 변경 아밀로이드 변성
amyloidosis 변경 아밀로이드증
an(a)erobic 변경 무산소-, 산소부족-    
anaerobic bacteria 변경 혐기균, 무산소균  
anaphylaxis 변경 아나필락시스
anaplasia 변경 역형성
anaplastic carcinoma 변경 역형성암종
anastomosis 변경 연결, 문합
anatomical dead space 변경 해부학적사강, 해부학죽은공간 



anemic anoxia 변경 빈혈무산소증
aneurysm 변경 1.동맥류, 동맥자루 2.류, 꽈리, 자루
angiosarcoma 동일 혈관육종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s 변경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앤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angiotensin-converting enzyme(ACE) 동일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noxemia 변경 무산소혈증
anoxia 변경 무산소증
anthracosis 변경 석탄가루증, 탄분증   
anthrax 의추 탄저병
anthrax pneumonia 호흡 탄저균폐렴
anti-anaphylaxis 변경 항아나필락시스
antibacterial 변경 항균-
antibiotics 호흡 항생제
antibody 동일 항체
anticancerous 호흡 항암성, 항종양성
antigen 동일 항원
antigen-antibody reaction 동일 항원항체반응
antigenicity 동일 항원성
antihistamine 동일 항히스타민제
antihistaminic 변경 항히스타민-
antimetabolite 호흡 항대사약제, 대사길항물질, 항대사물질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ANCA) 변경 항중성구세포질항체
antioxidants 호흡 항산화제
antiprotease 호흡 항단백효소
antiseptic 변경 1. 방부-, 2. 방부제
antitrypsin 동일 항트립신 (철자 수정)
antituberculous 호흡 항결핵
antituberculous drugs 호흡 항결핵제



aortic hiatus 변경 대동맥구멍
aorto-pulmonary shunts 호흡 대동맥-폐동맥단락
apex of the lung 변경 폐꼭대기, 허파꼭대기
apical 변경 꼭대기쪽-
apicolysis 호흡 폐첨박리(증)
aplasia of the lung 호흡 폐형성부전
apnea 동일 무호흡
apnea index 호흡 무호흡지수
apneusis 변경 지속들숨, 지속흡입    
apneustic center 변경 지속흡입중추
APUD system 호흡 APUD계
apyrexia 변경 열없음, 무발열 
arc-welder's lung 호흡 전기용접공폐
argentaffine cell 변경 호은세포
argyrophile 변경 호은-
argyrophile cell 변경 호은세포
arrest 동일 정지
arterial blood 변경 동맥혈액, 동맥피    
arterial pressure 변경 동맥압, 동맥혈압 , 혈압
arterialization 동일 동맥혈화
arteriovenous anastomosis 변경 동정맥연결
arteriovenous aneurysm 변경 동정맥류, 동정맥자루
arteriovenous fistula 변경 동정맥루, 동정맥샛길    
arteriovenous malformation 동일 동정맥기형
artificial 변경 인공-
artificial breathing 호흡 인공호흡
artificial pneumothorax 호흡 인공기흉(법)
artificial respiration 동일 인공호흡



artificial ventilation 호흡 인공환기 (호흡)
arytenoid cartilage 변경 모뿔연골
asbestos 호흡 석면
asbestos body 변경 석면소체
asbestosis 변경 석면증
ascariasis 동일 회충증
aspergilloma 변경 아스페르길루스종
aspergillosis 변경 아스페르길루스증
aspergillus 변경 아스페르길루스(속)
asphyxia 동일 질식
aspiration 동일 흡인
aspiration pneumonia 변경 흡인폐렴
assisted ventilation 동일 보조환기, 보조호흡
asthma 동일 천식
asthmatic bronchitis 변경 천식기관지염
atelectasis 변경 무기폐, 폐확장부전    
atmosphere 변경 1. 대기 2. 기압 3. 분위기    
atopy 동일 아토피
atrial 호흡 심방의, 폐소방의
atropine 동일 아트로핀
atypical mycobacteria 변경 비정형항산균, 비정형미코박테리아
atypical Mycobacterium 변경 비정형미코박테륨
auscultation 변경 청진
autoimmune 변경 자가면역-
autoimmune disorder 변경 자가면역질환
autonomic nervous system 변경 자율신경계통, 자율신경계  
autophagy 해추 자가포식현상
autoregulation 변경 자동조절



avian tuberculosis 호흡 조류결핵증
azotemia 변경 질소혈증
azygoesophageal recess 호흡 기정맥식도함요
azygos lobe 변경 기엽, 홑허파엽    
azygos vein 변경 기정맥, 홑정맥    
B.C.G. (Bacillus Calmette-Guerin) 변경 칼메트-게랭간균
Babesiosis 동일 바베스열원충증

B Bacillus 변경 막대균, 간균, 바실루스
backache 변경 요통, 허리통증
bacteria 동일 세균 (bacterium의 복수)
bacterial 변경 세균-
bacterial flora 변경 세균무리
bacterial strain 변경 세균주
bactericidal 변경 살균-
bacteriocidal 변경 살균-
bacteriologic 변경 세균학(상)의
bacteriology 동일 세균학
bacteriophage 변경 박테리오파지
bacterium 동일 세균
bagassosis (bagasscosis) 변경 사탕수수깍지증, 사탕수수진폐증  
barking cough 변경 개기침
baroreceptor 변경 압력수용기
baroreflex 변경 압력반사, 압반사    
barotrauma 동일 압력손상 
barrel chest 변경 술통가슴, 통모양가슴    
basal 변경 1. 바닥-, 기저- 2. 기초-
basal cell 변경 바닥세포, 기저세포  
basal cell carcinoma 변경 바닥세포암종, 기저세포암종    



basal metabolic rate (BMR) 동일 기초대사율
base 변경 1. 바닥, 바탕, 기저 2. 염기 3. 기제    
base excess (BE) 동일 염기과잉
basement membrane 변경 바닥막, 기저막    
basophil 변경 1. 호염기- 2. 호염기구
bat wing shadow 변경 박쥐날개 음영
bauxite lung (Shaver's desease) 변경 보크사이트폐, 보크사이트허파   
bauxite pulmonary fibrosis 변경 보크사이트폐섬유증
BCG vaccination 변경 BCG접종
beryllium 변경 베릴륨
beryllium granuloma 변경 베릴륨육아종
beryllium pneumonitis 변경 베릴륨폐렴
beryllium poisoning (berylliosis) 변경 베릴륨중독
beta-adrenergic agonist 호흡 베타교감신경작용제
beta-adrenergic blockade 호흡 베타교감신경차단
beta-adrenergic blocking agents 호흡 베타교감신경차단제
bicarbonate [bicarbonic acid] buffer system 호흡 중탄산염완충계
bicycle ergometer 호흡 자전거 작업계, 자전거 운동계, 자전거 측력계
bifid sternum 호흡 이열흉골
bifurcation 변경 갈림, 분기   
bilateral 변경 양측-, 양쪽-    
bilateral hilar lymphadenopathy 변경 양측폐문임파선병증
bilobectomy 호흡 이폐엽절제술
biomass 해추 생물자원, 생물집단  
biopsy 변경 생검
Biot's breathing 호흡 비오트 호흡
bird breeder's lung 호흡 조류사육자폐
bird fancier's lung 호흡 조류사육자폐



Bird respirator 호흡 버드 인공호흡기
blastomycosis 변경 분아균증
bleb 변경 물집, 수포  
bleeding 동일 출혈
blood 변경 혈액, 피    
blood flow 변경 1. 혈류 2. 혈류량
blood flow rate 변경 1. 혈류량 2. 혈류속도
blood flow velocity 호흡 혈류속도
blood gas 동일 혈액가스
blood oxygenator 호흡 혈액산소공급기, 혈액산소화장치
blood perfusion 호흡 혈액관류
blood-brain barrier 변경 혈액뇌장벽
blood-cerebrospinal fluid barrier 변경 혈액뇌척수액장벽
blood-gas barrier 호흡 혈액-가스장벽
body plethysmograph 호흡 체용적변동기록기
body plethysmography 호흡 체용적변동기록법
Bordetella pertussis 해추 보르데텔라백일해, 백일해균
Bornholm disease (epidemic pleurodynia) 변경 유행가슴막통증 
bound carbon dioxide 변경 결합이산화탄소
bovine tuberculosis 변경 우형결핵
bradypnoea 호흡 느린호흡, 완서호흡
breath 동일 호흡
breathing 변경 숨쉬기, 호흡    
breathing holding 변경 숨참기, 호흡중지
breathing holding time 변경 숨참는시간, 호흡중지시간
breathing reserve 변경 1. 호흡예비 2. 환기예비량 3. 호흡예비력
breathing reserve ratio 변경 환기예비비
breathing sound 호흡 호흡음



breathlessness 호흡 무호흡상태
brittle asthma 해추 취약천식
bronchi 호흡 기관지 (bronchus의 복수)
bronchial 변경 기관지-
bronchial adenoma 호흡 기관지선종
bronchial artery 호흡 기관지동맥
bronchial asthma 동일 기관지천식
bronchial bougie 호흡 기관지확장기
bronchial breathing 호흡 기관지호흡
bronchial brushing 호흡 기관지 솔질. 기관지 브러쉬
bronchial catarrh 호흡 기관지 카타르
bronchial fistula 호흡 기관지누공
bronchial fremitus 호흡 기관지 진탕음
bronchial glands 변경 기관지샘, 기관지선
bronchial murmur 호흡 기관지잡음
bronchial obstruction 호흡 기관지폐쇄
bronchial respiration 호흡 기관지호흡
bronchial stenosis 호흡 기관지협착
bronchial tree 변경 기관지나무
bronchial trunk 호흡 기관지간
bronchial vein 호흡 기관지정맥
bronchial washing 변경 기관지세척
bronchiectasis 변경 기관지확장(증)
bronchiolar adenomatosis 호흡 세기관지 선종증
bronchiole 동일 세기관지
bronchiolitis 호흡 세기관지염
bronchiolitis obliterans 동일 폐쇄세기관지염
bronchiolitis proliferans 호흡 증식세기관지염



bronchioloectasis 호흡 세기관지확장증
bronchiolus (-i) 호흡 세기관지
bronchitis 동일 기관지염
bronchitis sicca 호흡 건성기관지염
bronchoalveolar cell carcinoma 호흡 세기관폐포세포암
bronchoalveolar lavage (BAL) 변경 기관지폐포세척
bronchoconstriction 변경 기관지수축
bronchoconstrictor 동일 기관지수축제
bronchodila[ta]tion 호흡 기관지확장
bronchodilator 동일 기관지확장제
bronchodilator test 의추 기관지확장제검사
bronchoesophageal fistula 변경 기관지식도샛길, 기관지식도루 
bronchogenic 변경 기관지성-
bronchogenic carcinoma 변경 기관지유래암종
bronchogenic cyst 변경 기관지낭, 기관지물혹
bronchography 변경 기관지조영(술)
broncholith 변경 기관지결석, 기관지돌
broncholithiasis 변경 기관지결석증, 기관지돌증
bronchophony 변경 기관지소리
bronchoplasty 변경 기관지성형(술)
bronchopleural 호흡 기관지가슴막-, 기관지흉막-
bronchopleural fistula 변경 기관지가슴막샛길, 기관지흉막루
bronchopneumonia 동일 기관지폐렴
bronchopulmonary lavage 호흡 기관지폐세척
bronchopulmonary segment 변경 기관지허파구역, 기관지폐구역
bronchorrhea 호흡 기관지루, 기관지분비
bronchoscopic aspiration 변경 기관지경흡인
bronchoscopy 변경 기관지경술, 기관지보개술



bronchospasm 변경 기관지연축
bronchotomy 변경 기관지절개(술)
bronchus 동일 기관지
brucella pneumonia 호흡 브루셀라폐렴
brucellosis 호흡 브루셀라증
bubble oxygenator 변경 거품산소공급기, 기포형산소공급기
buffer value 호흡 완충가, 완충값
bullae 변경 낭포, 큰공기집
bullous emphysema 변경 큰공기집폐공기증, 수포성폐기종
butterfly distribution 호흡 나비형분포
byssinosis 변경 면폐증
cachexia 변경 종말증

C cadmium pneumonitis 동일 카드뮴폐렴
caisson disease 변경 잠항병
calcification 동일 석회화(침착)
calibration 의추 1. 눈금매기기 2. 교정 3. 보정
canalicule 동일 세관, 소관
cancer 동일 암(종), 악성종양
cancer cell 동일 암세포
Cancer prevention 해추 암예방
Cancer screening 해추 암선별검사  
Cancer stem cell 해추 암줄기세포
Candida 동일 칸디다속
candidiasis 동일 칸디다증
cannula 동일 (배)관, 카뉼라
cannulation 변경 관삽입술
capacity 변경 1.용량, 용적 2.양 3. 능
capillary 변경 모세혈관, 모세관, 실핏줄
capillary bleeding 동일 모세혈관출혈
capillary circulation 동일 모세혈관순환
capillary electrode 동일 모세혈관전극, 미세전극



capillary permeability 변경 모세관투과성 
capillary pressure 동일 모세혈관압
Caplan's syndrome 동일 카플란씨 증후군
carbon dioxide 동일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absorption curve 동일 이산화탄소흡수곡선
carbon dioxide capacity 동일 이산화탄소용량
carbon dioxide combining power 동일 이산화탄소결합능
carbon dioxide dissociation curve 동일 이산화탄소해리곡선
carbon monoxide poisoning 동일 일산화탄소중독
carcinogen 동일 발암물질
carcinogenesis 변경 발암, 암형성 
carcinogenic 변경 발암-, 암형성- 
carcinoid 동일 카르시노이드, 유암종
carcinoid syndrome 동일 카르시노이드증후군
carcinoma 동일 암(종), 악성종양
carcinomatosis 동일 암종증
cardiac arrest 동일 심정지, 심장정지
cardiac asthma 변경 심장천식
cardio-thoracic ratio (C/T ratio) 동일 심흉비, 심장흉곽비율
carina (tracheal) 변경 (기관) 융기
carinal angle 동일 기관용골분지각
caseation 변경 치즈화
caseous necrosis 변경 치즈괴사  
caseous pneumonia 변경 치즈폐렴
catecholamine 동일 카테콜아민
catheter 동일 카테타, 도관
cavitation 변경 공동화
cavity 동일 공동
Ceelen's disease (idiopathic pulmonary
hemosiderosis)

동일 특발폐혈철소증, 특발폐헤모시데린증

cell-mediated immune injury 동일 세포면역손상
cellular immunity 동일 세포면역
centriacinal emphysema 동일 중심세엽세포폐기종, 중심샘꽈리세포폐기종, 중심샘꽈리세포공기증
centriacinar 동일 중심세엽세포(성), 중심샘꽈리세포(성)



centrilobular 동일 중심소엽-
centrilobular emphysema 변경 중심소엽폐기종
cervical rib 변경 경부늑골, 목갈비뼈
CFTR gene mutation 해추 CFTR 유전자 돌연변이
chalicosis (chalicicosis) 변경 석분증, 석폐증
Charcot-Léyden crystals 동일 샤르코레이덴결정
check-valve mechanism 동일 역류저지판기전, 체크벨브기전
Cheese washer's lung 해추 치즈세척자폐
chemo[re]ceptor 동일 화학수용체
chemotaxis (chemotaxy) 동일 화학주성
chemotherapeutics 동일 화학요법제
chemotherapy 동일 화학요법
chemokine(s) 해추 케모카인
Chest discomfort 해추 흉부불편, 흉부불쾌, 가슴불편, 가슴불쾌
chest pain 변경 가슴통증, 흉통 
chest physician 동일 호흡기전문의
Chest physiotherapy 해추 호흡기물리요법
Chest radiography 해추 흉부 방사선촬영
Chest tube drainage 해추 가슴관배액
chest wall 변경 가슴벽, 흉벽
Cheyne-Stokes breathing 동일 체인-스토크스 호흡
chicken breast 동일 비둘기가슴, 새가슴
chicken chest 동일 새가슴
chicken pox pneumonia 동일 수두폐렴
Chlorhexidine mouth wash 해추 클로로헥시딘 구강세척
chloride shift 동일 염소이온이동
cholesterol pneumonitis 동일 콜레스테롤폐렴
chondrofibroma 동일 연골섬유종
chondroma 동일 연골종
chondrosarcoma 동일 연골육종
chronic 동일 만성
chronic bronchitis 동일 만성기관지염
chronic emphysema 동일 만성폐기종
Chronic granulomatous diseases (CGDs) 해추 만성육아종병



chronic obstructive bronchitis 동일 만성폐쇄기관지염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COLD) 동일 만성폐쇄(성)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동일 만성폐쇄(성)폐질환
Churg-Strauss syndrome 해추 척스트라우스 증후군
chylothorax 변경  암죽가슴(증)
cicatricial 동일 흉터- 
cicatricial contracture 동일 흉터경축, 반흔경축, 흉터수축, 반흔수축
cicatricial stenosis 동일 흉터협착, 반흔협착
cicatricial stricture 동일 흉터협착. 반흔협착
cigarette smoking 동일 (담배)흡연
ciliary movement 동일 섬모운동
ciliated columnar epithelium 동일 섬모원주상피
ciliated epithelium 동일 섬모상피
cilium 동일 섬모
circardian 변경 하루주기
circular 동일 원형-, 윤상-, 고리-, 돌림-
circulating blood volume 동일 순환혈액량
Clara cell 동일 크라라 세포
clavicle 변경  빗장뼈
clearance 동일 제거율, 청소율
Clinical pulmonary infection score (CPIS) 해추 임상 폐감염점수
closed pneumothorax 동일 폐쇄기흉
closing volume 동일 폐쇄용적
closure 동일 단힘, 폐쇄, 봉합
clubbed finger 변경 곤봉손가락
clubbing 동일 곤봉형
coal miner's lung 동일 광부폐
coal worker's pneumoconiosis 동일 광부진폐증
cocci 동일 알균, 구균
coccidioides 동일 콕시디오이데스(속)
coccidioidin skin test 동일 콕시디오이딘 피부반응검사
coccidioidomycosis 동일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cog-wheel respiration 변경 톱니바퀴호흡
cold agglutination 변경 저온응집



collagen 동일 교원질
collagenase 동일 교원질분해효소
collapse 변경 허탈, 붕괴
collateral 변경 곁,곁가지
collateral ventilation 변경 곁환기
colony 동일 집락
columnar epithelium 동일 원주상피
common cold 동일 감기
Community-acquired pneumonia 해추 지역사회획득폐렴
compensatory 변경 보상
compensatory emphysema 변경 보상폐기종 
complement 변경 도움체
compliance 동일 순응도
compression 동일 압박
compression atelectasis 동일 압박무기폐
compression pneumonia 동일 압박폐렴
conducting zone 동일 전도대, 전도구역
congestion 동일 울혈
congestive heart failure 동일 울혈심부전
connective tissue 동일 결합조직
consciousness 동일 의식
conservative 동일 보존적, 고식적
conservative treatment 변경 보존치료
consistency 동일 일관성, 경도
constrictive pericarditis 변경 협착심장막염
continuous 동일 지속성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동일 지속양압기도압
continuous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CPPV) 변경 지속양압환기
controlled respiration 동일 조절호흡
cor pulmonale 동일 폐성심
coryza 동일 코감기
costal 변경 갈비-, 갈비뼈-, 늑-, 늑골- 
costal breathing 동일 흉식호흡
costal cartilage 동일 늑연골, 갈비연골



costal pleura 변경 갈비가슴막, 늑골흉막
costal respiration 동일 흉식호흡, 늑골호흡, 갈비호흡
costatectomy 동일 늑골절제술, 갈비절제술
costochondral injury 동일 늑연골손상, 갈비연골손상
costochondritis 동일 늑연골염, 갈비연골염
costophrenicangle 변경 늑골횡격막각, 갈비가로막각
cotton 변경 솜
cotton candy lung 동일 면과자폐
Cotton dust exposure 해추 솜먼지 노출
cough 동일 기침, 해소
Cough assist device 해추 기침 보조기구
cough receptor 동일 기침수용체
cough reflex 동일 기침반사
cough syncope 동일 기침(성)실신
cough variant asthma 동일 기침형천식
cracked pot sound 동일 금 항아리소리, 파호음
crackle 동일 거품소리, 수포음, 악설음
crackling rale 변경 살살비빔거품소리
crepitant rale 동일 털비빔소리, 염발수포음
crepitation 호흡 비빔소리, 염발음, 알력음
cricoid cartilage 동일 윤상연골
Critical care medicine 해추 중환자치료의학
Critically ill patient 해추 중환자
Crizotinib 해추 크리조티닙
croup 동일 크루프
croupous bronchitis 동일 크루프기관지염
croupous pneumonia 동일 크루프폐렴
cryptococcosis 변경 크립토코쿠스증
cryptogenic 동일 원인불명, 잠복, 잠재
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용어필요 원인불명경결폐렴
cuffed tracheal tube 동일 커프형기관튜우브
culture 동일 배양
curative chemotherapy 동일 근치화학요법
CURB-65 criteria 해추 CURB-65 기준



Curschmann's spiral 동일 쿠르슈만나선체
cutaneous respiration 동일 피부호흡
cyanosis 동일 청색증, 자색증
cylindroma 동일 원주종
cyst 변경 낭종, 물혹, 낭
cystic 동일 낭종성 
cystic fibrosis 동일 낭종(성)섬유증, 낭종(성)섬유화,  낭포(성)섬유증
cystic lymphangioma 호흡 낭종림프관종, 낭포림프관종
cystic teratoma 호흡 낭종기형종, 낭포기형종
cysticercosis of the lung 동일 폐낭미충증
cystoadenoma 동일 낭선종
cytological diagnosis 동일 세포학적진단
cytology 동일 세포학
cytomegalic inclusion disease (pneumonia) 변경 거대세포포함병
Cytomegalovirus 동일 거대세포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dead space 변경 사강, 죽은공간
decalcification 동일 탈석회
decannulation 변경 삽입관제거
decompression 동일 감압(술)
decongestants 해추 충혈제거제
decortication 동일 박피(술), 피질박리(제거)
deep breathing 변경 깊은호흡
deep irradiation 변경 깊은(방사선)조사
deep sensation 변경 깊은감각
deep vein thrombosis 해추 깊은 정맥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 
deficiency 동일 결핍(증)
deficit 동일 결손, 부족
deformity 호흡 기형, 변형
degeneration 변경 변성,퇴행
deglutition 변경 삼키기
degradation 동일 분해, 퇴행
dehydration 동일 탈수(증)
delayed hypersensitivity 동일 지연과민증
delirium 해추 섬망 



demarcation 변경 분계 구획 ,경계구분
denervation 동일 탈신경, 신경제거, 신경차단
deoxygenation 동일 탈산소화
deoxyhemoglobin 동일 탈산소혈색소
deoxyribonucleic acid (DNA) 동일 데옥시리보핵산
dependent 동일 의존성
dependent lung 동일 의존폐영역
deposition 변경 침전

D depot 변경 축적부위
depression 동일 감압, 탈압, 우울, 하전, 억제
depth dose 동일 심부선량
depth of respiration 변경 호흡깊이 
derivation 동일 유도, 파생
dermatomyositis 변경 피부근육염
dermoid cyst 변경 유피낭종(낭포) 피부모양기형낭종
desquamation 변경 표피탈락 상피탈락,비늘벗음
desquamative 변경 박리-
desquamative interstitial pneumonia (DIP) 변경 박리사이질폐렴
dextrocardia 동일 우심증, 오름심장증
dextroposition 동일 오른쪽위치, 우측위치, 우전위
diaphragm 변경 가로막
diaphragmatic hernia 변경 가로막탈장
diaphragmatic leaf 변경 가로막엽
diaphragmatic pleura 변경 가로막가슴막
diathesis 동일 체질, 질병체질
diatomaceous earth fibrosis 동일 규조토섬유증
differential diagnosis 동일 감별진단
differentiation 동일 분화, 감별
difficulty of decannulation 변경 삽입관제거곤란
diffuse alveolar damage 변경 광범위폐포손상, 미만폐포손상
diffuse fibrosing pneumonia 변경 광범위섬유화폐렴, 미만섬유화폐렴
diffuse interstitial pneumonia 변경 광범위간질폐렴, 미만간질폐렴
diffuse panbronchiolitis (DPB) 변경 광범위범세기관지염, 미만범세기관지염
diffusing 변경 확산-



diffusion coefficient 동일 확산계수
diffusion constant 동일 확산상수
diffusion potential 변경 확산전위
diffusion capacity of the lung for carbon
monoxide

동일 폐확산능

dilatation 변경 팽창
dilution 동일 희석, 묽힘
Diplococcus 동일 쌍알균, 쌍구균
Diplococcus pneumoniae (Pneumococcus) 동일 폐렴쌍알균, 폐렴쌍구균, 폐렴알균, 폐렴구균
disinfectants 호흡 소독제, 살균제
disposable oxygenator 변경 일회용산소공급기
disposition 동일 소질, 경향, 소인
dissecting aneurysm 변경 박리동맥류, 박리동맥자루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DIC) 동일 파종혈관내응고병증, 범발혈관내응고병증
dissimilation 동일 1. 이화 2.이화작용 
dissociation 변경 해리, 분리
dissociation constant 동일 해리상수
dissociation curve 동일 해리곡선
dissociation exponent 동일 해리지수
dissolution 동일 용해
distal 변경 원위-, 말단-, 먼쪽-
distensibility 동일 확장성, 팽창성, 늘임성
distomiasis pulmonale (paragonimiasis) 동일 폐디스토마증, 폐흡충증
distress 동일 곤란, 고통, 고충
divergence 동일 퍼짐, 분산, 눈벌림, 개산, 발산
diverticle (diverticulum) 동일 게실
dizziness (giddiness) 변경 어지러움증,어지럼
dominant 동일 우성, 우세, 우위
dornase 해추 도르네이스
dorsoventral 동일 배복방향
dosimeter 의추 선량계
drain 변경  배출관, 드레인
drainage 변경 1. 배액, 배출(술) 2. 배농(술)
drip 변경 점적주입, 방울주입



drive 동일 충동, 구동, 드라이브
drowning 동일 익사
drug 동일 약물, 약제
drug rash 변경 약진, 약물발진
dry cough 동일 마른기침
dry pleurisy 변경 건성가슴막염
duct 변경 도관
ductus arteriosus 동일 동맥관
ductus thoracicus 동일 가슴관, 흉부관
dullness 변경  둔탁음, 둔함
dust 동일 먼지, 분진
dust cell 동일 먼지세포
dust exposure 동일 먼지노출
dwarfishness 동일 왜소
dwarfism 변경 왜소증 난쟁이증 
dye-diluton technique 동일 색소희석법
dynamic 변경 동적-, 동력적-, 역동적-
dynamic compliance 변경 동적순응도
dysgerminoma 변경 난소고환증
dyskinesia 변경 수의운동장애, 운동이상곤란증,이상운동
dyspnea 동일 호흡곤란
dyspepsia 동일 소화불량
dysplasia 변경 1. 형성이상(증) 2.이형성
dystelectasis 동일 (폐)확장부전

E dystrophy 변경 이상증, 디스트로피, 영양장애

ear oximeter 동일 귀산소측정기
early cancer 동일 조기암
early cavity 호흡 조기공동
early infiltration 호흡 조기침윤
Eaton agent 호흡 이튼병원체 
echinococcosis 동일 포(낭)충증
echinococcus 동일 포충
ECHO virus 동일 에코바이러스



ectasia 동일 확장증
edema 동일 수종, 부종
effective half life 호흡 유효반감기
effective pulmonry blood flow 호흡 유효폐혈류
effective ventilation 호흡 유효환기
effusion 변경 1. 삼출 2. 삼출물, 삼출액
egophony 변경 염소울음소리,   에고포니   
Eisenmenger's complex 호흡 아이젠멘거복합
Eisenmenger's syndrome 호흡 아이젠멘거증후군
elastance 변경 1. 탄력 2. 탄력률   
elastase 변경 탄력소분해효소,   엘라스타아제,   엘라스테이스   
elastic 변경 1. 탄력- 2. 탄력붕대,   탄력재료   
elastic recoil 호흡 탄력반동
elastin 변경 탄력소,   엘라스틴   
elastosis 동일 탄력섬유증
electron microscope 동일 전자현미경
emboloectomy 변경 색전제거(술)   
embolic pneumonia 호흡 색전폐렴
embolic protection device 해추 색전예방기구
embolism 변경 색전증   
embolus 동일 색전
emphysema 변경 공기증, 폐기종,  폐공기증   
empyema 변경 축농, 가슴고름집, 농흉   
empyema necessitatis 호흡 흉벽천공농흉
encapsulation 변경 피막형성   
encephalopathy 동일 뇌병증
end-expiratory pressure 호흡 말기호기압, 호기종말압
endobronchial 호흡 기관지내
endobronchial instillation 호흡 기관지내 점적주입
endobronchial tube 호흡 기관지내관
endobronchial tuberculosis 호흡 기관지결핵
endophlebitis 변경 정맥내막염,   정맥속막염   
endophlebitis obliterans 호흡 폐색정맥내막염
endothelial cell 동일 내피세포



endothelioma 동일 내피종
endothelium 동일 내피
endotracheal 변경 1. 기관내- 2. 기관경유-   
endotracheal intubation 동일 기관내삽관
endotracheal tube 호흡 기관내관
enucleation 변경 1. 안구적출(술) 2. 적출 3. 핵제거   
environmental pollution 동일 환경오염
eosinophil 동일 호산구
eosinophil granule 해추 호산과립
eosinophilia 변경 1.호산구증가(증) 2. 호산염색성   
eosinophilic 변경 호산- 호산구- 호산구증가증-   
eosinophilic granuloma 변경 호산구육아종   
eosinophilic pleural effusion 변경 호산구흉막삼출액
eosinophilic pneumonia 해추 호산구폐렴
epidermal growth factor 해추 표피성장인자
epidermoid carcinoma 변경 표피모양암종   
equilibrium surface tension 호흡 평형표면장력
esophageal hiatus 변경 식도구멍   
esophagostenosis 동일 식도협착
esophagostomy 변경 식도창냄(술),   식도조루(술)   
esophagotracheal fistula 변경 식도기관샛길,   식도기관루  
esophagus 동일 식도
etiology 변경 1. 병인,   원인 2. 병인론,   병인학   
eupnea 동일 정상호흡
eventration of the diaphragm 변경 가로막내장탈출,   횡격막내장탈출
exacerbation 동일 악화
examination 변경 1. 진찰(법) 2. 검사(법) 3. 시험   
excision 동일 절제(술)
excretion 변경 1. 배설 2. 배설물   
exercise 동일 운동
exercise-induced anaphylaxis 해추 운동유발아나필락시스  
exercise-induced asthma 해추 운동유발천식
exercise-induced bronchoconstriciton 해추 운동유발기관지수축
exercise-induced urticaria 해추 운동유발두드러기



exertional dyspn[o]ea 변경 운동호흡곤란
exfoliative cytology 변경 박탈세포학,   박탈세포진단법   
expansion index 호흡 팽창지수
expansive 변경 팽창-
expectorant 변경 1. 거담-,  가래삭임- 2. 거담제,   가래약   
expectoration 변경 가래배출,  담객출 
expiration 변경 1. 날숨, 호기, 2. 사망   
expiratory 변경 호기-, 날숨-
expiratory center 변경 날숨중추,   호기중추   
expiratory muscle 호흡 호기근
expiratory phase 변경 호기상   
expiratory pressure 변경 날숨압,   호기압   
expiratory reserve volume (ERV) 변경 호기 예비량, 날숨예비량     
expired air 호흡 호기공기
external respiration 변경 바깥호흡,   외호흡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동일 체외막산소공급
extralobarpulmonary sequestration 변경 엽외허파분리증,   엽외폐분리증 
extrapleural 변경 가슴막바깥-,   흉막외-  
extrathoracic 변경 흉곽외-
extrinsic allergic alveolitis 변경 외인성알레르기폐포염,   외인성알레르기허파꽈리염  
extubation 변경 관제거,   발관   
exudate 변경 삼출물   
exudation 동일 삼출
exudative 변경 삼출-   

F exudative pleurisy 변경 삼출흉막염, 삼출가슴막염

false aneurysm 변경 가성동맥류,   거짓동맥자루 
farmer's lung 변경 농부폐,   농부허파    
fat 동일 지방
fat embolism 동일 지방색전(증)
fiber glass lung 호흡 유리섬유폐
fiberoptic bronchoscope 변경 굴곡기관지경
fiberoptic bronchoscopy 변경 굴곡기관지경술,   기관지굽보개술   
fibrinous bronchitis 변경 섬유소기관지염



fibrinous pleurisy 의추 섬유소가슴막염,   섬유질흉막염   
fibrinous pneumonia 호흡 섬유소(성)폐렴
fibrosing alveolitis 호흡 섬유화(성)폐포염
fibrosis 변경 섬유증, 섬유화   
fibrothorax 변경 가슴막유착,   섬유가슴,   흉막유착   
finger oximeter 호흡 손가락산소측정기
first order bronchus (first generation bronchus) 호흡 일차기관지
fissure 동일 열, 틈새, 열창
fistula 변경 샛길,   루,   누공   
flail chest 변경 동요가슴  
flexible bronchofiberscope 변경 굴곡기관지경,   기관지굽보개   
flexible bronchofiberscopy 변경 굴곡기관지경검사(술)
flow 변경 기류,  흐름,   류
flow-volume curve 호흡 기류-용량곡선
fluke 동일 흡충
fluorescence bronchoscopy 호흡 형광기관지경검사(술)
fluoroscopy 변경 투시검사   
focal 변경 1. 국소-,   초점- 2. 병터-   
focal infection 호흡 병소감염
focal pneumonia 호흡 국한폐렴
food allergy 변경 음식알레르기   
forced expiration 의추 노력날숨, 강제호기 
forced expiratory flow 의추 노력날숨기류, 강제호기기류
forced expiratory flow 200-1200 (FEF 200-1200) 호흡 노력호기조기기류량
forced expiratory flow 25-75 (FEF 25-75) 호흡 노력호기중간기류량
forced expiratory volume (FEV) 변경 노력날숨폐활량, 강제호기량 
Forced expiratory volume at 1 second 의추 1초노력호기량, 1초노력날숨량
forced inspiration 의추 강제들숨,   강제흡기   
forced respiration 의추 강제호흡   
forced vital capacity (FVC) 변경 노력폐활량, 강제폐활량   
free carbon dioxide 호흡 유리이산화탄소
frequency of respiration 호흡 호흡수
friction rub 동일 마찰음
fuller's earth lung 호흡 백토폐



functional 호흡 기능적
functional dead space 호흡 기능적사강
functional hypertrophy 호흡 기능성비대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 변경 기능잔기용량   
fungi 호흡 곰팡이, 진균
fungicide 변경 살진균제 
fungoid 변경 곰팡이모양-,   버섯모양-   
fungus 동일 곰팡이(류), 진균(류)
fungus ball 변경 곰팡이덩이   
fungus diseases of the lung 호흡 폐진균증

G funnel chest 변경 오목가슴   

ganglioneuroma 변경 신경절교신경종   
gas 변경 가스,   기체,   기   
gas analysis 호흡 가스분석
gas distribution 호흡 가스분포
gas exchange 호흡 가스교환
gas exchange ratio 의추 가스교환비율   
gas exchange surface 호흡 가스교환표면
gas mixture 호흡 혼합가스
gas transport 호흡 가스운반
gasoline pneumonia 호흡 가솔린 폐렴
geotrichosis 동일 지오트리쿰진균증
Ghon's complex 동일 곤씨병변군, 곤씨복합체
giant cell 동일 거대세포
giant cell interstitial pneumonia (GIP) 변경 거대세포간질폐렴
giant cell pneumonia 변경 거대세포폐렴   
giant cell tumor 변경 거대세포종양 
glomus pulmonale 호흡 폐혈관소체
glottis 변경 성대문, 성문 
glucocorticoid 해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glucocorticoid receptor 해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goblet cell 변경 술잔세포   
Goodpasture's syndrome 동일 굿파스처 증후군



grain measurer's lung 호흡 곡물폐
gram negative 동일 그람음성
gram positive 동일 그람양성
granuloma 동일 육아종
granulomatosis 동일 육아종증
graphite fibrosis 동일 흑연섬유증
graphite lung 호흡 흑연폐
graphitosis 호흡 흑연규폐증
ground glass opacity 호흡 불투명유리음영, 간유리음영
ground substance 변경 바탕질,   기저물질,   기질   
Guillain-Barre syndrome 동일 길랭-바레증후군

H gullet 변경 식도   

h(a)emangioma 동일 혈관종
h(a)emothorax 동일 혈흉(증)
hamartoma 동일
Hampton's hump 해추 햄프톤혹
hard metal lung 호흡 경금속폐
hay fever 해추 건초열
healthcare-associated pneumonia 해추 의료기관관련폐렴 
hemangioblastoma 해추 혈관모세포종   
hemangiocavernoma 호흡 혈관해면종
hemangioendothelioma 동일 혈관내피종
hemangiopericytoma 의추 혈관주위세포종
hemangiosarcoma 동일 혈관육종
hematite minor's lung 호흡 적철광부폐
hematogenous 변경 혈행-
hematoma 동일 혈종
Hemophilus influenzae 동일 인플루엔자균, 헤모필루스 인풀루엔자
hemopneumothorax 변경 혈액기흉
hemoptysis 동일 객혈
hemorrhage 동일 출혈
hemosiderin 동일 헤모시데린, 혈철소
hemosiderosis 변경 혈철소증, 헤모시데린증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혈관모세포종&search_step=start_end


Hemothorax 변경 혈흉, 혈액가슴
heparin 해추 헤파린
hepatopulmonary syndrome 호흡 간폐증후군
hernia 동일 탈장
heroin-induced lung edema 호흡 헤로인유발폐부종
heroinism 의추 헤로인중독
hiatus 변경 열공, 구명, 틈새
hiccup 동일 딸꾹질
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HRCT)

변경 고해상컴퓨터단층촬영(술)

high altitude illness 의추  고소병
high altitude polycythemia 의추 높은곳적혈구증가증
high altitude ppulmonary edema 의추 고지대폐부종
high frequency ventilation 해추 고빈도 환기 
high sensitivity-C Reactive Protein(hs-CRP) 해추 고감도 C-반응단백질  
hilar 변경 폐문-
hilar lymph nodes 변경 폐문림프절, 허파문림프절
hilar shadow 동일 폐문음영
hilar tuberculosis 호흡 폐문결핵
hilum 변경 폐문, 문
histoplasmin test 동일 히스토플라민 검사
histoplasmosis 동일 히스토플라즈마증
hoarseness 변경 쉰소리
Hodgkin's disease 동일 호지킨병
honeycomb lung 동일 벌집폐, 봉와폐
honeycombing 호흡 봉와상, 벌집모양
hookworm lung 호흡 구충폐
Horner's syndrome 동일 호너증후군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HRSV) 해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hyalin(iz)ation 동일 유리질화
hyaline 변경 유리질-, 유리-
hyaline degeneration 호흡 초자변성
hyaline membrane 변경 유리질막
hyalinosis 변경 유리질증



hydatid 의추 포충, 작은물주머니
hydatid cyst 의추 포충낭
hydatid cyst disease 의추 포충낭병 
hydatid disease 의추 포충병
hydatid fluid 의추 포충액
hydropneumothorax 변경 물공기가슴증, 물기흉
hydrorrh(o)ea 호흡 누수증
hydrostatic pressure 동일 정수압
hydrothorax 변경 물가슴증, 수흉증
hygiene 변경 1. 위생 2.위생학
hygroma 변경 물주머니, 수종, 하이그로마
hyperbaric 변경 고압-
hyperbaric oxygen therpy 해추 고압산소치료
hypercalcemia 동일 과칼슘혈증
hypercapnemia 호흡 과탄산혈증
hypercapnia 변경 고이산화탄소혈증, 고탄산혈증
hyperemia 동일 충혈
hypereosinophilic syndrome 해추 과호산구증후군
hyperoxemia 호흡 과산소혈증
hyperoxia 동일 과산소증
hyperpnea 변경 과다호흡, 호흡항진
hyperpyrexia 변경 고열(증), 열요법
hyperresonant 호흡 과공명
hypersensitivity 변경 과민성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호흡 과민(성)폐렴
hypersomnia 변경 과다수면(증)
hyperventilation 변경 과다환기, 과호흡, 잦은 숨
hypervolemia 동일 혈량과다증
hypha(e) 호흡 균사, 팡이실
hypobaropathy 호흡 고산병, 저압병
hypocapnemia 호흡 저탄산혈증
hypocapnia 변경 저이산화탄소혈증,   저탄산혈증   
hypocarbia 변경 저이산화탄소혈증,   저탄산혈증   
hypopharynx 변경 후두인두,   하인두  



hypoplasia 변경 형성저하(증)
hypopnea 변경 호흡저하
hypostatic pneumonia 동일 침강성폐렴
hypoventilation 변경 저환기, 호흡저하
hypoxemia 동일 저산소혈증
hypoxia 동일 저산소증
hypoxic vasoconstriction 호흡 저산소성 폐혈관수축
hysteresis 동일 이력현상 , 히스테리시스
hyperlucent lung 변경 과투과폐, 과투과성허파

I idiopathic 의추 1. 특발-,   원인불명- 2. 자발-,   고유-   

idiopathic apnea 의추 특발무호흡    

idiopathic edema 의추 특발부종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변경 특발폐섬유증
idiopathic pulmonary hemosiderosis 호흡 특발폐혈철소증, 특발폐헤모시데린증
idiopathic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RDS) 동일 특발호흡곤란증후군
Iloprost 해추 일로프로스트
immune reconstitution inflammatory
syndrome(IRIS)

해추 면역재구성염증증후군

immunization 해추 예방접종
impaction 변경 1. 매복 2. 박힘,  메막힘 3. 충격    
induction chemotherapy 호흡 유도화학요법
infarct 변경 경색(증)
infarct pneumonia 호흡 경색폐렴
infarction 동일 경색증
infection 동일 감염
infiltration 동일 침윤
inflammation 변경 염증, 염
inflate 호흡 팽창(시키다)
inflation 변경 1. 팽창 2. 통기법,   팽창법   
influenza 동일 인플루엔자
influenza bacilli 호흡 인플루엔자간균
infraclavicular 호흡 쇄골하



infundibular pulmonic stenosis 변경 폐동맥깔때기협착(증),   폐동맥누두부협착(증)
INH (isonicotinic acid hydrazide) 변경 아이소나이아지드,   이소니아지드 
inhalation 동일 흡입
inhalation bronchography 동일 흡입기관조영술
inhalation infection 호흡 흡입감염
inhalation scanning 호흡 흡입스캔, 흡입주사
inhalation therapy 동일 흡입요법
inhalation treatment 호흡 흡입치료
innate immunity 동일 선천면역
inspection 변경 1. 검사,   조사 2. 시진   
inspiration 변경 들숨,   흡기   
inspiratory 변경 들숨-, 흡기- 
inspired air 호흡 들숨공기, 흡기공기
inspiratory capacity (IC) 변경 흡기용적, 흡기용량, 들숨용량
inspiratory center 변경 들숨중추,   흡기중추 
inspiratory dyspnea 의추 들숨곤란,   흡기호흡곤란
inspiratory expiratory ratio 의추 들숨날숨비율,   흡기호기비율 
inspiratory force 변경 들숨힘,   흡기력 
inspiratory muscle 변경 들숨근육,   흡기근 
inspiraotry pause time 의추 들숨후쉬는시간,   흡기후휴지시간  
inspiratory phase 변경 들숨상,   흡기상 
inspiratory phase time 의추 들숨시간,   흡기시간    
inspiratory pressure 변경 들숨압,   흡기압 
inspiratory reserve volume (IRV) 변경 흡기예비량, 들숨예비량
inspiratory spasm 의추 들숨연축,   흡기연축    
inspiratory stridor 의추 들숨그렁거림 
inspiraotry triggering flow 의추 들숨유발기류   
inspiratory triggering response time 의추 들숨유발반응시간, 흡기유발반응시간 PFT

inspiratory capacity 의추 흡기용적, 흡기용량, 들숨용량
instillation 변경 점적주입,   점안,   방울주입  
insufficiency 변경 부전, 부전증
intercostal 변경 갈비사이-,   늑간- 
intercostal neuralgia 변경 늑간신경통, 갈비사이신경통
intercostal space 변경 갈비사이공간,   늑간강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들숨그렁거림&search_step=start_end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들숨유발기류&search_step=start_end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들숨유발반응시간&search_step=start_end


interface 변경 경계면,   접촉면   
interlobar 변경 엽사이-,   엽간-   
interlobar artery 의추 엽사이동맥,   엽간동맥 
interlobar duct 의추 엽사이관,   엽간관
interlobar fissure 의추 엽사이틈새,   엽간열   
interlobar pleurisy 변경 엽사이흉막염, 엽사이가슴막염
interlobar septum 의추 엽사이막,   엽간중격 
interlobar vein 의추 엽사이정맥,   엽간정맥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의추 간헐필수환기
intermittent positive pressure breathing (IPPB) 변경 간헐양압호흡
intermittent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IPPV) 변경 간헐양압환기(법)
internal respiration 변경 속호흡,   내호흡  
interrupted respiration 호흡 단속호흡
interstitial 변경 사이질-,   간질-  
interstitial brachytherapy 의추 조직내근접치료 
interstitial emphysema 변경 간질폐기종
interstitial fibrosis 변경 사이질섬유화, 간질섬유증   
interstitial fluid 변경 사이질액,   간질액 
interstitial lung disease (ILD) 변경 사이질폐질환,   간질성폐질환  
interstitial opacity 의추 사이질혼탁,   간질혼탁 
interstitial plasma cell pneumonia 의추 사이질형질세포폐렴,   폐포자충증 
interstitial pneumonia 변경 사이질폐렴,   간질폐렴
interstitium 변경 사이질, 간질
intra-alveolar pressure 호흡 폐포내압
intralobar pulmonary sequestration 변경 엽내허파분리증,   엽내폐분리증
intralobar sequestration 호흡 폐엽내격리증
intrapleural pressure 호흡 가슴막안압,   흉강내압 
intrapulmonary bronchus 의추 폐내기관지,   허파속기관지  
intrapulmonary pressure 호흡 폐내압
intrathoracic 변경 가슴안-,   흉곽내-   
intrathoracic goiter 의추 가슴내갑상샘종
intrathoracic pressure 호흡 흉곽내압
intubation 변경 1. 관넣기,   삽관 2. 삽관법  
iron lung 호흡 철폐 (음압 인공호흡기의 일종)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조직내근접치료&search_step=start_end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1.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1.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가슴내갑상샘종&search_step=start_end


irradiation 호흡 1. 방사선조사,   방사선쬠 2. 조사,   쬠
irradiation pneumonitis (fibrosis) 변경 방사선폐렴(섬유화, 섬유증)

J irritant 변경 1. 자극- 2. 자극제  

K
Japanese summer type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용어필요 일본여름형과민성폐렴

kaolin pneumoconiosis 변경 카올린진폐증, 고령토진폐증
Kartagener's syndrome 동일 카르타게너증후군
Kerley line 호흡 커레이선
kerosene pneumonia 호흡 등유폐렴
Klebsiella 의추 클레브시엘라
Klebsiella pneumonia 호흡 폐렴간균폐렴, 클레브시엘라폐렴
Klebsiella pneumoniae 의추 폐렴막대균,   폐렴간균 
Kohn's pore 호흡 콘씨구멍 (폐포 간 측부환기 통로가 되는 미세 구멍)
Kussmaul's breathing 동일 쿠스마울호흡
Kveim test 동일 크바임검사
Kveim-Siltzbach reaction 해추 크바임 실츠바흐 반응
kymograph 동일 운동기록기, 키모그래프
kyphoscoliosis 동일 척주뒤옆굽음증, 척주측후만(곡)증

L kyphosis 변경 1. 척주후만,  척주뒤굽음 2. 척주후만증,   척주뒤굽음증   

laminar flow 동일 층판류, 결흐름

Laboratory worker's lung 해추 실험실근무자폐

Lambert-Eaton myasthenic syndrome (LEMS) 해추 램버트-이튼 근무력증후군
Langhans' giant cell 변경 랑게르한스 거대세포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histiocytosis X) 해추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large cell carcinoma 변경 큰세포암종
Laryngeal cancer 해추 후두암
laryngeal nerve paralysis 동일 후두신경마비
laryngeal nerve palsy 해추 후두신경마비
laryngeal swabs 변경 면봉채취법
laryngismus 변경 후두경련
laryngitis 동일 후두염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1.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queryString_keyWord=클레브시엘라&search_step=start_end


laryngoscopic resuscitation 변경 후두경하소생, 후두경하소생술
laryngotracheobronchitis 동일 후두기관기관지염
larynx 동일 후두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 해추 잠복결핵감염
lactic acidosis 해추 젖산산증
latic dehydrogenase (LDH) 변경 젖산탈수소효소
lavage 동일 세척
Legionnaire's disease 해추 재향군인병
Legionella spp. 해추 레기오넬라(속)
leprosy 동일 나병
Leptospira 동일 렙토스피라(속)
leptospirosis 변경 렙토스피라증
lingula 변경 혀돌기
lipid pneumonia 동일 지질폐렴
lipid pneumonitis (fibrosis) 변경 지질폐렴(섬유화, 섬유증)
lipoma 동일 지방종
liposarcoma 동일 지방육종
lobar 변경 대엽-
lobar bronchus 호흡 대엽기관지
lobar pneumonia 동일 대엽폐렴
lobe 호흡 엽, 폐엽
lobectomy 동일 엽절제(술)
lobular 동일 소엽(성)
Loeffler's syndrome 해추 레플러 증후군
lordosis 변경 척추압굽음(증), 척추전만(증)
lower lobe 동일 하엽
lung 동일 폐
lung abscess 동일 폐농양
lung biopsy 동일 폐생검
lung cancer 동일 폐암
lung compliance 변경 폐순응도
lung disease 해추 폐질환
lung elastance 변경 폐탄력
lung fluke 변경 허파흡충



lung injury 해추 폐손상
lung lavage 해추 폐 세척
lung stem cells 해추 폐줄기세포
lung surfactant 변경 폐표면활성제
lung transplantation 해추 폐이식

?? lung volume 변경 폐용적
lung wash 호흡 폐세척
lymph nodes 동일 림프절
lymph node biopsy 해추 림프절 생검
lymphadenitis 동일 림프선염, 림프절염
lymphadenomatosis 동일 림프절종증
lymphadenopathy 변경 림프절병(증)
lymphadenopathy of the hilum 호흡 폐문림프절증
lymphangiography 동일 림프관조영술
Lymphangioleiomyomatosis 해추 림프관평활근종증
lymphangioma 동일 림프관종
lymphangitis 동일 림프관염
lymphangitis carcinomatosa 변경 암종림프관염
lymphatic 동일 림프관-, 림프-
lymphatics 변경 림프관-, 림프-
lymphocytes 동일 림프구
lymphocytic interstitial pneumonia (LIP), 변경 림프구사이질폐렴, 림프구간질폐렴
lymphocytosis 동일 림프구증가증
lymphoid hyperplasia 해추 림프구증식
lymphogranuloma 호흡 림프육아종
lymphoma 동일 림프종
Lymphomatoid granulomatosis 해추 림프종모양 육아종증
lymphosarcoma 동일 림프육종
lysosome(s) 해추 용해소체, 리소좀
lysosomal enzyme 동일 용해소체효소, 리소좀효소

M Machine operator's lung 해추 기계작동자폐
MAC infection: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 infections

해추 미코박테륨아비움인트라셀룰라레복합체 감염

Macleod's (Swyer-James) syndrome 호흡 맥클리드(스와이어-제임스) 증후군



macrophage 변경 큰포식세포
macroscopic 변경 맨눈-, 육안-
main bronchus 호흡 주기관지
maintenance chemotherapy 변경 유지화학요법
major bronchi 호흡 대기관지
malformation 동일 기형
malignancy 변경 암, 악성
malignant transformation 용어필요 악성전환
malt worker's lung 동일 맥아인부폐
mantoux (tuberculin) test 변경 망투검사
massive 동일 대량
massive pneumonia 호흡 충실(성)폐렴 
mast cell 비만세포 비반세포, 비만세포
maximal breathing capacity (MBC) 변경 최대호흡용량
maximal expiratory flow rate (MEFR) 변경 최대날숨유속, 최대호기유속
maximal midexpiratory flow rate (MMFR) 변경 최고중간날숨유속, 최고중간호기유속
maximal oxygen debt 호흡 최대산소부채량
maximal oxygen intake 동일 최대산소섭취량
maximal oxygen uptake 동일 최대산소흡수량, 최대산소섭취량
maximal surface tension 동일 최대표면장력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MVV) 호흡 최대환기량, 최대호흡량
measles pneumonia 동일 홍역폐렴
mechanical ventilation 동일 기계환기, 기계호흡
mechanoreceptors, in lung 해추 폐 기계수용기
median sternotomy 변경 정중복장뼈절개(술)
mediastinal 변경 세로칵- 종격-
mediastinal emphysema 변경 종격기종, 세로칸 공기증
mediastinal fibrosis 변경 종격섬유증, 세로칸섬유증
mediastinal mass 해추 종격종양, 세로칸종양
mediastinal pleura 변경 세로칸가슴막, 종격 흉막
mediastinal pleurisy 변경 종격가슴막염, 세로칸가슴막염
mediastinal shift 동일 종격이동, 세로칸이동
mediastinal tumor 변경 종격종양, 세로칸종양
mediastinitis 변경 세로칸염, 종격염



mediastinoscope 변경 종격내시경, 세로칸보개
mediastinoscopy 해추 종격내시경(법), 세로칸보개검사
mediastinotomy 변경 세로칸절개(술), 종격절개(술)
mediastinum 변경 종격, 가슴세로칸 
medullary respiratory center 변경 숨뇌호흡중추
membrane oxygenator 변경 막형산화기, 막산소공급기
mercury pneumonitis 동일 수은폐렴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해추 중동호흡기증후군
mesothelial 변경 중피-
mesothelial cell 동일 중피세포
mesothelioma 동일 중피종
mesothelium 동일 중피
metabolic 변경 대사-
metabolic acidosis 변경 대사산증
metabolic alkalosis 변경 대사알칼리증
metabolic disease 해추 대사병, 대사질환
metal fume fever 호흡 금속연무열
metaplasia 동일 화생
metastasis 동일 전이
metastatic 변경 전이-, 전이성-
methemoglobin 동일 메트헤모글로빈
metered dose inhaler 해추 계량흡입기 
mica pneumoconiosis 변경 운모진폐증,운모폐먼지증,운모허파먼지증
microcirculation 동일 미세순환
microembolism 동일 미세색전증
microlithiasis 변경 미세결석증, 미세돌증
microscope 동일 현미경
microscopic 변경 현미경-
microscopy 동일 현미경검사(법)
microvilli 동일 미세융모
midclavicular line 변경 빗장중간선, 쇄골중간선
middle lobe 변경 중간엽
middle lobe syndrome 변경 중간엽증후군
migratory pneumnoia 변경 이동폐렴, 이주폐렴



miliary 변경 좁쌀-, 퍼진-, 속립-
miliary tuberculosis 변경 좁쌀결핵
minced lung technique 호흡 폐세쇄법
minimum surface tensinon 동일 최소표면장력
minute volume 변경 분당환기량
mixed venous blood 동일 혼합정맥혈
Monge's disease (chronic mountain sickness) 해추 몽헤병
moniliasis 동일 모닐리아증
monitor 변경 모니터, 감시장치
monitoring 변경 감시, 모니터링
monocyte 변경 단핵구
monocytosis 변경 단핵구증가(증)
morbidity 변경 이환, 이활율
morphometry 변경 형태계측(법)
mortality 동일 사망, 치사성, 사망률
motility 변경 운동, 운동성
mountain sickness 동일 고산병
mouth breathing 변경 입호흡
mouth-to-mouth resuscitation 해추 입대입 소생(술)
mucin 변경 1. 점액소, 뮤신 2. 점액
mucocele 변경 점액낭종, 점액류
mucociliary clearance 변경 점액섬모청소, 점액섬모청소율
mucociliary function 동일 점액섬모기능
mucoepidermoid 변경 점막표피모양-
mucoepidermoid carcinoma 변경 점막표피모양암종
mucoid 변경 1. 점액성, 뮤코이드 2. 점액모양-
mucoid impaction 동일 점액박힘, 점액충전 
mucoid impaction of bronchi 호흡 기관지내점액박힘, 기관지내점액충전 
mucolytic agents 동일 점액용해제 
mucopurulent 변경 점액고름-, 점액농-
Mucor 변경 털곰팡이(속)
mucormycosis 변경 털곰팡이증
mucosa 변경 1. 점막, 2. 점막층
mucous 변경 1. 점액- 2. 점액성-



mucous gland 변경 점액샘, 점액선
mucoviscidosis (cystic fobrosis) 변경 점액점착증 (낭성 섬유증)
mucus 동일 점액
mucus impaction syndrome 호흡 점액충전증후군, 점액박힘증후군
mucus plug 동일 점액마개
multilobar 변경 다엽-
multilobular 변경 다소엽-
multilocular 변경 여러칸-, 다방-
multiple 변경 다발-, 다중-, 다수
murmur 동일 잡음
muscle fiber 동일 근섬유
muscular 변경 1.근(육)-, 2. 근육질-
mycectoma 해추 진균종
Mycobacteria 동일 항산균, 미코박테리아
mycobacteriosis 동일 항산균증, 미코박테리아증
Mycobacterium 변경 미코박테륨(속)
Mycobacterium abscessus 용어필요 미코박테륨 압세수스
Mycobacterium africanum 용어필요 미코박테륨 아프리카눔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 해추 미코박테륨아비움인트라셀룰라레복합체
Mycobacterium bovis 변경 소결핵균
Mycobacterium canetti 용어필요 미코박테륨 카네티
Mycobacterium chelonae infections 해추 미코박테륨켈로네이 감염, 거북결핵균감염
Mycobacterium fortuitum infections 용어필요 미코박테륨 포투이툼 감염
Mycobacterium tuberculosis 동일 인형 결핵균
mycology 동일 진균학
Mycoplasma 동일 미코플라스마
mycoplasmal pneumonia 동일 미코플라스마폐렴
mycosis 동일 진균증
mycotic 동일 진균성

N nasopharynx 동일 코인두 

nasopharyngeal cancer 해추 코인두암종

nasotracheal aspiration 변경 코기관흡인법 



nasotracheal  intubation 해추 코기관삽관
natural killer (NK) cell 동일 자연살해세포
nebulization 변경 분무, 분무치료 
nebulizer 해추 분무기
necrosis 동일 괴사
necrotic 변경 괴사-
necrotizing bronchitis 변경 괴사기관지염
necrotizing vasculitis 해추 괴사혈관염
needle aspiration 동일 침흡인(법)
needle biopsy 동일 침생검법
neonatal 변경 신생아-  
neonatal lung 동일 신생아폐
neonatal pneumonia 동일 신생아폐렴
neoplasm 변경 신생물, 종양  
neoplastic disease 변경 신생물병, 종양병 
neurogenic 변경 신경성-, 신경발생-
neurogenic sarcoma 변경 신경성육종, 신경발생육종
Nitric oxide 해추 산화질소
Nitric oxide synthase 용어필요 산화질소합성효소
Nitrogen dioxide exposure 용어필요 이산화질소노출
NIV(Non-invasive ventilation) 용어필요 비침습환기
Nocardia asteroides 동일 성상노카르디아
nocardiosis 동일 노카르디아증
nocturnal 변경 야간-
node 동일 결절
nodule 동일 소결절
normocapnia 동일 정상탄산증
normoxia 동일 정상산소증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NTM) infections 용어필요 비결핵항산균 감염, 비결핵성 미코박테륨 감염 
nosocomial 동일 병원의, 원내
nosocomial infection 동일 원내감염
nucleolus 동일 핵소체

O Obesity hypoventilation syndrome 용어필요 비만저환기증후군



obstruction 동일 폐쇄

obstructive 변경 폐쇄-
obstructive bronchitis 변경 폐쇄기관지염
obstructive emphysema 변경 폐쇄폐기종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변경 폐쇄폐병
Obstructive sleep apnea/hypopnea syndrome 해추 폐쇄수면무호흡/호흡저하 증후군
occlusion 동일 폐색, 교합
occlusion of pulmonary artery 호흡 폐동맥폐색
occult cancer 동일 잠재암
occupation disease 호흡 직업병
occupational lung disease 호흡 직업성 폐질환
occupational therapy 변경 작업요법
Ofloxacin 용어필요 오플록사신
oil pneumonitis 호흡 유성폐렴, 기름폐렴
oleothorax 호흡 유흉
oligopnea 동일 호흡저하, 저호흡
Omalizumab 용어필요 오말리주맙
oncology 동일 종양학
Ondine’s curse 용어필요 온딘의 저주
opacity 동일 혼탁
opaque 동일 혼탁한, 불투명한
open lung biopsy 변경 개방폐생검
operability 호흡 수술가능성
opportunistic infection 동일 기회감염
Organic dust 용어필요 유기분진
organized pneumonia 호흡 기질화폐렴
orthopnea 동일 기좌호흡, 좌위호흡
overinhalation 호흡 과흡입
oxidase 동일 산화효소
oxidation 동일 산화
Oxidative stress 용어필요 산화스트레스
oximeter 동일 산소측정기
oxygen 동일 산소



oxygen aeration 의추 산소통기
oxygen affinity 호흡 산소친화성
oxygen capacity 호흡 산소용량, 산소수용능
oxygen concentration 호흡 산소농도
oxygen consumption 변경 산소소모
oxygen content 변경 산소함유량
oxygen debt 동일 산소부족, 산소부채
Oxygen delivery 용어필요 산소전달
Oxygen delivery index 의추 산소전달지수
oxygen demand 의추 산소요구량
oxygen dissociation curve 호흡 산소해리곡선
oxygen electrode 호흡 산소전극
oxygen electrode method 의추 산소전극법
oxygen enhancement ratio 의추 산소효과증강률, 산소증강비
Oxygen extraction ratio 의추 산소추출비
oxygen fraction in inspired air 의추 흡입산소농도
oxygen gain factor 의추 산소이득계수
Oxygen-hemoglobin dissociation curve 용어필요 산소-헤모글로빈 해리곡선
oxygen intake 호흡 산소섭취
oxygen manifold 의추  산소배분장치
oxygen mask 의추 산소마스크
oxygen monitor 의추 산소감시기
oxygen poisoning 호흡 산소중독, 산소독증
oxygen pulse 호흡 산소맥
oxygen radical 호흡 산소기
oxygen requirement 호흡 산소요구량
oxygen reserve 호흡 산소예비
oxygen room 의추 산소실
oxygen saturation 동일 산소포화도
oxygen saturation curve 호흡 산소포화곡선
oxygen secretion 호흡 산소분비
oxygen tank 의추 산소통
oxygen tension 호흡 산소분압
oxygen tension difference 호흡 산소분압차



oxygen tent 의추 산소텐트
oxygen therapy 동일 산소요법
oxygen tolerance 동일 산소내성
oxygen toxicity 동일 산소독성
oxygen transport 호흡 산소운반
oxygen uptake 호흡 산소섭취, 산소흡수
Oxygen uptake index 의추 산소섭취지수, 산소흡수지수
oxygenation 동일 산소화
oxygenator 변경 산소공급기
oxyhemoglobin 동일 산화혈색소
oxyhemoglobin dissociation curve 호흡 산화혈색소해리곡선
Ozone exposure 용어필요 오존노출

P palpatory percussion 의추 촉진타진(법)

panacinar 변경 범폐소포-
panbronchiolitis 호흡 범세기관지염
Pancoast tumor 해추 팬코스트종양
panlobular 호흡 범소엽-
panlobular emphysema 호흡 범소엽폐기종, 범소엽공기증
panting 변경 헐떡임
para-aminosalicylic acid (PAS) 호흡 파스(항결핵제의 일종)
paracoccidioidomycosis 동일 파라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paragonimus westermani 동일 폐흡충, 폐디스토마
Parainfluenza virus 동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paraneoplastic syndrome 동일 신생물딸림증후군, 종양수반증후군, 부종양증후군 
parapneumonia 호흡 부폐렴, 유사폐렴
paraseptal 호흡 중격주위의
paraseptal emphysema 동일 사이막옆폐공기증, 중격주위폐기종
parasite 호흡 기생충
parasternal line 변경 복장뼈옆선
paratracheal 변경 기관옆
parenchyma 동일 실질
parietal 변경 벽쪽
parietal pleura 변경 벽쪽가슴막, 벽쪽흉막 



paroxysmal 변경 발작-
paroxysmal nocturnal dyspnea 변경 발작야간호흡곤란
paroxysmal tachycardia 변경 발작성빠른맥, 발작빈맥, 발작성빈맥
Partial liquid ventilation 용어필요 부분액체환기
partial pressure 동일 분압
passive congestion 변경 수동 울혈
passive immunity 동일 수동면역
patchy atelectasis 호흡 반상무기폐
pathogenesis 변경 발병기전
pathogenic 동일 병원성-, 발병-
pathognomonic 변경 질병특유-
Patient-ventilator synchrony 용어필요 환자-환기기 동조 , 동기성, 동시성  
Peak expiratory flow 의추 최고호기기류, 최고날숨기류
peak expratory flow rate (PEF) 의추 최고호기기류속도, 최고날숨기류속도
peak flow 의추 최고기류 
peak flow meter 의추 최고유량계
peak flow rate 용어필요 최고유속
peak inspiratory flow rate (PIP) 변경 최고흡기기류속도, 최고들숨기류속도 
Peak oxygen consumption 의추 최고산소소비
pectoral muscle 변경 가슴근, 흉근 
pectoriloquy 변경 가슴소리
pectus carinatum (chicken breast) 동일 새가슴, 돌출흉
pectus excavatum (funnel breast) 변경 오목가슴
percussion 동일 타진(법)
percussion dullness 의추  타진둔탁음
percussion tone 의추 타진음
percutaneous 변경 피부경유-, 경피- 
perfusion 동일 혈류, 관류
perfusion scan 동일 혈류주사, 혈류스캔, 관류주사, 관류스캔
peri(pan-)arteritis nodasa (PN) 호흡 결절동맥주위염
peribronchial 변경 기관지주위-
pericardial 동일 심장막-, 심낭-
pericardial cyst 호흡 심낭낭포, 심막낭포
pericardial diverticle (diverticulum) 동일 심낭게실



perihilar 호흡 폐문주위의
peripheral 동일 말초의
periphery 변경 주변부, 변두리
permeability 동일 투과성
permeability barrier 의추 투과장벽
permeability coefficient 동일 투과계수
permeability constant 의추 투과상수
peroxidase reaction 호흡 과산화효소반응
pertussis 용어필요 백일해
pertussis adjuvant 의추 백일해균보강제
Pertussis toxin 해추 백일해 독소
Pertussis vaccine 해추 백일해백신
phagocyte 동일 포식세포, 탐식세포
phagocyte response 호흡 포식세포반응, 탐식세포반응
phagocytic activity 호흡 포식세포작용, 탐식능(력)
phantom tumor 호흡 환상종양
pharyngitis 동일 인두염
phrenic 동일->변경 가로막-, 횡격막-
phrenic artery 의추  가로막동맥, 횡격막동맥
phrenic nerve 의추 가로막신경, 횡격막신경
phrenic nerve avulsion 변경 횡격막신경제거술, 가로막신경제거술
phrenic nerve paralysis 변경 횡격막신경마비, 가로막신경마비
phrenicocostal angle 변경 횡경막늑골각, 가로막늑골각
phrenicotomy 호흡 횡경막신경절단(술), 가로막신경절단(술)
phthisis 의추 1.황폐(증) 2. 폐결핵
phthisis pulmonum 호흡 폐결핵증
physiological dead space 변경 생리적사강, 생리무효공간, 생리적죽은공간
Pickwickian syndrome 변경 픽윅증후군
pigeon breast 동일 새가슴
pigeon breast deformity 의추 비둘기가슴변형
pigeon breeder's lung 호흡 비둘기사육자폐
pigeon chest 동일 새가슴
Pirfenidone 용어필요 퍼페니돈
plasma cell 동일 형질세포



plasma cell granuloma 동일 형질세포육아종
plateau 의추 정점지속, 고원 
pleurisy 변경 가슴막염, 흉막염
plethysmograph 변경 체적변동기록기, 혈량측정기
plethysmography 변경 체적변동기록(법), 혈량측정법
pleura 변경 가슴막, 흉막
pleural 변경 가슴막-, 흉막-
pleural cavity 변경 가슴막안, 흉막강
pleural effusion 동일 흉막삼출액, 흉수
pleural effusion fluid 의추 가슴막삼출액, 흉수
pleural fremitus 의추 가슴막진동감, 흉막진동감
pleural friction rub 의추 가슴막마찰음, 흉막마찰음
pleural plaque 호흡 흉막석회(반)
pleural poudrage 의추 가슴막살포
pleural recess 의추 가슴막오목, 흉막오목
pleural sac 의추 가슴막주머니, 흉막낭
pleural space 의추 가슴막안, 흉막강
pleurodesis 변경 가슴막유착, 흉막유착
pleurodynia 변경 가슴막통증, 흉막통증
pleuroperitoneal hiatus 변경 흉복막열공, 가슴배막틈새
pleuropneumonia 변경 가슴막폐렴, 흉막폐렴
pleuropneumonia-like organism (PPLO) 변경 가슴막폐렴모양균, 유흉막폐렴균
pleuropulmonary 동일 흉막폐성
plombage 동일 충전술
plombage collapse 호흡 충전허탈법
plug 동일 마개, 충전물
pneumatocele 동일 공기낭종
pneumatometer 동일 폐활량계
pneumatosis 동일 공기증, 기종
pneumococcal 의추 폐렴알균-, 폐렴구균-
Pneumococcal infection 용어필요 폐렴알균감염
pneumococcal vaccine 용어필요 폐렴알균백신
pneumococcus 동일 폐(렴)구균
pneumoconiosis 동일 진폐증



Pneumocystis carinii 변경 쥐폐포자충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호흡 폐포자충폐렴
Pneumocystis jiroveci 동일 사람폐포자충
Pneumocystis jiroveci pneumonia 호흡 사람폐포자충폐렴
Pneumocystis pneumonia 의추 폐포자충폐렴
pneumogram 변경 호흡운동곡선, 폐용량곡선
pneumograph 변경 호흡운동기록기
pneumography 의추 호흡량기록법
Pneumolysin 해추 뉴모라이신
pneumolysis 호흡 폐박리(술)
pneumomediastinum 변경 종격동기종, 세로칸공기증
pneumomycosis 동일 폐진균증
pneumonectomy 동일 (전)폐절제술
pneumonia 동일 폐렴
Pneumonia severity index (PSI) 용어필요 폐렴중증도지수
pneumonitis 동일 폐렴
pneumonocyte (pneumocyte) 동일 폐포세포
pneumopericardium 변경 공기심낭종, 공기심장막증, 심낭기종
pneumotachograph 변경 호흡기류계, 호흡유량계
pneumotaxic center 변경 호흡조정중추
pneumothorax 변경 기흉, 공기가슴증 
pollutant 동일 오염물질, 공해물질
pollution 동일 오염
polypnea 동일 다호흡
polyserositis 변경 다발장막염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PEEP) 변경 날숨끝양압, 호흡기말양압
positive pressure breathing 동일 양압호흡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동일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terolateral thoracotomy 변경 후측방가슴절개(술), 후측방개흉(술)
postnasal drip 동일 후비루, 코뒤흐름
postnasal drip syndrome 의추 코뒤흐름증후군, 후비루증후군
postural drainage 변경 체위배출(술), 체위배액(술)
posture 동일 자세, 체위
precancerous condition 호흡 전암(성)상태



precipitate 동일 침전물
precipitation 동일 침강, 침전
precipitin 변경 침전소
Pressure control ventilation (PCV) 용어필요 압력조절환기
Pressure support ventilation (PSV) 용어필요 압력보조환기
pressure-volume relation 변경 압력용량관계
primary 변경 일차-, 원발- 
primary atelectasis 의추 원발무기폐
primary atypical pneumonia 변경 원발비정형폐렴
primary atypical viral pneumonia 호흡 원발비정형성바이러스폐렴
Primary cough headache 용어필요 원발기침두통
primary ciliary dyskinesia 동일 원발섬모운동이상증 
primary tuberculosis 의추 원발결핵
Procalcitonin 용어필요 프로칼시토닌
progressive 변경 진행-
progressive systemic sclerosis (PSS) 호흡 진행성전신경화증
proliferative bronchiolitis 호흡 증식세기관지염
prostaglandin (PG) 동일 프로스타글란딘
Proteus 동일 프로테우스(속)
Protozoa 동일 원충(류)
provocation 호흡 유발
provocation method 의추 유발시험법
provocation test 호흡 유발검사
pseudobronchiectasis 호흡 위기관지확장증
pseudomembranous bronchitis 변경 위막기관지염, 거짓막기관지염 
Pseudomonas 변경 슈도모나스(속)
Pseudomonas aeruginosa 동일 녹농균
Pseudomonas endocarditis 호흡 녹농균(성)심내막염
Pseudomonas infection 호흡 녹농균감염(증)
psittacosis 동일 앵무(새)병
psychosomatic chest symptom 변경 정신신체가슴증상, 정신신체흉부증상  
puerile respiration 호흡 소아형호흡
pulmo-coronary reflex 호흡 폐관(상)동맥반사
pulmonary 동일 폐성



pulmonary abscess 호흡 폐농양
pulmonary actinomycosis 동일 폐방선균증
pulmonary adenomatosis 동일 폐선종증
pulmonary allergic granuloma 호흡 폐알레르기육아종
pulmonary alveolar microlithiasis 동일 폐포미석증
pulmonary alveolar proteinosis 동일 폐포단백증
pulmonary alveolus 동일 폐포
pulmonary arch 의추 폐동맥활
Pulmonary angiography 용어필요 폐동맥조영술
pulmonary anthracosis 호흡 폐탄분증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용어필요 폐동맥고혈압
pulmonary arteriosclerosis 의추 폐동맥경화(증)
pulmonary arteriovenous fistula 의추 폐동정맥루, 허파동정맥샛길
pulmlonary artery 의추 허파동맥, 폐동맥
Pulmonary artery catheter 의추 폐동맥도관
pulmonary aspiration 의추 폐흡인
pulmonary atelectasis 호흡 무기폐
pulmonary atresia 의추  폐동맥판폐쇄(증)
pulmonary blastomycosis 의추 폐분아균증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동일 폐모세혈관쐐기압
pulmonary circulation 호흡 폐순환
pulmonary collapse 호흡 폐허탈
pulmonary compliance 변경 폐순응도
pulmonary conus 호흡 폐동맥원추
pulmonary diffusing capacity 의추 폐확산능
pulmonary distomiasis 의추 폐흡충증, 폐디스토마증
pulmonary edema 동일 폐부종
pulmonary elasticity 변경 폐탄성, 폐탄력성
pulmonary embolectomy 변경 폐동맥색전제거(술)
pulmonary embolism 동일 폐색전증
pulmonary emphysema 호흡 폐기종
pulmonary encephalopathy 호흡 폐성뇌증
pulmonary fibrosis 호흡 폐섬유화증
pulmonary flow resistance 의추 폐기류저항



pulmonary function 호흡 폐기능
pulmonary function test 의추 폐기능검사
pulmonary glomus 의추 폐동맥토리, 허파동맥토리
pulmonary geotrichosis 호흡 페지오트리쿰진균증
pulmonary hamartoma 의추  폐과오종, 허파과오종
pulmonary heart disease 호흡 폐심질환
pulmonary hilum 호흡 폐문
pulmonary hypersensitivity 호흡 폐과민증
pulmonary hypertension 동일 폐동맥고혈압, 허파동맥고혈압
pulmonary hypoplasia 호흡 폐형성부전증
pulmonary infarction 의추 폐경색증, 허파경색증
pulmonary insufficiency 변경 폐기능부전, 허파기능부전
pulmonary ischemia 호흡 폐허혈
pulmonary juxtaesophageal lymph node 의추 허파식도옆림프절, 폐식도옆림프절
pulmonary lobectomy 호흡 폐엽절제(술)
Pulmonary lymphangioleiomyomatosis 용어필요 폐 림프관평활근종증
Pulmonary mass 용어필요 폐종괴
pulmonary mucormycosis 의추 폐털곰팡이증, 허파털곰팡이증
pulmonary nodule 호흡 폐소결절
pulmonary oligemia 의추 폐혈액량감소
pulmonary overinflation syndrome 의추  폐과도팽창증후군
pulmonary perfusion scan 의추 폐관류스캔, 허파관류스캔
pulmonary phthisis 호흡 폐결핵(증)
pulmonary plethora 의추 폐다혈증
pulmonary pleura 호흡 폐가슴막, 폐흉막
pulmonary pulse 의추 폐동맥박
pulmonary purpura 호흡 폐자반증 
pulmonary rehabilitation 호흡 호흡재활
pulmonary respiration 호흡 폐호흡
Pulmonary risk assessment 해추 호흡위험도평가
pulmonary sarcoidosis 의추 폐사르코이드증
pulmonary schistosomiasis 의추 폐주혈흡충증
pulmonary scintigraphy 의추 폐섬광조영(술), 허파섬광조영(술)
pulmonary sequestration 동일 폐격리증, 폐분리증



pulmonary stenosis 의추 폐동맥판협착(증)
pulmonary strongyloidiasis 의추 폐분선충증, 허파분선충증
pulmonary surfactant 의추 폐표면활성제, 허파표면활성제
pulmonary trunk 의추 폐동맥, 허파동맥
pulmonary tuberculosis 동일 폐결핵
pulmonary valve 동일 폐동맥판, 허파동맥판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동일 폐(혈관)저항
pulmonary vein 호흡 폐정맥
pulmonary ventilation 동일 폐환기
pulmonary wedge pressure 호흡 폐(동맥)쐐기압
pulmonic stenosis 호흡 폐동맥협착증
pump oxgenator 호흡 인공심폐장치
punch biopsy 동일 펀치생검, 찍어냄생검
purulent pleurisy 변경 고름형성흉막염, 고름형성가슴막염, 화농흉막염
purulent sputum 변경 고름가래
putrid 변경 부패성-
pyopneumopericardium 의추 고름공기심낭증, 고름공기심장막증, 농심낭기종
pyopneumothorax 동일 농기흉, 고름공기가슴증
pyothorax 동일 농흉
pyriform thorax 호흡 조롱박가슴, 서양배모양가슴, 이상흉
pyrophyllitosis 호흡 석필석진폐증
radiation 변경 1. 방사선, 방사 2. 조사 3. 복사 4. 부챗살
radiation fibrosis 변경 방사선폐섬유증, 방사선폐섬유화  
radiation pneumonia 호흡 방사선폐렴
radiation pneumonitis 호흡 방사선폐렴

R rale 변경 거품소리, 수포음

rebreathing 동일 재호흡
rebreathing method 호흡 재호흡법
reconstruction 변경 재건(술), 재구성
reoxygenation 동일 재산소화
residual volume (RV) 변경 잔기량, 남은공기량
resistance (R) 변경 내성, 저항, 저항성
respiration 동일 호흡



respiration rate 호흡 호흡수
respirator 변경 호흡기, 인공호흡기
respiratory 변경 호흡-, 호흡성-
respiratory acidosis 동일 호흡성 산증
respiratory alkalosis 변경 호흡성 알칼리증
respiratory arrest 동일 호흡정지
respiratory bronchiole 동일 호흡세기관지
respiratory bronchiolus 호흡 호흡세기관지
respiratory center 동일 호흡중추
respiratory exchange ratio 동일 호흡교환비율
respiratory compensation 변경 호흡보상
respiratory cycle 호흡 호흡주기
respiratory dead space 변경 호흡사강, 호흡무용공간
respiratory depression 호흡 호흡억제
respiratory difficulty 호흡 호흡곤란
respiratory distress 호흡 호흡곤란, 호흡장애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 동일 호흡곤란증후군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wborn 호흡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respiratory disturbance 의추 호흡장애
respiratory failure 변경 호흡기능상실, 호흡부전
respiratory fluctuation of blood pressure 호흡 호흡혈압변동
respiratory function 해추 호흡기능 
respiratory movement 호흡 호흡운동
respiratory muscle 호흡 호흡근
respiratory paralysis 호흡 호흡마비
respiratory pause 변경 호흡휴지, 호흡쉼
respiratory quotient (RQ) 호흡 호흡상수, 호흡계수
respiratory reflex 호흡 호흡반사
respiratory rehabilitation 해추 호흡재활
respiratory standstill 호흡 호흡정지
respiratory tract 변경 기도, 숨길
respiratory tract infection 해추 기도감염
respiratory tract obstruction 의추 호흡폐쇄, 기도막힘
restrictive 변경 제한-



restrictive lung disease 변경 제한폐질환
resuscitation 변경 1.소생 2.소생술
reticular 변경 그물-, 망상-
retraction 변경 1.뒤당김 2.오그라듦, 수축
retrocardial 호흡 심장후부의
retropharyngeal 변경 인두뒤-
retropharyngeal abscess 호흡 인두후부농양
retropharyngeal space infection 해추 인두뒤공간 감염
retrosternal 호흡 흉골후방의
rheumatic 변경 류마티스-
rheumatic pneumonia 호흡 류마티스폐렴
rheumatoid 변경 류마티스모양
rheumatoid lung disease 변경 류마티스폐질환 
rheumatoid pleuritis 의추 류마티스가슴막염, 류마티스흉막염
rheumatoid pneumoconiosis 호흡 류마티스진폐증
rhinitis 변경 코염, 비염
rhinopharyngitis 변경 코인두염, 비인두염
rhinopharynx 변경 코인두, 비인두
rhinorrhea 변경 콧물, 비루
rhonchus 변경 삑삑거림, 건성수포음
rib 변경 갈비뼈, 늑골
rickettsial pneumonia 변경 리케차폐렴
right heart catheterization 변경 우심도관삽입, 우심카테터삽입 
right pulmonary artery 변경 오른허파동맥, 우폐동맥
rigid bronchoscopy 호흡 경직기관지경
risk 변경 1.위험 2.위험도
risk factor 변경 위험인자
rotation 변경 회전, 돌림, 로테이션
rotating irradiation 호흡 회전조사, 회전방사선조사
rubella 동일 풍진
rupture 변경 파열, 터짐
rupture of bronchus 호흡 기관지파열
rusty sputum 변경 쇠녹가래
saccule 변경 주머니, 소낭, 둥근주머니



sagittal 변경 1.시상- 2.시상면-
saliva 변경 침, 타액
salivary 호흡 타액-
salivary gland 변경 침샘, 타액선
salivary gland tumor 변경 타액선종양, 침샘종양
salivary secretion 호흡 타액분비, 침분비

S salivation 변경 1.침분비 2.과다침흘림

sample 변경 1.표본, 시료, 검체 2.표본인구
sanatorium 동일 요양소
saprophyte 변경 1.부생식물 2.부패균
sarcoidosis 변경 사르코이드증
SARS 해추 중증급성호흡증후군
sarcoma 동일 육종
scanning 변경 스캐닝
scanning elctron microscope 변경 스캐닝전자현미경 , 주사전자현미경
scapula 변경 어깨뼈 , 견갑골
scarlet fever 동일 성홍열
scleroderma 변경 피부경화증, 피부굳음증
sclerosing 변경 경화-
sclerosing alveolitis 호흡 경화성폐포염
sedation 변경 진정
sedative 변경 1.진정- 2.진정제
segment 변경 1. 조각, 분절, 마디 2. 부분 3. 구역 4.분엽
segmental 변경 1. 분절- 2. 구역-
segmental anatomy 호흡 구역해부, 분절해부
segmental bronchus 변경 구역기관지
segmental resection 호흡 구역절제술, 분절절제술
segmentectomy 변경 구역절제(술), 분엽절제(술)
selective bronchial brushing 호흡 선택적기관지솔질(법)
selective permeability 변경 선택투과성
selective reabsorption 변경 선택재흡수
self-regulatory mechanism 호흡 자동조절기전
senile 변경 노년-



senile psychosis 변경 노년정신병
sensitization 변경 1. 민감화, 감작 2. 면역화
sepsis 동일 패혈증
septicemia 동일 패혈증
sequelae 호흡 후유증
sequestrated lung 호흡 격리폐
sequestration 변경 1. 분리(증), 격리 2. 부골형성, 부골화
serofibrinous pleurisy 변경 장액섬유소흉막염, 장액섬유소가슴막염
seropnuemothorax 호흡 장액기흉
serosa 변경 장막, 융모막
serous 변경 1. 장액- 2. 혈청-
serous pleurisy 변경 장액흉막염, 장액가슴막염 
shadow 변경 1. 음영, 그림자 2. 희석상
shallow breathing 동일 얕은호흡
shunt 변경 1. 지름길, 사잇길 2. 션트
shunting 호흡 단락
sibilant rhonchi 호흡 잇소리삑삑거림, 잇소리건성수포음
siderosis 변경 철침착증, 혈철소증, 과다철증
sign 변경 1. 징후 2. 부호 3. 신호
silicosis 동일 규폐증
silicotuberculosis 변경 규폐결핵증
silofillers' disease 호흡 사일로-필러병
simple chronic bronchitis 호흡 단순만성기관지염
Single breath holding method 의추 단회호흡 폐확산능 측정법 
sinusitis 변경 1. 굴염, 동염 2. 코곁굴염, 부비동염 3. 정맥굴염. 정맥동염
sleep apnea syndrome 동일 수면무호흡증후군
sleeve resection 호흡 소매(모양)폐엽절제(술), 수상절제(술)
slow-reacting substance (SRS) 변경 지연반응물질
small cell carcinoma 동일 소세포암종 
smoker 호흡 흡연자
sneezing 호흡 재채기
snore 동일 코골기
solitary pulmonary nodule (SPN) 변경 고립폐결절
sonorous rhonchus 변경 공명삑삑거림



sore throat 변경 목앓이, 인두통
spasm 변경 연축
spasmodic cough 변경 연축성 기침
specimen 변경 1. 검사물, 검체 2. 표본, 견본 3. 시료 4. 시험편
septum 변경 사이막, 중격
spirogram 변경 호흡곡선, 폐용량곡선
spirometry 변경 폐활량측정법
spontaneous pneumothorax 변경 자발공기가슴증, 자발기흉
sporadic 호흡 산재성, 산발성
spore 변경 홀씨, 포자, 아포
spray 변경 1. 물보라, 분무 2. 분무기, 뿜이개 
sputum 변경 가래
squamous cell carcinoma 변경 편평세포암종
squamous metaplasia 동일 편평상피화생
stage 변경 1. 기, 시기, 병기 2. 단계 
stannosis 변경 주석증, 주석폐증
staphylococcal pneumonia 변경 포도알균폐렴, 포도구균폐렴
Staphylococcus 변경 포도알균, 포도구균
Staphylococcus albus 변경 백색포도구균, 백색포도알균
Staphylococcus aureus 변경 황색포도알균, 황색포도구균
Staphylococcus citreus 호흡 등색포도구균, 등색포도알균
Staphylococcus pyogenes 호흡 화농포도상구균, 화농포도알균
static 동일 정적
static compliance 변경 정적순응도
static lung compliance 변경 정적폐순응도
static lung elastic recoil 호흡 정적폐탄력반동
status asthmaticus 변경 천식지속상태, 천식지속증
stem bronchus 호흡 기관지간
stenosis 변경 협착(증)
sternal 변경 복장뼈-, 흉골-
sternal line 변경 복장뼈선, 흉골선
sternal puncture 변경 복장뼈천자, 흉골천자; 천자, 뚫기, 찌름술 
sternotomy 변경 복장뼈절개(술), 흉골절개(술)
sternum 변경 복장뼈, 흉골



stethoscope 동일 청진기
stiffness 변경 1. 경직, 강직, 굳음 2. 강성도
stimulus 동일 자극
stoma 변경 1. 스토마, 구멍 2. 입
Streptococcus 변경 사슬알균, 연쇄구균, 스트렙토코쿠스(속)
Streptococcus anaerobius 호흡 혐기성연구균, 혐기성사슬알균
Streptococcus haemolyticus 호흡 용혈성연구균, 용혈성사슬알균
Streptococcus pneumoniae 변경 폐렴사슬알균, 폐렴연쇄구균
stress 변경 1. 스트레스 2. 응력 3. 부하
stretch reflex 변경 뻗침반사, 신장반사
stricture 동일 협착
stridor 변경 그렁거림, 협착음
strip 동일 띠, 압착
stroma 변경 버팀질, 간질
subacute 동일 아급성
subchronic 동일 아만성
subclavian artery 변경 빗장밑동맥, 쇄골하동맥
subcutaneous 변경 피부밑-, 피하-
subcutaneous emphysema 변경 피부밑공기증, 피하기종
subdiaphragmatic abscess 변경 가로막밑고름집, 횡격막하농양
suberosis 호흡 콜크폐
subglottis 호흡 성문하
submaxillary gland 호흡 악하선
submucosal gland 호흡 점막밑샘
subphrenic abscess 변경 가로막밑고름집, 횡격막하농양
subpleural 변경 가슴막밑-, 흉막하-
subsegmental bronchus 변경 구역기관지가지
substernal 변경 복장밑-, 흉골하-
subtotal 호흡 부분적인
suffocation 동일 질식
superior caval vein 호흡 상대정맥
superior vena cava syndrome 변경 위대정맥증후군, 상대정맥증후군
supplementary irradiation 변경 추가조사
suppression 변경 1. 억제, 억압 2. 제거 3. 진화



suppuration 변경 화농, 곪음
suppurative 변경 화농-, 고름-
suppurative disease 변경 화농질환 
supraclavicular 변경 빗장위-, 쇄골상-
suprasternal 변경 복장위-, 흉골상-
surface 변경 1. 표면 2. 면
surface force 호흡 표면력
surface tension 동일 표면장력
surfactant 변경 표면활성제, 표면활성물질
survival 변경 생존
survival rate 동일 생존율
susceptibility 변경 감수성
suspension 변경 1. 걸기, 현수 2. 현탁 3. 현탁액, 부유액 4. 서스펜션  
Swan-ganz catheter 호흡 스완간즈 도관
sweating 변경 땀남, 발한
swelling 동일 부기, 종창
Swyer-James syndrome (=unilateral hyperlucent
lung)

호흡 편측과투과성폐

symmetric 호흡 대칭(성)
symptom 변경 증상
symptom complex 호흡 증후군
symptomatic 변경 1. 증상관련- 2. 대증-
symptomatic therapy 동일 대증요법
syndrome 동일 증후군
systemic 변경 1. 전신성- 2. 체계적
tachypnea 변경 빠른호흡, 빈호흡
tactile fremitus 의추 촉각진동감
tactile sensation 동일 촉(감)각
talc 동일 활석
talc pneumoconiosis 동일 활석진폐증
talcosis 동일 활석증

T tap 동일 천자

tapping 동일 천자술



tension 동일 장력, 긴장
tension pneumothorax 변경 긴장기흉,  긴장공기가슴증
teratoma 동일 기형종
terminal bronchiole 동일 종말세기관지
terminal weaning 용어필요 말기호흡기뗌 
therapeutic bronchoscopy 변경 치료기관지경술 
thoracentesis 동일 흉막천자(술)
thoracic 변경 가슴-, 흉-
thoracic aorta 변경 가슴대동맥, 흉부대동맥
thoracic breathing 변경 가슴호흡, 흉식호흡 
thoracic cavity 변경 가슴안, 흉강 
thoracic empyema (=pyothorax) 변경 고름가슴증, 농흉
thoracic inlet 변경 위가슴문, 흉곽입구 
thoracic outlet 변경 아래가슴문, 흉곽출구 
thoracic respiration 변경 가슴호흡, 흉식호흡 
thoracic surgery 동일 흉부외과
thoracic vertebrae 변경 등뼈, 흉추
thoracic wall 변경 가슴벽, 흉벽 
thoracocautery 변경 가슴소작법 
thoracoplasty 변경 가슴성형(술), 흉부성형(술) 
thoracoscope 동일 흉강경
thoracoscopy 동일 흉강경검사, 흉강경술
thoracostomy 변경 가슴관삽입(술), 흉강삽관(술)
thoracotomy 변경 가슴절개(술), 개흉(술)
thorax 변경 가슴, 흉부
thromboembolism 동일 혈전색전증
thymectomy 변경 가슴샘절제(술), 흉성절제(술)
thymic gland 변경 가슴샘, 흉선
thymoma 변경 가슴샘종, 흉선종
thymus 변경 가슴샘, 흉선
thyroid 변경 갑상샘, 갑상선
thyroid cartilage 변경 방패연골, 갑상연골
thyroid insufficiency 변경 갑상선기능부족, 갑상선기능부전
thyroidectomy 변경 갑생샘절제(술), 갑상선절제술



thyrotoxicosis 변경 갑상샘항진증
tidal volume 변경 상시호흡량, 일회호흡량 
Tietze's syndrome 변경 티체증후군
timed vital capacity (TVC) 변경 단위시간폐활량
tolerance 변경 견딤, 내성
tomography 동일 단층촬영(술)
total 변경 완전, 모든
total carbon dioxide 동일 총탄산(량), 총이산화탄소량
total lung capacity (TLC) 동일 총폐용량
toxoplasmic pneumonia 변경 톡소포자충폐렴
trachea 동일 기관
tracheal 변경 기관-
tracheal canula 동일 기관카뉼라
tracheal catheter 동일 기관카테타
tracheal fenestration 변경 기관창냄술, 기관천공술
tracheal lavage 변경 기관씻어냄, 기관세척
tracheal reconstruction 동일 기관재건(술)
tracheal stenosis 동일 기관협착(증)
tracheal stoma 변경 기관스토마, 기관구멍
tracheitis 동일 기관염
tracheobronchitis 동일 기관기관지염
tracheobronchoscopy 동일 기관기관지경술(검사)
tracheoesophageal fistula 변경 기관식도샛길, 기관식도루
tracheomalacia 변경 기관연화(증)
tracheostomy 변경 기관절개(술)
tracheotomy 동일 기관절개
tract 변경 길,로,도, 관
transbronchial biopsy 용어필요 기관지생검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용어필요 기관지바늘흡인, 기관지침흡인
transcutaneous oximeter 변경 피부경유산소측정기, 경피산소측정기
transnasal bronchofiberscopy 변경 코경유기관지경술, 경비기관지경술, 경비기관지보개술
transpulmonary pressure 동일 폐(내외)압력차
transsternal incision 변경 복장뼈경유절개, 흉골경유절개
transtracheal aspiration 변경 기관경유흡인



transudate 변경 누출액
transudation 변경 누출, 누출액
trauma 동일 손상, 외상
traumatic 변경 외상-
treatment 동일 치료, 요법, 처치
true aneurysm 변경 참동맥류, 참동맥자루
truncus bronchialis 동일 기관지간
tubercle 동일 결핵결절
tubercle bacillus 동일 결핵균
tuberculide 동일 결핵진
tuberculin 동일 투베르쿨린
tuberculin skin test 변경 투베르쿨린피부검사
tuberculoma 동일 결핵종
tuberculosis 동일 1. 결핵, 2 폐결핵 
tuberculous 변경 결핵-
tuberculous arthritis 변경 결핵관절염
tuberculous enteritis 변경 결핵장염
tuberculous menigitis 변경 결핵수막염
tuberculous pleurisy 변경 결핵가슴막염, 결핵흉막염
tumor 동일 종양
undifferentiated carcinoma 변경 미분화암종
unilateral 변경 한쪽, 편측
unilobar 동일 일엽성
uremic lung 변경 요독폐
uremic pneumonia 변경 요독폐렴
uremic pneumonitis 변경 요독폐렴, 요독간질폐렴

U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 변경 보통사이질폐렴, 보통간질폐렴

vanishing lung syndrome 변경 소멸폐증후군, 사라지는허파증후군
ventilation 동일 환기, 통풍
ventilation coefficient 동일 환기계수
ventilation-perfusion ratio 동일 환기관류비
ventilation-perfusion ratio inequality 동일 환기관류비불균등
ventilation perfusion scan 용어필요 환기관류스캔



V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용어필요 환기기관련폐렴

ventilatory 변경 환기-
ventilatory drive 동일 환기구동
ventilatory equivalent 동일 환기당량
ventilatory response 동일 환기반응
ventilatory support 동일 환기지원
vesicula 동일 소수포, 폐포
vesicular 변경 소낭성-, 소수포-
vesicular breath sound 동일 폐포호흡음
vesicular murmur 변경 폐포음, 허파꽈리소리 
vesicular rale 변경 비빔거품소리
Video Assisted Thoracic Surgery (VATS) 동일 비디오흉강경수술
villi 동일 융모
virtual bronchoscopy 용어필요 가상기관지경술, 가상기관지보개술
virulence 변경 독력, 발병력, 균력
virus 동일 바이러스
visceral pleura 변경 내장쪽가슴막, 내장쪽흉막
viscosity 동일 점도, 점성도
viscous resistance 동일 점성저항
vital capacity (VC) 동일 폐활량
vocal 변경 음성-
vocal cord 동일 성대
vocal cord paralysis 동일 성대마비
vocal fremitus 변경 목소리진동감
voice 동일 음성, 목소리
volume dependent 변경 용량의존성
volume-limited respirator 변경 용량제한호흡기
washing 동일 세척
weaning 의추 뗌
wedge resection 동일 쐐기절제(술)
wet lung 변경 부종폐
wet pleurisy 변경 습성가슴막염, 습성흉막염
wheeze 변경 쌕쌕거림, 천명



W whispered pectoriloquy 의추 속삭임가슴소리

whispered voice 의추 속삭임소리
whooping cough 동일 백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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