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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NGLISH 

제제제제    이름은이름은이름은이름은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My name is 

재재재재 생년월일은생년월일은생년월일은생년월일은  __월월월월 __일일일일 __년년년년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My birth date is 

워싱턴워싱턴워싱턴워싱턴 대학대학대학대학 병원병원병원병원 카드카드카드카드  A U card 

보험보험보험보험 카드카드카드카드 An insurance card 
  

저는저는저는저는 의사입니다의사입니다의사입니다의사입니다 I am a doctor 

저는저는저는저는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I am a nurse 

저는저는저는저는 간호간호간호간호 보조사보조사보조사보조사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I am a medical assistant 

저는저는저는저는 접수처접수처접수처접수처 직원직원직원직원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I am a receptionist 

저는저는저는저는 사회사회사회사회 복지과복지과복지과복지과  직원직원직원직원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I am a social worker 
  

저는저는저는저는 _______을을을을 원합니다원합니다원합니다원합니다 I want 

저는저는저는저는 _______이이이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I need 

저는저는저는저는 질문이질문이질문이질문이 있읍니다있읍니다있읍니다있읍니다 I have a question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것이것이것이것이 있으있으있으있으십니까십니까십니까십니까? Do you need 

저는저는저는저는 _______이이이이 있읍니다있읍니다있읍니다있읍니다 I have 

당신은당신은당신은당신은 ______이이이이 있읍니까있읍니까있읍니까있읍니까? Do you have 

당신은당신은당신은당신은 _____이이이이 있읍니다있읍니다있읍니다있읍니다 You have 

질문이질문이질문이질문이 있으십니까있으십니까있으십니까있으십니까? Do you have any questions? 
  

통역관통역관통역관통역관 An interpreter 
  

아프십니까아프십니까아프십니까아프십니까? Do you have pain? 

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 아프십니까아프십니까아프십니까아프십니까? Where is your pain? 

얼마나얼마나얼마나얼마나 아프십니까아프십니까아프십니까아프십니까? How much pain do you have? 

 
0 1 2 3 4 5 

안안안안 아픔아픔아픔아픔 아주아주아주아주 약간약간약간약간 
아픔아픔아픔아픔 

조금조금조금조금 더더더더 아픔아픔아픔아픔 많이많이많이많이 아픔아픔아픔아픔 아주아주아주아주 많이많이많이많이 
아픔아픔아픔아픔 

최고로최고로최고로최고로 아픔아픔아픔아픔 

No hurt 
 

Hurts a little 
bit 

Hurts a little 
more 

Hurts even 
more 

Hurts a whole 
lot 

Hurts worst 
 



Interpreter Services Outpatient Language Card 

Patient and Family Centered Care and Education Korean/English 

Page 2 of 3 
 

 

KOREAN ENGLISH  AT 

어제어제어제어제  Yesterday  오전 6 시 6 a.m. 오후 1 시 1 p.m. 

오늘오늘오늘오늘 Today  오전 7 시 7 a.m. 오후 2 시 2 p.m. 

내일내일내일내일 Tomorrow  오전 8 시 8 a.m. 오후 3 시 3 p.m. 

   오전 9 시 9 a.m. 오후 4 시 4 p.m. 

월요일월요일월요일월요일 Monday  오전 10 시 10 a.m. 오후 5 시 5 p.m. 

화요일화요일화요일화요일 Tuesday  오전 11 시 11 a.m. 오후 6 시 6 p.m. 

수요일수요일수요일수요일 Wednesday  정오 12 시 12 noon 오후 7 시 7 p.m. 

목요일목요일목요일목요일 Thursday  

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Friday  

토요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 Saturday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Sunday    

 
KOREAN PICTURES ENGLISH 

대기실에대기실에대기실에대기실에    앉아앉아앉아앉아    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Have a seat in the waiting room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환자분의환자분의환자분의환자분의 동의가동의가동의가동의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설명해설명해설명해설명해 드릴것입니다드릴것입니다드릴것입니다드릴것입니다 

환자분의환자분의환자분의환자분의 서명을서명을서명을서명을 이곳이곳이곳이곳에에에에 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We need your consent 
We will explain 

Your signature goes here 

혈압을혈압을혈압을혈압을 제겠읍니다제겠읍니다제겠읍니다제겠읍니다 
 

I will take your blood pressure 

체온을체온을체온을체온을 재겠읍니다재겠읍니다재겠읍니다재겠읍니다 

 

I will take your temperature 

이이이이    통에통에통에통에    소변을소변을소변을소변을    받아다받아다받아다받아다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Please give a urine sample in this 
container 

손가손가손가손가락을락을락을락을 찌르곘읍니다찌르곘읍니다찌르곘읍니다찌르곘읍니다 

 

I will prick your finger 

의사의사의사의사  선생님이선생님이선생님이선생님이 곧곧곧곧 오실오실오실오실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Your doctor will come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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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ICTURES ENGLISH 

지금지금지금지금 피피피피 뽑는뽑는뽑는뽑는 곳으로곳으로곳으로곳으로 가십시오가십시오가십시오가십시오 

 

Go to the blood draw station now 

약국으로약국으로약국으로약국으로 가십시오가십시오가십시오가십시오 

Pharmacy

 

Go to the pharmacy 

방사선과로방사선과로방사선과로방사선과로 가십시오가십시오가십시오가십시오 

 

Go to radiology 

지금지금지금지금 댁으로댁으로댁으로댁으로 가셔도가셔도가셔도가셔도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You may go home now 

 

예약예약예약예약 

 

An appointment 

약약약약 처방전처방전처방전처방전 

 

A prescription 

전화전화전화전화 

 

A telephone 

 
Staff may call for telephone or in-person interpretation at any time ..................................... 598-4425 
(Please specify which type of session is des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