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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solute monarchy - A form of government 
headed by a ruler, or monarch, with unlimited 
power. See divine right. 

전제 군주국- 한 사람의 통치자 혹은 군주가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형태'

Allied Powers - ln World War I, the nations 
allied against the Central Powers; included 
Serbia, Russia, Franc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연합국- 1 차대전 때 동맹국에 대항해서 싸웠던 
연합국;세르비아, 러시아, 불란서, 영국, 미국을 포함.

Allies  - In World War II, the nations allied 
against the Axis powers, including Britain, 
France,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연합국- 2 차대전 때 추축국에 대항해서 싸웠던 연합국, 영국, 
불란서, 소련, 미국과 중국을 포함.

anti-semitism -  Discrimination against and 
hatred of Jews.

반유태주의- 유태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심.

apartheid -  The government policy of strict and 
unequal segregation of the races as practiced in 
South Africa from 1948 to the early 1990s.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 194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남아프리카에서 흑인을 가차없고 불공평하게 
분리한 정부 정책.

apostle -  One of the 12 closest followers of 
Jesus, chosen by him to help him teach.

사도-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자기를 도울 사람으로 
가장 가까이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제자 
한사람 한사람을 사도라 한다.

archaeology -  The study of the remains of past 
cultures.

고고학-  과거 문화의 유물을 연구하는 학문.

aristocracy - The class of a society made up of 
members of noble families, usually the most  
powerful group. 

귀족정치(사회)- 귀족가문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계층으로 보통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룹.

armistice - An agreement to stop fighting; a 
truce. 

휴전- 전투를 중단하기 위한 협정.

artifact - An object made by someone in the 
past. 

유물- 과거에 만들어진 물건으로 고고학적 뜻을 지닌 간단한 
기물.

astrolabe - An instrument invented by Muslims  
that is used to determine direction by figuring out 
the position of the stars. 

천체관측의 (혼천의)-이슬람 교도들이 발명한 기구로서 
별들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데 쓰임.

Axis - In World War II, the nations who fought 
the Allies, including Japan, Germany, and Italy. 

추축국- 2차대전 때 연합국과 대적해서 싸운 국가들, 일본 
독일 이태리를 포함. 

B
bishop - A church official who leads a large 
group of Christians in a particular region. 

주교- 어느 특정지역의 큰 그룹의 그리스도교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

Buddhism - A religion founded in India by 
Siddhartha Gautama which teache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reach peace by 
ending suffering. 

불교- 고통을 끝냄으로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종교인데 인도의 싣달타 가우타마에 의해 
세워짐.

C
cardinal directions - The directions north, 
south, east, and west. 

주요(기본)방향- 동, 서, 남, 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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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e system - The social system in Hindu 
society in which a person's place is determined 
by the rank of the family into which he or she is 
born. 

카스트 계급제도- 한 사람의 지위가 자신이 태어난 가문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인도의 힌두교도의 사회계급제도. 

cathedral - A large or important Christian 
church. 

주교좌 대성당- 크거나 중요한 그리스도교 교회

census - A periodic count of all the people living 
in a country, city; or other region.

인구조사- 한 나라나 시 혹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Central Powers - In World War I, the nations 
who fought against the Allied Powers, including 
Austria-Hungary and Germany.

동맹국- 1차 대전 때 연합국에 대항해서 싸웠던 나라들- 
오스트리아- 항가리, 독일 등.

Christianity - A religion based on the teachings 
of Jesus, as recorded in the New Testament.

기독교 신앙(정신)- 신약성서에 기록된대로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종교.

circa - A Latin word, often abbreviated "c." that 
means "about" or “around.”

씨르카- 라틴어, 가끔 "C"라고 줄여서 쓰는데 "대략"이나 
"약"이란 뜻임.

citadel - A walled fort that protects a city. 성채- 한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
city-state - A self-governing city, often with 
surrounding lands and villages. 

도시국가- 한 도시가  주위의 땅과 마을을 다스리며 
자체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

climograph - A graph that shows th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a place over a 
period of months. 

클리이모크래프-어떤 지역의 온도와 습도를 월별로 나타내는 
그래프.

Cold War - A term used for the battle of words 
and ideas that developed between the 
democratic nations of the West and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from about 1945 to 
1990.

냉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서방 자유 민주국가들과 
소련을 비롯한 동부 유럽국가들 사이에 벌어졌던 말과 
사상의  싸움을 일컬음.

colony - A territory or community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country. 

식민지- 다른나라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나 지역 공동사회.

commune - A community in which resources, 
work, and living space are shared by all 
members of the group.

코뮨- 자원, 일, 살고 있는 공간을 그 공동체에 속한 이들과 
같이 나누어 쓰는 공동체나 지역사회.

communism -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owns all property and makes nearly 
all decisions for its citizens. 

공산주의- 정부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모든 
결정을 하는 제도장치.

concentration camp - A place where people are 
imprisoned because of their heritage, religious 
beliefs, or political views. 

강제 수용소- 민족적인 전통이나 종교적인 믿음이 다르거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감금한 곳.

Confucianism - In China, a system of beliefs 
and behavior based on the teachings of 
Confucius, who said that people should lead 
good lives by studying ancient traditions; 
stresse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one's 
family and ancestors. 

유교- 고대 중국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행동의 사상 체계로 공자는 사람들이 옛전통을 배우므로 
훌륭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가족과 조상을 존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onquistador - A Spanish conqueror who came 
to the Americas to search for gold, land, and 
glory.

정복자-  금과 땅, 영예를 찾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에 왔던 
스패니쉬 정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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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 - One of two elected officials of the 
Roman Republic who commanded the army and 
were supreme judges.

집정관- 군대를 지휘하고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고대 
로마시대 때 선출된 두 명의 관리 중 한 명  

convent - A religious community in which 
women, or nuns, live and pray.

수녀원- 여인들이나 수녀들이 살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생활공동체. 

convert - To adopt or cause someone to adopt a 
new religion. 

개종하다-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종교로 바꾸도록 하다.

Crusade - Any of the journeys and battles 
undertaken by European Christians between 
1095 and 1270, to win control of the Holy Land 
(Palestine) from the Muslims. 

십자군-1095년부터 1270년 사이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인 팔레스타인을 모슬람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했던 
모든 순례와 전쟁을 일컫는다.

Cultural Revolution - A campaign in China, 
1966-1976, when the Communist Party under 
Mao Zedong called for the destruction of all 
noncommunist beliefs.

문화 혁명- 중국에서 1966년과1976년 사이에 모택동 
지배하의 공산당에서 일으켰던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비공산주의자의 신념을 파괴하도록 요구하였다.

D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 A statement issued by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in August 1789 that all men 
wer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선언-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1789년 8월에 불란서 
국민의회에서 공표한 선언서.

deforestation - The process of clearing the land 
of forests, often to make space for farms and 
cities.

산림벌채- 농지나 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숲이 
있는 땅을 개간하는 과정.

demand - In economics, people's desire for a 
particular item.

수요-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품목을 원하는 것을 
수요라 한다.

democracy -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citizens vote to make governmental decisions. 

 민주주의-  정부가 하는 결정을 국민들의 투표로 정하는 
정부 형태.

dharma - In Hinduism, the laws and duties that 
guide the behavior of each caste member.

달마- 힌두교에서 각 카스트 멤버의 품행을 지도하는 계률과 
의무.

Diaspora - The scattering of Jews to many parts 
of the world.

디아스포라(유대인의 이산)-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

dictator - A ruler who has absolute power. 독재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

distribution map - A special  purpose map that 
shows how a particular feature such as 
population density is spread over an area.

분포지도-  일예로 인구가 어느 지역에 조 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도.  

divine right - The belief that a monarch received 
authority to rule from God and therefore, could 
not be questioned.

신수(神受) 한 왕권- 군주는 신으로부터 통치하는 권한을 
받아서 군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믿음.

domesticate - To train plants or animals to be 
useful to people. 

길들이다- 식물은 사람에게 쓸모있도록 기르고 동물은 
유용하도록 훈련시키다.

dynasty - A line of rulers who belong to the 
same family.

왕조- 같은 가문에 속하는 통치자의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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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astern Orthodox Christianity - A branch of 
Christianity that developed in the Byzantine 
Empire and that did not recognize the pope as its 
supreme leader.

동방정교기독교- 비잔틴 제국에서 발생된 기독교의 한 
분파로 교황을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Eightfold Path - In Buddhism, the basic rules of 
behavior and belief leading to an end of 
suffering.

팔정도- 불교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고통을 끝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법도,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마음을 
다스린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elevation map - A map that shows the height of 
land above sea level.

해발지도-해발(바다와 땅이 만난 지점)에서부터 땅의 높이를 
나타내는 지도.

emperor - The supreme ruler of an empire. 황제- 제국의 최고 통치자.

estates - The three social classes into which 
France was divided before the French 
Revolution, including the clergy, the aristocracy, 
and the common people

신분- 불란서 혁명 전에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나누어졌던 
불란서의 3가지 사회적인 계급. 

European Union (EU) - A group of European 
nations working to build a common economy and 
create cultural ties throughout Europe.

유럽 연합(EU)- 유럽 전체에 걸쳐서 공동의 경제를 형성하고 
문화적인 유대를 창출 (생기게 함) 하기 위해 일하는 
유럽국가들의 그룹.

F
fascism - A totalitarian government that 
promotes a form of nationalism in which the 
goals of the n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those 

파시즘- 국가의 목표는 개인의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는 
민족주의를 형성하도록 선동하는 전체주의 정부.

feudalism - Starting in Europe around A.D. 800, 
a system for organizing and governing society, 
based on land and service.

봉건주의- AD 800년 경 유럽에서 형성된 것으로 군주가 
차지한 땅 이외의 땅을  제후에게 나누어 줌.  땅을 소유한 
것과 봉사한 것에 기준을 두어 사회가 조성되고 다스려졌다.

fief - In the Middle Ages, a property given to a 
vassal in exchange for his loyalty.

봉토- 중세 유럽 봉건제도에서 군주에게 가신이 충성을 하면 
그 댓가로 받는 재산.

Four Noble Truths - In Buddhism, the principles 
that rule life and promise an end to suffering.

사성제(四聖諦)- 불교에서 인생을 다스리며 고통을 끝낸다는 
진리.

free enterprise - The economic system of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businesses that 
allows people to make their own economic 
decisions and profit from their own work. 

자유기업-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과 사업을 가지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경제적인 이윤도 얻게 하는 경제 체재.

G
geocentric - Based on the idea that Earth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that the sun, stars, 
and planets revolve around Earth.

지구중심설(천동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나 별과 
행성이 지구주의를 돈다는 생각.

glacier - A great sheet of ice that moves slowly 
over a land surface.

빙하- 높은 산이나 극지같은 추운 곳에서 해마다 내린 눈이 
다 녹지 않고 쌓여 땅을 덮고 있다가 얼음이 되어 자체의 
무게로 점점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gladiator - A Roman athlete, usually a slave, 
criminal, or prisoner of war, who was forced to 
fight for the entertainment of the public.

검투사- 대개 노예나, 죄인, 전쟁포로들로,  대중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강제로 싸우게 했는데 이때 싸운 로마 
경기자들을 검투사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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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Canal - A waterway in China connecting 
Beijing with cities to the south.

대운하- 북경(베이징)과 남쪽의 도시들을 연결해주는 중국의 
수로.

Grand School - A school begun by Confucian 
scholars in China that trained students for 
government jobs.

대학(大學)- 중국에서 정부가 주는 직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유학자들이 세운 학교.

grand mufti - A religious leader of the Ottoman 
empire responsible for interpreting the laws of 
Islam.

회교 법률 고문- 이슬람 율법의 해석을 맡은 오트만 제국의 
종교적 지도자.

Green Revolution - A campaign by the 
government of India in the 1950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녹색혁명- 품질개량에 의한 식량증산을 위해 1950년대에 
인도의 정부에서 일으킨 운동.

griot - An oral historian and musician who 
became important in western Africa in the 1500s 
and still carries on oral traditions today.

그리오- 1500년대 서부 아프리카에서 구술 역사가 겸 
음악가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도 구술전승을 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gross domestic product - The total value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by a country during 
a year.

국내 총생산- 일년에 한 국가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 
가치의 총액.

guild - In the Middle Ages, an organization of 
workers in a trade or craft that set standards and 
protected the interests of its members.

길드- 중세유럽때 기준을 정해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상인과 장인의 동업조합.

H
hacienda - A large agricultural estate owned by 
Spaniards or the church in Spain's American 
colonies. 

농가(농장)- 아메리카에 있던 스페인 식민지에 스페인 
사람들이나 교회가 기졌던 큰 농경사유지.

heliocentric - Based on Copernicus's idea that 
the Earth and the other planets revolve around 
th

태양중심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근거를 둔 학설.

hieroglyphics - The ancient Egyptian system of 
writing that used symbols to stand for objects, 
ideas, or sounds.

상형문자- 사물이나 생각 또는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그것들을  상징하는 문자를 쓴 고대 이집트의 문자.

hijra - The migration of Muhammad from Mecca 
to Medina in A.D. 622, marking the founding of 
Islam.

히즈라-  무하마드가 A.D. 622년에 메카로부터 메디나로 
이주했는데 이는 이스람교의 기원이 된다.

Hinduism - The religion of India that grew out of 
the beliefs of the ancient Aryan peoples; it 
stresses that one main force connects all of life.

힌두교- 고대 아리안 사람들의 신앙으로부터 유래된 인도의 
종교이다; 하나의 중요한 힘이  생명의 모든 면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historical map - A map that shows information 
about the past.

역사 지도- 과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지도.

Holocaust - The deliberate killing of 6 million 
Jews solely because they were Jewish by the 
Nazis during World War II.

홀로카스트- 2차 대전 때 단지 유태인이란 이유만으로 
6백만명의 유태인이 나치에 의해 계획적으로 학살된 것.

humanism - An idea Important to the 
Renaissance that focused on human values and 
what people can achieve in this world. 

인문주의- 르네상스에서 중요했던 인문주의 사상은 사람의 
가치(재발견)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룩할 수 있는 업적에 
촛점을 맞춘 것이었다.

hunter-gatherer - A person of the Old Stone 
Age who met needs by hunting animals and 
gathering plants.

사냥인-채집인- 구석기 시대에 짐승을 사냥하고 식물을 주워 
모음으로 필요를 충족시켰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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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Age - Any of the periods of time in the past 
lasting for millions of years when glaciers spread 
to cover nearly half of Earth's land.

빙하시대- 과거에 빙하가 수백만년동안 지구를 거의 
반절이나 덮었던 시기를 일컬음.

imperialism - The extension of a nation's power 
over other lands by military, political, or economic 
means.

제국주의-  군사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수단을 써서 자기 
나라의 힘을 남의 나라에까지 확장시키는 것.

Industrial Revolution - A time when great 
technological advances changed the way goods 
were made and the ways people lived; it began in 
England in the 1700s and then spread 
throughout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산업혁명- 산업기술의 발달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람의 생활이 바뀐 것; 1700년대 영국에서 시작하여 전 
유럽과 미국에까지 퍼졌다.

inflation - A period of rising prices. 인플레이션-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interaction - The exchange of ideas and 
customs among cultures.

상호교환- 서로 다른 문화끼리 생각과 풍습을 교환하는 것

intermediate directions - The directions halfway 
between the cardinal directions; northeast, 
southeast, southwest, and northwest.

중간방향; 중요한 기본방향 사이 가운데에 있는 방향들; 
북동, 남동, 남서, 북서.

International Date Line - An imaginary line in 
the Pacific Ocean marking the boundary between 
one day and the next.

국제 날짜 변경선- 동쪽이 서쪽보다 하루가 빨리 가게 
태평양에 만들어 놓은 가상(상상)의 선.

Internet - A constantly growing international 
group of interconnected computers.

인터넷- 컴퓨터에서 국제적으로 서로 접속되어 계속 커지는 
그룹.

 Intifada - The Palestinian uprising against Israeli 
rule that began in 1987.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지배에 대항해서 
1987년에 시작한 봉기.  

Islam - The religion of Muslims based on the 
teachings of the prophet Muhammad in the A.D. 
600s.

이슬람- A.D. 600년경에 예언자 무하메드(마하멭)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워진 무슬람 종교.

isthmus - A narrow strip of land that connects 
two larger land masses.

지협- 두 개의 큰 육지를 연결하는 길고 가느다랗게 생긴 
육지.

J 
Judaism - The religion of the Jewish people. 유대교(쥬대이즘)- 유태인(쥬이쉬)들의 종교.

K
karma - In Hinduism and Buddhism, the end 
result of all of a person's good and bad acts, 
which determines his or her rebirth.

인과응보(업보)-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한 사람의 생에 있어서 
그의 선행과 악행의 결과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함.

Korean War - A war fought between communist 
North Korea, aided by China, and South Korea, 
aided by United Nations members, during 1950-
1953. 

한국전쟁(육이오 사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중국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인 이북과 유엔의 지원을 받은 남한이 
서로 한 나라에서 싸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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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atin America - The cultural region including 
Mexico, the Caribbean, and South America that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Spain and 
Portugal.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카리비안,  남미 등 스페인과 
폴튜갈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문화권.

league of Nations - An international council 
created in 1920 by the Allied Powers to try to 
prevent future wars.

국제연맹- 미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920년 
1차대전의 연합국들이 창설한 국제회의.

legacy - A tradition that is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and is a valued part of 
people's lives today.

유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또 오늘(현재)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소중히 여겨질 여지가 있는 전통.

long March - A 6,000-mile journey across China 
by 80,000 communists led by Mao Zedong, 1934-
1935, to escape Nationalist forces.

대장정- 1934년과 1935년에 중국 정부군을 피하기 위해 
모택동이 이끄는 80,000명의 공산군이 중국대륙에서 행한 
6,000마일의 긴 행군.

lord - In the Middle Ages, a noble who owned 
and controlled all activities on his manor.

영주- 중세기에 그의 장원(토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지배하고 통솔했던 귀족. 

M 
Magna Carta - A legal document written by 
English lords in 1215 that stated certain rights 
and limited the power of the king.

마그나칼타(대헌장)-  1215년 영국의 영주들이 쓴 법적 
문서로 왕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명시함으로 실은 왕의 
권리를 제한했다.

Mandate of Heaven - The belief that the 
Chinese emperor's right to rule came from the 
gods.

천명(天命)- 중국 황제의 다스릴 권한은 신들로부터 온다는 
사상.

manor - In the Middle Ages, a large self-
sufficient estate granted to a lord and worked by 
serfs.

장원- 중세 유럽의 영주에게 주어진  큰 소유지로 그곳에서 
농노들이 일을 해서 영주는 자급자족(필요한 것을 다 공급)을 
함.

meridian - Any line of longitude east or west of 
Earth's prime meridian.

자오선- 지구의 본초 자오선의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모든 
경도선 (세로로 난 줄).

Messiah - A special leader the Jewish people 
believe will be sent by God to guide them and set 
up God's rule on Earth. Christians believe Jesus 
to be the Messiah.

메시아- 유대인들이, 신이 그들을 지도하고  또 세상을 신이 
통치할 수 있도록 보내줄 것이라고 믿는 특별한 지도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 

Middle Ages - A period in European history 
between A.D. 500 and about the 1500s.

중세- A.D. 500 년부터 약 1500년 사이의 유럽의 역사기간.

Middle Passage - The difficult voyage made by 
enslaved Africans across the Atlantic Ocean to 
the West Indies where they were sold.

(대서양) 중앙항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던 아프리카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까지 힘들게 감수해야 했던 항해.

Middle Way - In Buddhism, a way of life, neither 
too strict nor too easy, that results from following 
the Eightfold Path.

중용(지도)- 너무 엄격하거나 느슨하지 않게 8정도를 
실천하는 도.

middle class -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new class of business people.

중류계급- 영국의 산업혁명 동안 새로 생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층.

missionary - A person who teaches his or her 
religion to people with different beliefs. 

선교사- 자기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

monastery - A community in which monks lead 
lives devoted to religion.

수도원- 자신의 일생을 종교에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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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 - A man who devotes his life to a religious 
group, often giving up all he owns. 

수도자-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종교적인 단체 생활에 바치는 사람

monotheism - A belief in one God. 일신교(일신론)- 유일신을 믿음.

monsoon - A seasonal wind that blows across 
South Asia bringing dry weather in the winter and 
heavy rains in the summer.

몬순- 남부 아시아를 가로질러 부는 계절풍으로 겨울에는 
건조한 바람을 가져오고 여름에는 폭우를 몰고온다. 

mosque - A Muslim place of worship. 회교사원- 이슬람 교도들의 예배장소.

N
NAFTA -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which went into effect in 1993, 
allowing free trade for many goods traded 
between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북아메리카의 자유 무역 협정- 1993년에 시행된 카나다, 
멕시코, 미국간에 맺은 무역협정으로 3 나라 사이에서는 
많은 상품에 대해서 자유로이 사고 팔고 할 것을 허락한 
협정.

NATO -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 
military alliance formed in 1949 by nations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북대서양 조약기구- 1949년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에 의해 구성된 군사동맹.

New Stone Age - The period of human 
prehistory that lasted from 12,000 years ago to 
about 6,000 years ago, during which people still 
depended mainly on stone tools and began 
experimenting with agriculture.

신석기 시대- 12,000년전부터 6,000년 전 사이의 
선사시대(문헌적 사료가 아주 없는 시대)로 사람들이 주로 
돌연장에 의지하며 농경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시대이다.

New Testament - The second part of the 
Christian Bible, containing descriptions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and of his early followers. 

신약성서- 기독교 성경의 두번째 부분으로 예수와 그의 초기 
제자들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nuclear arms race - The Cold War competition 
between superpowers to develop more powerful 
and greater numbers of nuclear weapons.

핵무기 경쟁- 보다 더 강하고 많은 량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있었던 초대강국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경쟁

nun - A woman who devotes her life to religion, 
often living in a convent.

수녀- 수녀원에 살며 자신의 일생을 종교에 바치는 여자.

O
oasis - A well-watered area in a desert. 오아시스-사막 가운데에 샘이 솟아오르고 식물이 자라는 곳.

Old Stone Age - The period of human prehistory 
that lasted until about 12,000 years ago, during 
which stone tools were the most common 
technology used by humans. 

구석기 시대- 약 12,000년전까지 계속되었던 선사시대의 
기간으로  인간이 쓴 가장 널리 쓴 기술적 연장은 돌로 된 
것이었다.

oligarchy - A type of government in which a 
small group of citizens control decision-making.

과두정치- 소수의 한 그룹의 시민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부형태.

P
Pacific Rim - The ring of countries surrounding 
the Pacific Ocean.

환태평양-   둥근 바퀴모양으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줄지어 
있는 나라들. 

papyrus - A kind of paper made from papyrus, a 
reed plant growing along the Nile. that the 
ancient Egyptians used for writing.

나일강 기슭에서 자라는 갈대식물인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의 
일종인데 고대 에집트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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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ian - A member of the noble families who 
controlled all power in the early years of the 
Roman Republic.

귀족- 로마 공화국 초기에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귀족가문의 일원.

per capita income - The amount  of money each 
person would have if his or her country's total 
income were divided equally among its people.

일인당 수입- 한 나라 전체의 총수입을 그 나라 사람의 
숫자로 나누어서 한 사람의 평균수입을 셈한 것. 

pharaoh - The title used by the rulers of ancient 
Egypt.

파라호- 고대 이집트 왕에 대한 칭호.

philosophy - The study of or search for truth, 
wisdom, and the right way to live. 

철학- 진리, 지혜, 그리고 바르게 사는 길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학문.

physical map - A map that primarily shows 
natural features of Earth, such as lakes, rivers, 
mountains, and deserts.

지형지도- 지구나, 호수, 강, 산, 사막 등, 자연의 특성을 주로 
보여주는 지도.

pilgrimage - A journey for religious purposes. 순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여행.

plague - A terrible disease that spreads quickly 
and kills many people.

전염병-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병.

plateau - An area of flat land that rises above the 
surrounding land.

고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땅 위로 솟아 있는 평지.

plebeian - A common farmer, trader, or craft 
worker in ancient Rome. 

평민- 고대 로마 시대의 농부, 상인, 장인 등 보통 사람을 
말함.

polis - A city-state in ancient Greece. 폴리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political cartoon - A drawing that states an 
opinion about a political matter.

정치적 만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타내는 그림.

political map - A map mainly showing political 
divisions, such as national or state boundaries, 
cities, and capitals.

정치적 지도- 국경선이나, 주의 경계선, 도시, 수도 등 
정치적인 구획을 보여주는 지도.

polytheism - The belief in many gods and 
goddesses.

다신교- 많은 남자신, 여자신을 믿는 신앙.

pope - The bishop, or church leader, of Rome 
and head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교황- 로마의 주교이며 교회지도자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

population density -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a given space.

인구 도- 어느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prehistory - The period before events were 
recorded in writing.

선사시대- 사건들이 글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

prime meridian , The line of longitude marked 00 

on the world map, from which longitude east and 
west are measured.

본초 자오선- 세계 지도에 0° 로 표시되는 경도의 선, 이 
선으로부터 동경과 서경을 잰다.

primary source - A first-hand account of an 
event or an artifact created during the period of 
history being studied.

직접적인 정보- 역사를 조사하는 동안 사건이나 창조된 
문화유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기술(정보). 

propaganda - The spreading of persuasive 
ideas or attitudes that are often exaggerated or 
falsified in order to help or hurt a particular cause 
or group.   

선전-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거나 혹은 단체를 돕거나 해치기 
위해 그럴 듯한 생각이나 태도를 과장하거나 속여서 
퍼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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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antism - The beliefs of Christians who 
opposed, or protested against,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1500s; the beliefs of 
people who follow a Protestant religion today.   

(개)신교- 1500년대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거나 대항했던 
기독교도들의 믿음;  당시 신교를 따르던 사람들의 믿음을 
따르는 현재 신교도의 교리.

Q
Quran - The most holy book of Islam, believed to 
contain the teachings of Allah, or God, to 
Muhammad.   

코란(쿠란)- 이슬람교도들의 가장 성스러운 책으로 
알라(신)가 무하마드 (이슬람의 창시자)에게 가르친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진다.

R     
rain forest - A warm, wet forest that receives 
more than 80 inches of rain per year.

다우림- 일년에 80인치 이상의 비가 오는 덥고 습기찬 산림.

Raj - The period in India from the 1850s to 1947 
when it was ruled by the British.    

라즈-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1850년부터 1947년까지의 
시기를 일컬음.

Reformation - A movement beginning in Europe 
in the 1500s, to bring reform to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leading to Protestantism.

종교개혁- 1500년대에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운동으로 로마 
카톨릭에는 개혁을 가져왔고 이 때 개신교가 생겨났다.

refugee - A person who flees his or her country 
for safety.

난민- 안전을 위해 자기나라를 떠나 다른나라로 
도망가는(망명하는) 사람.

Reign of Terror - The period 1793-1794 in 
revolutionary France when suspected traitors 
were beheaded in great numbers.   

공포시대- 1793년과 1794년 불란서에서  반역자로 의심을 
받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수(목을 뱀)를 당한 시기.

reincarnation - A Hindu belief that people move 
in a constant cycle of life, death, and     rebirth.   

환생-  힌두교에서 사람들이 삶, 죽음, 다시 살아나는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고 믿는 것 .

relief map - A map that shows changes in 
elevation.   

지형 기복지도- 땅의 높고 낮음의 기복을 나타내는 지도. 

Renaissance - A period of great cultural and 
artistic change that began in Italy around 1350 
and spread throughout Europe.   

문예부흥- 1350년경(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문화와 
예술의 큰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를 말함, 이태리에서 시작해 
전유럽으로 퍼졌다.

revolution - The overthrow of an existing 
government and its replacement with another; 
any sudden or very great change. 

혁명- 현존하는 정부를 쓰러뜨리고 다른 정부를 세우거나, 
갑작스럽거나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Roman Catholicism - A branch of Christianity 
that developed in the western Roman empire and 
that recognized the Pope as its supreme head. 

로마 천주교회(로만 카톨릭)- 서로마 제국에서 발전하여 로마 
교황을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기독교 중의 하나.  

Russian Revolution - Beginning in 1917, the 
events leading up to the overthrow of tsarist rule 
and the eventual establishment of the Soviet 
government led by Vladimir IIyich Lenin and the 
Bolsheviks.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황제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브라디  일리치 레닌과  볼쉐빅(옛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의 다수파)들에 의해 소비엩 정부가 
시작됨.

S
Sabbath - A weekly day of rest, prayer, and 
study.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휴식을 취하며, 기도하고 공부하는 
날.

saint  A woman or man considered by a religious 
group to be especially holy. 

성인- 종교적인 단체에서 특별히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여자(성녀)와 남자(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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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rai - A class of soldiers in fuedal Japan 
who were loyal only to their lords. 

사무라이- 일본 봉건시대 때 오직 그들의 영주에게만 충성한 
무사(지금의 군인계급).

sanction - A penalty placed against a nation to 
make it change its behavior, such as a refusal to 
buy its goods or sell it products.

제재- 어떤 나라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상품을 
사지 않고 그 나라에 상품도 팔지 않는 식으로 처벌하는 것.

savanna - A broad, grassy, plain with few trees, 
found especially in large parts of Africa.

사바나- 나무가 거의 없이 풀이 많은 초원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secondary source - A record of the past, based 
on information from primary sources. 

2차적인 (간접적인) 정보- 직접적인 자료에서 정보를 얻어 
과거의 일을 적은 것.

seismograph - A scientific instrument that could 
detect earthquakes hundreds of miles away, 
invented during the Han dynasty. 

지진계- 수백마일 떨어진 곳의 지진을 탐지할 수 있는 
기구로서 (중국의) 한 나라 때 발명됨.

Senate - The lawmaking body and most powerful 
branch of government in ancient Rome's 
Republic.

원로원- 고대 로마 왕국에서 법을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행정기관.

serf - In the Middle Ages, a person who was 
bound to work on a noble's manor.

농노- 중세 유럽에서 귀족의 장원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

Shinto - A Japanese religion marked by the 
belief in the spirits of nature.

신도- 자연의 영(靈)을 믿는 일본의 종교.

shogun - The ruler of feudal Japan from the 
1100s to the 1800s who, although appointed by 
the emperor, ruled the country as a military 
dictator.

쇼군- 11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일본 봉건시대 때 일본 
천황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군사적 독재로 나라를 다스렸던 
통치자.

slash and burn - A farming method involving the 
cutting of trees, then the burning of them to 
provide ash-enriched soil for the planting of 
crops.

벌채와 소각- 나무를 자른 다음에 생긴 땅에 곡물을 심을 때 
재가 많은 땅이 되게 하려고 벤 나무를 태우는 농경방법.

social pyramid - A diagram illustrating the 
divisions within a culture; usually showing the 
most powerful person or group at the peak and 
the least powerful groups at the bottom.

사회 피라밋- 어떤 문화 안에 차등을 나타내기 위한 도표; 
가장 힘있는 사람을 정점(맨 꼭대기)에, 가장 힘없는 사람을 
맨 아래에 보여준다.

socialism -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based on collective or government ownership 
and control of all resources and industry; also a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writings of Karl 
Marx.

사회주의- 모든 자원과 산업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거나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적, 정치적인 체재; 또한 칼 
막스가 쓴 글들에 의거한 정치철학.

strait - A narrow channel, or body of water, 
connecting two larger bodies of water. 

해협- 두 큰 바다를 연결하는 좁고 긴 바다로 된 수로.

strike - A refusal to work as a protest against 
unfair treatment.

파업-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로 작업을 거부하는 하는 것.

subcontinent - A large landmass that is 
connected to the rest of a continent.

아대륙- 대륙에 연결되어 있는 큰 땅덩어리.

sultan - Supreme ruler of the Ottoman empire. 술탄- 오트만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

superpower - A term used for the world's 
strongest nations-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 during the Cold War. 

초대강국- 냉전시대에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일컬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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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 In economics, the available quantity of a 
good, product, or resource. 

공급- 경제학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품이나 
자원의 양.

T
Ten Commandments - According to the Hebrew 
Bible, the laws God gave to Moses on Mount 
Sinai.

십계명-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신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계명.

textile - A cloth fabric that is either woven or 
knitted.

직물- 짜거나 뜬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등.

time line - A diagram that shows when events 
took place during a given period of time. 

타임 라인- 주어진 기간에 언제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나타내는 도표.

time zone - A geographic region where the same 
standard time is used.

표준시간대- 같은 표준 시간을 쓰는 지리학적 지역.

Torah - The first five books of the Hebrew Bible 
containing the laws and teachings of Judaism. 

토라- 히브리 성서 중 맨 앞의 5권으로 유대교의 율법과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totalitarian - A government in which a dictator or 
a small group of leaders control all aspects of 
people's lives.

전체주의 (일국일당주의)- 한 독재자 혹은 작은 그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모든 생활 양상을 통제하는 하는 
정부형태.

Treaty of Versailles - The treaty that the Allied 
Powers forced Germany to sign at the end of 
World War I.

베르사이유 조약- 1차 대전이 끝난 뒤 연합군들이 독일에게 
싸인을 하도록 강요한 조약.

Triangular Trade - From the 1500s to the mid-
1800s, the triangular-shaped trade routes 
between the Americas, England, and Africa, 
which involved the buying and selling of captive 
Africans as well as guns, sugar, and iron goods.

삼각무역- 15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미국, 영국, 
아프리카에서 총, 설탕, 철제품은 물론 사로잡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 팔고 한 삼각형처럼 생긴 루트.

tribute - A tax, often in the form of crops, paid by 
one ruler to another, usually to ensure peace or 
protection.

조공- 평화와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다른 
나라의 통치자에게 주로 곡물로 바치는 세금.

tropical - Of or relating to the area of Earth 
between the Tropic of Cancer (23.5°N) and the 
Tropic of Capricorn (23.5°S).

열대의- 지구 북희귀선(하지선-북위 23.5°)과 
남희귀선(동지선-남위 23.5°) 사이의 지역이나 그와 관련된 
지역.

tsar - In pre-revolution Russia, the emperor. 러시아 황제- 러시아 형명이전 시대의 러시아 황제.
tundra - A vast, treeless plain in arctic or 
subarctic places such as Alaska and northern 
Canada.

툰드라 (동토대)- 알라스카나 북캐나다처럼 북극지방이나 
아북극 지방에 있는 광대하고 나무가 없는 대초원. 

Twelve Tables - The earliest written collection of 
Roman laws, drawn up by patricians about 450 
B.C. that became the foundation of Roman law.

12 동판법- 최초로 글로 쓰여진 로마법을 모은 것으로 B.C. 
450년경 로마귀족들이 동판에 12조문을 새긴 것으로 
로마법의 토대가 됨. 

U 
United Nations - An organization founded in 
1945 whose members include most of the world's 
nations. It works to preserve world peace, settle 
disputes, and ai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국제연합)- 1945년에 창설된 국제기구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제적으로 협렵하도록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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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ization - The growth of cities. 도시화- 도시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

V 
Vietnam War - A civil war fought between South 
Vietnam, aided by the United States, and 
communist North Vietnam during 1954-1975. 

월남(비에트남) 전쟁-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4년부터 
1975년까지 월남(남 비에트남)과 월맹(북 비에트남)이 싸운 
내전(같은 나라 안에서의 싸움).

W 
warlord - In China, 1912-1927, a strong local 
military leader who took advantage of political 
unrest to seize power in the area. 

독군(督軍)- 1912년부터 1927년까지 중국에서 그 지역의 
정치적 불안을 이용하여 세력을 잡아보려 한 강한 지방군사 
지도자.

Warsaw Pact - A military alliance formed in 1955 
by the Soviet Union and seven eastern European 
nations. 

와르소 조약- 1955년에 소련과 7개의 동유럽국가들 간에 
맺은 군사동맹.

World War I - Called the "Great War" at the time, 
the war of 1914-1918 in which the Allied Powers 
defeated the Central Powers. 

1차 세계대전- 전쟁 당시에는 "위대한 전쟁"이라 불림.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연합국이 동맹군을 
패배시킨 전쟁.

World War II - The war of 1939-1945 in which 
the Allies defeated the Axis powers.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추축국을 패배시킨 전쟁으로 
1939년에서 1945까지 지속됨.

Z 
Zionism - A movement to create a national 
homeland for the Jewish people. 

시온주의- 유대민족을 위하여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운동.

ALBETAC 2008-2009
Korean Version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