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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d Around the World

 Bread has been a staple food of the human diet 
주 식 . . .

since at least 30,000 years ago. The first bread was 

probably a flat bread made of roasted and ground 

grains. 

Over the centuries, each culture and region has 

developed its own unique varieties of bread, and 
변 종 . . . . .

today there are hundreds of different kinds. Let's 

look at four popular types of bread.

Naan: A Perfect Part of Indian Dishes

Naan is a round, flat type of bread made of wheat 

flour. The name naan comes from the Persian word 
비 롯 되 다

for bread. 

It has a very long history: the first record of the 

existence of naan dates back to about 1300 AD. It is 

also known that naan had been served at the 

imperial court in Delhi for many centuries.

In order to make it rise , yeast is usually added 
부풀어 오르다 효 모 . .

to naan before it is cooked. Naan is baked in a clay 
구 워 진 다

oven called a tandoor.
탄 두 르

세계의 빵

빵은 적어도 3만 년 전 이래로 인류의 주식이 되어 

왔다. 최초의 빵은 아마도 구워서 간 곡식의 낟알로 

만들어진 평평한 빵이었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각각의 문화와 지역은 저마다 독특한 

다양한 빵들을 만들어 왔고 오늘날에는 각기 다른 

수백 가지의 종류들이 있다. 빵의 네가지 재중적인 

빵의 종류를 보자.

난 인도 음식의 완벽한 요소

난은 밀가루로 만든 둥글고 납작한 형태의 빵이다. 

‘난’이란 이름은 빵을 가리키는 페르시아어에서 비

롯되었다. 

난은 매우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난의 존재에 대

한 첫 번째 기록은 기원후 약 1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난은 수세기 동안 델리에 있는 궁정

에서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은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난에는 요리 전에 

주로 효모가 첨가된다. 난은 ‘탄두르’라고 불리는 

진흙 화덕에서 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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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heat in the oven can reach 480 °C, food 

can be cooked very quickly, so flavor is preserved 
풍 미 . .

well. 

Once the bread has been cooked, it is usually 
일단 ~하면

brushed with ghee, a kind of butter. Naan has many 
액체버터

different recipes and culinary uses. 
요 리 법 . . . 요 리 용 의 . . .

For example, it can be used as a side dish for stew 

or as a wrapping for meat. It also can be used as the 
쌈 . . . . .

base of an open-faced sandwich with toppings such 
기본재료

as meat, cheese, and vegetables. 

In addition, by putting other ingredients into the 

dough, naan can be made sweet, savory or hot. 

These special flavors go well with various Indian 

dishes.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

사: ~외에도

번역

화덕 안의 열이 섭씨480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음식이 매우 빠르게 구워지고, 그래서 그 풍미가 잘 

유지된다. 

일단 빵이 구워지면 주로 버터의 일종인 ‘기’를 바른

다. 난은 매우 다양한 요리법과 음식 용도를 지녔다. 

예를 들어, 스튜의 곁들임 요리 또는 고기를 감싸는 

쌈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기, 치즈 및 야채와 같은 

토핑이 들어간 한쪽이 열린 샌드위치의 기본 재료

로 사용될 수도 있다. 

게다가 난은 반죽에 다른 재료들을 같이 넣음으로

써 달게 짭짤하게 또는 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

한 특별한 맛들은 다양한 인도 음식과 잘 어우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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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gel: A Healthy American Favorite

 

A bagel is bread with a hole in the middle, like a 

doughnut. Unlike other  bread products, bagels are 
the other (X)

boiled in water before they are baked. 
그 리 고 나 서

This cooking process makes bagels chewy and 
쫄 깃 한

gives them a shiny surface. Since there is no butter, 
b a g e l s

milk or sugar added to bagels, they are low in fat 
adding (X)

and cholesterol. This has made them a popular 

healthy food.

According to one theory, bagels originated in 17th 
D e p e n d i n g o n were originated (X)

century Europe. It is said that the king of Austria 

sent bread from a Jewish baker to the king of 

Poland, to thank him for helping Austria win a war 
목적 to win

against the Ottoman Turks. 

As it had the shape of a stirrup, Poland's king 
등 자

named it the "bugel," meaning stirrup in German.
m e a n ( X ) u 자 모 양

Many years later, bagels were brought to America 
전 해 졌 다

by Jewish people. 

They became very popular, and today Americans 

often eat bagels for breakfast or lunch. A common 
ate (X)

way to eat them is  to slice them in half, heat them 
are (X)

up in a toaster oven, and spread cream cheese or 

butter on them.

베이글: 미국의 인기 건강 식품

베이글은 도넛처럼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빵이다.

다른 빵 제품과 달리 베이글은 굽기 전에 물에 데친

다. 

이러한 조리 과정은 베이글을 쫄깃하게 만들고 윤

기 나는 표면을 갖게 한다. 베이글에는 버터나 우유 

또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아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다. 이러한 점이 베이글을 인기 있는 건강

식으로 만들었다.

한 학설에 따르면 베이글은 17세기 유럽에서 유래

하였다. 오스만튀르크 제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승리하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하

기 위해 오스트리아 왕이 한 유대인 제빵사를 통해 

폴란드 왕에게 빵을 보냈다고 한다. 

그 빵은 말의 등자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폴란

드 왕은 독일어로 등자를 뜻하는 ‘뷔글’이라고 빵의 

이름을 지었다.수년이 지나고, 베이글은 유대인들

에 의해 미국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매우 인기를 얻었고, 오늘날 미국인들은 아

침 식사나 점심 식사로 베이글을 자주 먹는다. 베이

들을 먹는 한 가지 흔한 방법은 반으로 잘라 오븐 

토스터로 구운 후, 크림치즈나 버터를 발라 먹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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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guette: A French Classic

 

This photograph shows an amusing view of an early 

morning in France. The little boy is running with a 

baguette that's almost as tall as he is! 

The baguette, known simply as "French bread," is a 

leading cultural and traditional symbol of France.
m a i n . .

The baguette is a specific shape of bread. 

The diameter can be about 5 centimeters, but the 
지 름 은

length of the bread may be up to a meter. 

• be up to + 숫자: 최대~까지

The golden outside is hard and crispy, but the inside 

is soft and chewy.The exact origin of the baguette is 

unclear. 

Long loaves have been produced in France for 

centuries, although the word "baguette" did not 

come into common use until 1920. 

바게트: 프랑스의 명작

이 사진은 프랑스의 어느 이른 아침의 즐거운 광경

을 보여 준다. 어린 소년이 거의 자신의 키만큼이나 

기다란 바게트를 가지고 달리고 있다! 

말 그대로 ‘프랑스의 빵’으로 알려진 바게트는 프랑

스의 주요한 문화와 전통의 상징이다. 바게트는 독

특한 모양의 빵이다. 

지름은 5센티미터 정도지만 길이는 무려 1미터까

지 되기도 한다. 

황금빛의 표면은 딱딱하고 바삭바삭하지만 속은 부

드럽고 쫄깃하다. 바게트의 정확한 기원은 확실하

지 않다. 

비록 ‘바게트’ 라는 단어는 1920년까지는 일반적으

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기다란 덩어리의 빵은 수세

기 동안 프랑스에서 생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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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20, a French law, prevented bakers from 

working before 4 a.m., which made it impossible to 

bake the traditional, round loaf in time for 

customers' breakfasts. 

• prevent, stop, keep,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The thin baguette solved the problem because it 

could be prepared and baked much more rapidly. A 

true baguette contains only flour, water, salt, and 

yeast by law. 

If other ingredients are used, the bread cannot be 

called a baguette in France. 

The French made this law to ensure that their 
보 장 하 다

traditional bread stays special.

번역

1920년에 한 프랑스의 법은 제빵사들이 오전 4시 

이전에 빵을 굽는 것을 금지했고, 이는 손님들의 아

침 식사를 위해 제시간 안에 전통적인 둥근 모양의 

빵 덩어리를 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가느다란 모양의 바게트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구워질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정통 바게트에는 법으로 오직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효모만이 포함된다. 

만일 다른 재료가 사용된다면, 그 빵은 프랑스에서

는 바게트라고 불릴 수 없다.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전통 빵이 특별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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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tzel: A Loopy Snack

 

Pretzels are probably the strangest-looking kind of 

bread in the whole world. Their twisted loops make 
꼬 인 . . . . .

them easily recognizable. 

Though pretzels are commonly associated with 

Germany, they may have actually come from Italy. 

One story says that in 610 AD, an Italian monk 
수 도 승

invented pretzels as a prize for children who said 

their prayers well. 

He made his bread in the shape of praying hands, 

and named it "pretiola," meaning "little rewards" in 

Latin.Pretzels started as soft bread, but later they 

became more like a cracker by chance. 

There is a story of a tired baker's assistant, who fell 

asleep with pretzels in the oven.  At first, the baker 

was very angry at the young boy's hard pretzels. 

프레첼: 고리 모양의 스낵

프레첼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해 보이는 

종류의 빵일 것이다. 이 빵의 꼬인 고리 모양은 그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프레첼은 보통 독일과 관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유래됐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야기로는 기원후 610년, 한 이탈리아 수도

사가 기도를 잘한 어린이들을 위한 상으로 프레첼

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는 그 빵을 기도하는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 라틴

어로 ‘작은 상’을 의미하는 ‘pretiola'라고 이름 붙였

다. 프레첼은 부드러운 빵으로 시작되었지만 훗날 

우연히 크래커처럼 되었다. 

한 일화에 따르면 어느 피곤한 제빵사 조수가 오븐

에 프레첼을 둔 채로 잠들어 버렸다. 처음에 제빵사

는 어린 소년의 딱딱해진 프레첼에 매우 화가 났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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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o his surprise, other people really liked 

them! These cracker-type pretzels have a savory 
식욕을 돋구는

flavor and are crispy. 

Plus, they're easy to keep for a long time since there 

is less water in them. 
more (X)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Today, people all over the world eat plain pretzels as 
e a t s 담백한 . .

a snack or enjoy them with cream cheese, butter, 

jam, and other toppings.

 

 As you can see, bread can tell us about the culture 

and society it is part of and the people who consume 

it.

With only a few ingredients, such as water, flour, 

and yeast, each culture has been able to create its 

own individual identity through bread.

번역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 프레첼을 매우 

좋아했다! 이 크래커 형태의 프레첼은 짭짤한 맞을 

갖고 있고 바삭바삭하다. 

더불어, 수분 함량이 적어서 오랜 시간 보관하기도 

쉽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담백한 프레첼을 과자처

럼 먹거나 크림치즈, 버터, 잼 또는  다른 토핑들과 

함께 즐긴다.

보다시피, 빵은 그것이 속한 문화와 사회, 그리고 

그 빵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다. 

물, 밀가루, 효모와 같은 몇 가지 재료만으로도, 각

각의 문화는 빵을 통해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해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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