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료 번 호

자 료 명

구분 용어/인명 해설

ㄱ

구구쉬 (Googoosh)

(단행본1) 파흘라비 왕정시대, 가장 인기 있었던 이란 팝의 여왕. 미스 이란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데뷔해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배우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다 혁명 이후 엄격한 '문화혁명'으로 모든 여성 가수의 공연이 금지되어 20년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하다 2000년 캐나다 이주. 그러나 인터넷과

위성방송, 테이프와 비디오를 통해 1979년 이후 출생한 제3세대에게도 노스텔지어 문화로서 인기를 끌고 있음. P. 170-171

건디 (gandi) (단행본2) 이란 테헤란 중상류층 이상이 사는 지역으로 연구자의 기숙사 소재 지역 p. 200

고르메사브지 이란 전통 음식

ㄴ

나프스 (nafs) (단행본1) 감성, 욕망 p. 74

나머즈 좀메 (본문) 금요 예배

노루즈 (noruz) (단행본1) 이란의 새해, 매해 춘분인 3월 21일 p.166

너마흐람/너모하람 (본문) 친척이 아닌 사람/ (단행본1) 결혼 가능한 이성 p. 220

넘자디/넘 자디 (본문) 약혼자

나타르시드/나타르시드/

머버함 하스팀 (Natarsid, natarsid,

mabaham hastim)

(단행본2)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 p. 213

녹색운동/녹색고리시위

(Halqe –sabj )

(단행본1) 1979년 이슬람 공화국 수립 이후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2009년 제10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선거 결과를 계기로 그 동안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표출된 반정부 시위 p. 177

네더 (Neda) (단행본1) 이란 녹색운동의 상징적 인물, 반정부시위 현장에서 민병대의 총에 맞아 죽어 간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진 여대생 P. 203

ㄷ
데흐코더 (Dehkhoda Lexicon Institute

and International Center for Persian

Studies)/테흐코더

(단행본2) 테헤란국립대학교 부설 페르시아어 어학연수 기관 p. 200

ㄹ

룻사리/루사리 (네이버) 이슬람 여성이 머리와 목, 가슴을 가리기 위한 의복

루제 고드스
(단행본1) 1979년부터 이란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지지의 날'이다. 이 날은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이스라엘 국경일에 대항한 연례행사로 이스라엘

의 예루살렘 점령에 항의하는 날이다. 이란에서는 루제 고드스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시오니즘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인다. p. 213
루즈 미기리드/루제 미기리 (본문) 금식하다.

랑게 모히트 (Range Mohit) (단행본2) 보호색, 카멜레온. 이란의 젊은이들은 위험하면 색깔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처럼 위험하면 자신을 감추어야 한다는 의미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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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라프산자니/허쉐미/악바르 하셰미 라프

산자니 (Akbar Hashemi Rafsanjani)
(네이버) 이란의 정치가.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도와 이란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혁명 1세대'로서 제5-6대 대통령을 지냄. 

ㅁ

모스타김 택시 직선 구간을 운영하는 합승 택시

먼토 둔부까지 내려오는 겉옷, 프랑스어 망토에서 유래

메흐르/메흐리 (본문) 위자료

마스저데 이맘저데 (본문) 무함마드와 그의 후손들을 기리는 곳

마르그 바러 딕테터/마르그 바르 딕테토

르 (Marg Bar Ditektor)
(단행본1) 독재자에게 죽음을 P. 198-199

마스제드 이슬람 사원

마그나에 (maqna'e) (단행본1) 히잡의 일종 p. 120

모하람/모하람달

(단행본1) 모하람은 이슬람력 헤즈라의 첫째 달이고, 이슬람력 7월, 11월, 12월(성지순례가 있는 달)과 함께 모든 살생 행위 및 전쟁이나 약탈행위가

금지된 '성스러운 달'이다. 이란에서는 3월 21일 춘분을 1월 1일로 하는 이란력을 사용한다. 하지만 보통 아슈라와 같은 이맘의 사망일이나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의 후손들의 생일 그리고 라마단은 이슬람력을 쓰게 된다. 그래서 종종 이슬람이 도입되기 이전 조로아스터교의 명절인 설날이나 처

허르샨베 수리가 이슬람 의례인 라마단 달 단식이나 아슈라와 겹쳐지기도 한다. p. 42

모흐레 나머즈 (본문) 기도 도장, 무슬림이 기도할 때 이마에 닿는 도장

모타하리 (Mortaza Motahari) (위키백과) 이란의 성직자, 철학자로 이슬람 공화국의 이데올로기에 중요한 영향 줌. (Mortaza Motahari, 1920-1979)

무사비/무싸비/미르 호세인 무사비/미르

후세인 무사비 (Mir-Hussein Mousavi)
(단행본1) 이슬람 공화국 초창기 혁명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온건개혁 성향, 제10대 대통령선거 후보 p. 179

무자헤딘 (본문) 사회주의자들

ㅂ

바흐만달 21일 바흐만이라고 불리는 달의 21일

바시지/바시즈 (Basiji)
(단행본1) 바시즈는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란-이라크전 직전에 시민 지원병들을 모집하면서 창설된 민병대를 가리킨다. 바시즈는 이란 혁

명수비대 육군의 산하조직으로, 주요 임무는 정치인과 공무원, 학생 등에 대한 사찰과 대중 소요 진압이다. P. 23

베 너메 코더 (Be name Khoda) (단행본1) 신의 이름으로 P. 219

비커리 실업자

ㅅ

샤흐러케 가릅/샤흐라케가릅

(Shahark-e gharb)

(단행본1) 테헤란 북부나 북서부 지역으로 이란 속 '반체제적인 이웃'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전형적인 코스모폴리탄 문화를 가진 현대적인 지역. 연구

자의 주요 연구대상인 중상류층의 주요 거주지역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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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사버리 택시 구역별로 이동하는 합승 택시

살러버트 (Salavat) (단행본1) 예언자를 찬양하는 기도문 p. 123

쉬리니 케이크

쇼멀 (shomal) (단행본1) 테헤란 근교의 '쇼멀'이라 통칭되는 이란 북부 지역은 테헤란 상류층의 '빌라'들이 많고, 숙박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별장들이 많다. P. 110

샤히드 (본문) 전쟁 때 죽은 순교자들

사파비조
(위키) 사파비 가(家)의 이스마일 1세를 시조로 하는 이란의 왕조(1501년~1736년)이다. 대부분의 이슬람 왕조들이 수니파를 믿은 것과는 달리 사파

비 왕조는 파티마 왕조와 함께 대표적인 시아파 이슬람 왕조이다.

샤리아티/알리 샤리아티 (Ali Shariati)

(연구계획서) 이슬람을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시킨 사람은 이란의 대표적인 지식인 알리 샤리아티(Ali Shariati)이다. 알리 샤리아티는 이슬람 혁명

에 결정적인 이론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이론가로, 이란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이며 대중적인 종교 개혁자의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샤리아티는 이

슬람을 정치, 신앙으로 융합시킬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재구축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혁명의 길로 들어섰고,

그의 강연과 저서로 젊은 신학생들이 정치 영역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된다.

(본문) 샤리아티: 일반사람들이 신성하고, 멀게만 느꼈던 이슬람, 특히 시아 이슬람을 투쟁, 저항의 이데올로기로 해석해서 전파, 순교의 의미

(단행본1) 이슬람 혁명 사상가 p. 50

셔/레저 셔(Reza Shah) (다음백과) 이란의 왕(1941~79 재위)

소루쉬/압둘카림 소뤼쉬

(Abdulkarim Soroush)

(단행본2) 종교의 이데올로기화를 반대하고 코란의 탈신성화를 주장하며 종교적 믿음과 종교적 신앙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등 과감하고 개혁적

인 주장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보수파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아 온 이슬람 철학가 p. 207

ㅇ

아슈라 (Ahura)
(단행본1) 모하람달 10일을 의미하며, 선지자 모하마드의 손자이자 시아 3대 이맘이었던 후세인이 680년 지금의 이라크 카르발라(Karbala) 전투에

서 순교한 것을 기리는 의식 P. 26

아끌 (aql) (단행본1) 이성 p. 74

엥겔럽 (enggellab) (단행본1) 혁명 p. 177

아그드 약혼 다음에 하는 결혼계약서를 교환하는 의식. 결혼식과는 다름.

알라후 아크바르 (Allah Akbar)/알라 아

크바르/알리 아크바르
(단행본1) 신은 위대하다. P. 198

에이드 (본문) 명절

아전 (본문) 라마단과 관련, 아침기도부터 날이 저무르는 아전까지(보통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라마단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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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이맘 허메니이/호메이니/아야톨라 호메

이니 (Ayatollah Khomeini)(1902.09.24-

1989.06.03)/(약어) 호

(단행본1)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p. 208

아야톨라 하메네이 (Ayatollah

Khamenei)/허메네이/(약어) 허
(단행본1) 최고 종교 지도자 p. 208

이맘 후세인 (imam Hussein) (단행본1) 이란의 영웅, 순교자이며 카르발라에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 p. 53
아흐마디 네저드/마흐무드 아흐마디네

자드/마후드 아마디네자드/아/디/아흐마

드/아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단행본1) 2005년과 2009년 연이어 당선된 강경파 대통령 p. 8

ㅈ

자쉬네 에버다트 (jashin-e ebadat)/자쉬

네 타클리프 (jashin-e taklif)
(단행본1) 기도 축하연, 무슬림으로서의 종교 의무를 받아들이는 축하연 p. 62-63

제3세대/나슬레 세봄 (Nasle-sevom,

The Third Generation)
(단행본1)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로, 이슬람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낸 제1세대의 자녀들 P.9

퍼테메 자흐러 [파티마 자흐라]
(본문) 이란에서 이상적인 여성 종교인물 (위키) 파티마 자흐라(605년 또는 615년 ~ 632년 8월 28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딸이자, 알리 이

븐 아비 탈리브의 아내이며 아흘 알 바이트에 속한다.

ㅊ

칭챙총 동아시아계를 비하하는 언어

처도르/차도르 (chaddor ) (다음백과) 이슬람교 여성이 외출 시에 남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착용하는 전신을 덮는 망토 형태의 대형 천

처도리 (본문) 처도르를 평소에 언제나 입고 다니는 사람

처이[Chai 茶] (단행본1) 茶 p. 137

처허르 샨베/처허르샨베 수리

(Chhrshanbe-suri)

(단행본1) 고대 페리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된 축제로, 새해(노루즈, 3월 22일 춘분)가 오기 전 마지막 화요일 밤에 열리는 축제이다. 불

을 뛰어넘음으로써, 한 해의 액운을 막는 의례이다. P. 26

ㅋ

커스트거리 캬르단 (Khastgari kardan) (본문) 본격적인 혼담/ 중매혼

키쉬 이란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섬

코람 샤흐러 (khorramshar) (본문) 이란-이라크 전쟁 때 이란의 수많은 병사가 죽고 이라크로부터 다시금 탈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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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루비/메흐디 카루비 (Mehdi Karrubi) (단행본) 개혁파 성직자, 제10대 대통령선거 후보 p. 179

ㅌ

타로프/터로프 (tarrof) (연구계획서) 이란의 언어적 관행이자 관습의 하나로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종의 ‘빈말’일 수도 있고, 체면치레와 같은 관습적 행위 P.6

ㅍ

퍼서지 (Passazi) (연구계획서) 서구 스타일의 쇼핑센터 p.13

피쉬 라프테/피쉬 라프트 가장 레벨이 높은 반

파흘라비 (Pahlavi) 왕정 (단행본1) 레저 셔(Reza Shah)가 세운 왕조(1925-1979) p. 17

ㅎ

헤즈볼라 가장 급진적인 이슬람 정치인들

하디스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헤접/히잡 (Hijab) (다음백과) 여성 무슬림이 외출할 때 머리와 목을 가리기 위해 쓰는 베일

하타미/하타니/허타미/ 모하마드 하타미

(Mohammad Khatami)
(단행본1) 이슬람 공화국 제3시기인 1997년에서 2005년까지 대통령 p. 77

숫자

13베다르/시즈다 베다르
(단행본1) 시즈다 베다르는 이란력 첫째 달인 파르바르딘(Farvardin) 달 13일에 공원이나 교외에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조로아스터교 전통이다.

P. 55

* 찾아보기에 수록된 용어와 인명은 필드노트에 "*" 기호로 표기함.  

- 단행본1: 구기연, 2017,『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국가의 감정 통제와 개인들의 자아구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단행본2: 엄은희∙구기연(편), 2020,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 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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