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가니스탄 타직족: (Afghani, Tajik of Afghanis tan)

  

인 구 : 8,090,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헤랏 하자라잣 발크 골 가즈니 부닥샴 판셔 주 지역: , , , , , , 

갈차 파미르 산맥 카불 지역 코라산주의 달리 이란        - ; , ( )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파시어 동부 달리어 : , 

종 교 이슬람 순니파: ( )

기독교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전권 년: (2008 )

개요 역사/ 

아프가니스탄의 타직족은 인구의 에 해당하는 두 번째로 가장 큰 종족이다 타직족은   1/4 . 

세기로 부터 중앙아시아 종족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족가운데 하나임을 역사적 증거가 4

든든하게 제공하고 있다 코카서스의 지중해 인종들 현제의 타직족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 , 

람들의 후손들이다 큰 키와 마른 몸매 파란눈과 초록색 눈 빛 종종 붉은 머리와 금발을 . , , 

볼 수 있으며 투르크족과 몽골족 간의 결혼으로 쭉 뻣은 검은 머리색과 아몬드 형상의 눈, 

과 같은 외형적 특징들을 볼 수 있다.      

타직 이라는 뜻은 투르크의 고어로 페르시안 과 같은 뜻이다 그들은 항상 페르시아어를   ‘ ’ “ ” . 

사용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선 달리 방언으로 사용되며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

은 중앙아시아에서 언어의 적응이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을 타직족으로 소개하기 . 

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계곡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생활양식

광대한 거주지역은 울퉁불퉁한 산지로 이루어진 카불의 북쪽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가난한 . 

농부들과 목축업자들이 평평한 지붕 진흙으로 만들 벽돌로 되어진 집에 살고 있다 물이 풍. 



부할 때는 과일 땅콩과 함께 갖갖이 곡식들과 작물들이 생산된다, .

사회적 전통으로는 특별한 환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아프간사람들과 실물을 공유하  . 

기도 하며 머물고 있는 손님에게 오쉬 라는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는데 오쉬 는 타직 남자“ ” “ ‘

들에게만 제공되는 음식으로 쌀 양고기 향신료 채소등을 곁들여 화덕에 구운 밀가루 빵, , , , 

과일 요거트 차와 함께 먹는다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 할지라도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여 , . . 

차와 빵 요거트를 대접한다 예술적 전통으로는 시와 이야기 공예품 노래와 춤을 통해 타, . , , 

직족 문화를 정의한다 남성들은 터번을 두르며 여성들은 베일로 가린다. , .

남성들이 타직사회를 주도하며 여성들은 공개저으로 시장이나 무슬림 그룹 사회에 알려질   

수 없다 남성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여성들에게는 유산의 권리가 없다 아프간. , . 

에서 결혼과 이혼은 남성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세차례 나는 당신과 “

이혼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결속은 깨지는 것이다” .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울퉁불퉁한 산지로 이루어진 카불의 북쪽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

종교

타직족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이다 그들 대부부분이 하나피 파에 속한 순니파 무  . 

슬림들이다 그러나 몇몇의 시아파 무슬림들이 산지에 살며 그곳을 주도하고 있다 이슬람. . 

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경계에 스며들어 있다 출생으로부터 청소년기 결혼과 죽음에 이르기. , 

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슬람 신앙이 세워져있다 그들은 하루에 다섯 번 실실하게 기도문을 . 

외우고 있다 추가하자면 타직족 안에는 이슬람 신앙과 함께 신비주의 신앙이 함께 혼재되. , 

어 있다.

필요

타직족은 빈번한 전쟁과 종족간 분쟁이 있다 그들의 영토는 년이 넘게 아라비아 사  . 1000

람들과 그리스인들 몽골족 페르시아 투르크족 러시안과 영국사람들에 의해서 침략당했, , , , 

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프가니스탄에는 평화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슬람에서 기독. . 

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지워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다.

타직족 사람들은 페라시아 사람들의 달리어를 말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때에 언

어가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불행하게도 타직족의 만이 글을 읽을 수 있다. 10% .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정지적 평화와 완정을 주시길 기도하자1. .

하나님께서 달리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역자를 보내주시길 기도하자2. .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구호사역자들과 함께하셔서 영향력을 미  3. 

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하자   .



구호자금이 모금되어 가뭄이 극심한 지역가운데 사용되길 기도하자4. .

아프가니스탄의 타직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자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