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Azerbaijani, North of Azerbaijan)

인 구 : 8,274,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중앙아시아

언 어 : 아제르바이잔어

종 교 : 이슬람

기독교 : 복음주의자 0.17% 

성경번역 : 전권 2009년

개요/역사

  아제르바이잔 족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침략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제리족의 본토는 주전 6세기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정복당했다. 그러나 주후 

11세기에 이르러 투르크족의 영향으로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끝나고 말았고, 13세기에는 징기스칸

의 지배 아래 있었다. 아제리족은 거의 대부분 무슬림들이다. 7세기에 아랍의 무슬림들이 처음으로 

이슬람을 전파했고 이 후 지금까지 이르렀다. 

  1979 아제리족의 중요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로 식민이주를 했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제

리족 지역에는 대부분이 석유전문가들로 구성되었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산주의자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농부들과 도시 거주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대부분 전문가들 또는 기술자들 

이었다.  

생활양식

  과거, 아제리족의 가족공동체생활은 일반적이었다. 가족그룹의 이름은 조상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으며, 가족구성원들은 목초지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이익을 함께 나누어가졌다. 가

족 구성원은 40명 가량이 되었고, 그 이상으로 확장될 경우 ‘가즈마’라고 불리우는 공동체를 형

성했다.  



  석유자원 개발은 아제리족의 생활환경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농촌지역에서 산업지대로 이주하

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스스로 직업을 찾아 나서고 있다. 아제리족은 그들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

해, 가족 간 결혼이 장려되고 있다. 아제리족간의 결혼은 소비에트연방시절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

었다. 일부다처제는 오직 불임인 경우에만 허락되었다.

  아제리족의 주식은 쌀과 함께 굽거나 삶은 고기이며, 소고기, 염소고기, 양고기를 주로 먹는다. 

전통음식으로는 ‘보잘트마’(소고기 스프)와 ‘도브가’(요거트 스프), 허브와 곁들인 고기, 차, 와

인등을 함께 먹고 마신다.

  아제리어는 남서부 투르크족 어군에 속한다. 두 개의 아제리족 하부 그룹이 있는데, 북부와 남부

로 나뉜다. 아제리족의 언어는 혼합된 언어로서 아랍어와 씨릴문자의 영향을 받았다. 

종교

  아레리족은 근본적으로 시아파 무슬림이다. 그러나 순니파 이슬람들이 더 많다. 그들은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가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아제리족의 주류층 여성들은 외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몇 몇은 리더십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통의 영향으로 여전히 여성의 기능은 제한적이다.     

필요

  아제르바이잔은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초기 극심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코카서스 지역에서 가장 힘 있고, 발전한 나라이다. 실업률은 지난 20년동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아제르바이잔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