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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역사/ 

북부 쿠르드인들은 실제로 더 큰 쿠르드 인구 가운데 일부이다 그들은 많은 가문과 종족 . 

그리고 종족 연합을 구성했고 많은 부족들은 수천 년을 존재해왔다 이 큰 종족 그룹은 여, . 

래개의 중요하고 공통된 관계를 공유한다 그들이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 

공통된 문화와 지리적 고향 그리고 정체성의 감각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인들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남동부 러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 

코카서스 산맥의 아름다운 지역에 거주한다 그들은 현대의 터키와 이란에서 유래되었다. . 

많은 수의 쿠르드인들은 년대 후기와 년대 초기에 코카서스 지역에 도착을 했다1800 1900 . 

오스만 터키와 제정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았었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의 근처의 쿠르드인들은 주로 예지드 무슬림들인데 대부분의 아제르바이잔의 북부 쿠르드인

들은 순니 무슬림들이다.

삶의 양식

아제르바이잔의 북부 쿠르드인들은 터키와 이란에 있는 자신들의 사촌들보다 더 나은 삶의 

표준을 즐긴다 비록 그들이 농장과 동물들을 돌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현재 도시에. , 

서 살고 있다.

터키에 있는 쿠르드인들은 비교적 가난하게 사는 동안에 옛 소련의 국가에 살고 있는 쿠르, 

드인들은 가장 부유한 시민들이다 그들은 차별을 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높은 정치적 . 

위치를 휘어잡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시설들을 이용하고 도로 주택 그리고 자신들의 고. , , 

향인 쿠르디스탄에서 고급으로 간주되는 의료시설들을 이용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인. 

들은 다른 나라의 쿠르드인들에 비해 더 많이 교육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년대에 그들 . 1930

가운데 문맹은 사라져버렸다.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의 일일 식단은 빵과 유제품 대추야자 차 그리고 고기이다 부유한 , , . 

쿠르드인들은 더 다양한 식단과 더 많은 쌀과 고기 그리고 과일 등을 소비한다 그들의 이. 

슬람 신앙에 따라 쿠르드인들은 돼지고기와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쿠르드어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족의 유대 종교적 신념 그리고 부족의 전통에 의해 위장, ,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부족 구조의 거의 완전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르. , 

드족 아이디어를 형성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 여성들은 이웃의 아랍인들 터키인들 ' . , 

그리고 페르시아인들보다 더 자유를 즐긴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행동의 제약이 있지만 쿠. , 

르드 여인들에게는 베일을 쓰는 것이 요구되어지지 않고 특별히 낯선 남자들로부터 창피해 ,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종족 내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매우 성공적. 

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옛 소련 내에서 쿠르드 커뮤니티는 종교 원산지 그리고 거리로 구분하고 있지만 많, , 

은 쿠르드인들은 여전히 쿠르드의 연합을 꿈꾸고 있다 풍습과 전통 의복은 많은 지역에서 .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쿠르드인들은 자신들의 민족 언어를 사용하도록 격려되고 있다 또. . 

한 인근 아르메니아는 쿠르드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쿠르마니 방언의 라디오 방송국이 . 

있고 쿠르드어 출판사가 있다.

종교

거의 모든 쿠르드인들은 무슬림이다 대부분은 샤피테 순니이다 그들은 세기에 아랍이 정. . 7

복한 이후에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그들은 주로 사회 정의의 기초로 이슬람을 고려. 

한다 그러나 주로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쿠르드족 간의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재. . 

산을 빼앗긴 많은 소수의 쿠르드인들은 이슬람의 비정통 비  종파와 연합하게 되었다.

필요

아제르바이잔의 북부 쿠르드인들은 강한 가족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의 커뮤니티 내, 

에 전통이 깊이 실행되고 있다 그들의 단호한 믿음 때문에 쿠르드인들은 복음전도에 저항. 

하고 있다. 

쿠르만지어로 신약 성경이 이미 번역되었다 아제르바이잔에 소수의 북부 쿠르드인 신자들.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도제목

북부 쿠르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갈 자들을 일으키시도록 - 

기도하자.

북부 쿠르드 신자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동족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 

록 기도하자.

이 귀한 사람들의 꿈과 환상 가운데 주님이 계시되기를 기도하자- . 

성령님께서 쿠르드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리더들이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북부 쿠르드인들 가운데 견고한 지역교회를 세우시도록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