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가니스탄 하자라족- (Hazara of Afghanistan)

인 구 : 2,789,000(joshua project.net)

위 치 카불과 헤랏 사이의 중부 산맥지역: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하자라어 : 

종 교 이슬람 시아파: ( )

기독교 복음주의자 : 0.03%

성경번역 없음: 

개요 역사/ 

하자라족은 차별받는 종족이다 아프간사람들의 종교로부터 혼합된 종족 독립성과 같은   . , , 

것들 때문에 하자라족은 고통을 받았다 지난 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들은 시아파 무슬. 200

림으로서 차별과 박해를 당했고 아프간의 대다수 순니파 이슬람 종족들 가운데서 소수종족, 

의 민족적 경향으로 인해 소외된 그룹이다 하자라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종족. 

과 마찬가지다 하자라족 이름의 의미는 페르시아어 언어로부터 왔지만 외면적 모습은 아. , 

시아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기 투르크족과 징기스칸이 남기고 떠난 몽, 13

골족과의 혈통적 혼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의 언어는 글 없는 방언이며 하자라어는 아. , 

랍어 우르드어 몽골어 투르크어 달리 파시어와 같은 지방언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 , , , /

언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한 언어들이다 세기 전에는 하자라족이 아프가니스탄 인. 19

구의 를 차지하는 가장큰 종족 그룹이었다 년 대량학살에 이어 정치적 영향으로 67% . 1893

인해 하자라족 인구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이후 탈레반을 포함한 정부의 근본주의, 

자들로부터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해산과 압박을 당했다, , , .

생활양식

년부터 년까지의 전쟁동안 하자라족의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 또는 이란으로   1978 2001

망명했다 많은 망명자들이 되돌아와 카불에 정착한 이후 노역 상점 서비스 업종에 종사. , , 

하게 되었고 대다수의 하자라족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인 산간지방에 정착하였다 하자라족. 

의 정체성은 가족성보다 마을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결혼문화는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 



을 주고 신랑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반유목민으로서의 삶은 간단하지만 고되다 지속. 

되는 가뭄은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며 주거환경은 위치와 계절에 따라 변경된다 진흙으로 , . 

건조한 벽돌로 집을 만들어 생활하며 여름에는 텐트를 지어 생활하며 떼를지어 다니는 목, 

축을 따라 이동하며 목초지에 세운다.

음식은 가까스로 얻어지는 빵과 야채 버터 우유와 요거트 치즈를 먹고 살아가며 살과   , , , , 

차는 물물교환을 통해 얻는다 가뭄이 있을 때는 영양불량과 기아가 나타나는 것이 다반사. 

이다 위치적으로 격리되어 의료적 돌봄과 함께 음식수급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으며 결핵. , , 

한센병 이질과 설사등과 함께 모래폭풍과 같은 생활환경들로 인해 눈병이 자주 발생한다, .

하자라족 가운데 텔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문을 즐거워하며 종종 그것들을 아이이 

들에게 가르치고 외우게하며 구전과 노래는 하자라족의 문화이다 그들은 베틀을 짜서 수, . 

를 놓는 것과 글쓰기의 전문가들이며 레슬링과 야구를 좋아한다. 

하자라족 여자들은 전설과 민간설화 가운데 존경을 받는다 하자라족 여성들은 정치적 기  . 

능을 수행하기 위해 탈레반 후보가 되기 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교육과 의료계열의 전

문가가 된다 이밖의 아프간의 하자라족 여성들은 전쟁에서 남자 옆에서 싸우기도 한다. .

 

종종 하자라족을 묘사할 때 용감하고 열심있고 신뢰있고 친근하고 헌신 된 사람들로   , , , , 

묘사하기도 한다 오늘날 하자라족 병사들은 자랑스럽게 정의와 평화 아프간의 연합 자녀. , 

들미래의 소망을 위해 싸우고 있다.

거주지역

그들의 원거주지는 접급이 용이하지 않지만 경관이 수려한 광야지역의 바위와 산맥 흐르는 , 

강 주변 지역이었으며 그러한 지역을 하자라자잣 이라고 불렀다, “ ” .

종교

하자라족은 시아파 이슬람이다. 

필요

하자라족의 가장 시급한 필요는 건강관리와 깨끗한 물 그리고 문맹퇴치이다 아이들을 위  . 

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함께 의료선교사역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자라족 내, . 

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없다.

여름에 하자라족의 주 거주지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고 겨울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하자라족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자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데 그들 . 

가운데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로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돌. 

아설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고문과 죽음까지 당하고 있다. 



기도제목

주님께서 하자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육적필요도 채울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1. 

하자.

주님께서 의사와 간호사 개발봉사자 농업기술자들을 불러주시길 기도하자2. , , .

주님께서 하자라족에게 교사와 문맹퇴치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3. .

하자라족 가운데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길 기도하자4. .

하자라종족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를 기도하자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