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 잉구쉬족: (Ingush of Kazakhstan)

인 구 : 18,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중앙 아시아 카자흐스탄 : 

언 어 잉구쉬어 : 

종 교 순니파 이슬람 :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개요 역사/

잉구쉬족의 대부분은 아름다운 코카서스 지역의 평야와 산간지대 또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남동쪽 지역에 거주한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좁은 정착지인 우지나가치에도 . 

상당수가 살고 있다 이들은 년 스탈린에 의해 체첸에서 쫓겨난 이래 카자흐스탄에서 . 1946 , 

살아왔다. 

제 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을 지원한 댓가로 스탈린은 잉구쉬족을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카2

자흐스탄과 시베리아로 추방했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만, 20

명이 사망했다 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자. 1958

흐스탄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에는 두 개의 주 언어인 러시아어와 카작어가 있다 잉구쉬인의 상용언어는 러시. 

아어이다 이들은 년대에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면 전통적으로 온순한 민족으로 알려져. 1800

있다. 

생활양식

잉구쉬인들은 호의적이고 용맹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매우 예의 있는 민족이며 비교적 키가 , 

크고 대개 서양식 의상을 입는 코카서스 민족이다 춤 목공예 음악 모피 만드는 일을 즐. , , , 

기며 곡식과 낙농품을 주식으로 하지만 육식을 꺼려하지는 않는다, . 



잉구쉬족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양과 같은 가축을 사육한다 평지에 거주하는 이들은 연중 .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비가 충분히 내리기 때문에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 있, 

다 산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달걀과 낙농품을 주고 평지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곡식을 얻. 

는다. 

카자흐스탄의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춥지만 혹독한 편은 아니다 대개 남자들은 사람. 

들을 지키는 일 목축과 건설공사를 맡고 여성들은 정원 가꾸기와 요리 자녀들의 양육을 , , , 

담당한다. 

가족은 보통 남편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이며 여자를 포함해서 가정의 모든 재산은 남자의 , 

소유이다 하지만 본래 잉구쉬의 사회는 부족 중심인데 그것은 그 남편이 씨족의 우두머리. 

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씨족간의 심한 분쟁이 발생하면 피를 보는 경우도 있다 씨. . 

족은 사용하는 언어의 구분에 따라 부족으로 묶어지며 부족의 우두머리의 결정은 다른 부, 

족원들의 결정을 좌우한다. 

전통적으로 잉구쉬족의 결혼은 부모에 의해서 정해진다 때로는 어머니의 허락으로 딸이 , . 

사랑하는 남자와 멀리 도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신부에게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만약 , . , 

신랑이 마음을 바꿀 경우 신부는 더이상 어떤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 

혼 서약을 하고 나면 신부는 남편 씨족의 구성원이 되며 그 이후부터 아내는 친부모의 이, 

름을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잉구쉬 사회에서 결혼은 같은 부족 안에 속한 . , 

사람들 사이에서만 거행되지만 오늘날엔 러시아인과의 결혼도 흔히 있는 일이며 결과적으, , 

로 잉구쉬인들은 사실상 그들의 문화적 뿌리를 잃고 있다. 

종교

잉구쉬인들은 이슬람교에 아주 헌신적이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거스르려는 정치적인 움직임. 

으로써 일부 개종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슬람이 잉구쉬 사회에서 첫번째 종, 

교이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이전까지 잉구쉬인들은 사람 이외의 물질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신, 

앙인 애니미즘을 섬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들은 하나의 신 의 아래 여러 신들이 있고, . " " , 

각 신들은 자연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했다 카자흐스탄의 산간지대에서 발견. 

된 중세 기독교회는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흔적이다.

필요

단지 개의 선교단체가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 아직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나 기1 . 

독교 방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카자흐족은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 

만 카자흐족이 이 지역의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다 카자흐인들의 부당한 민족 억압과 , . 

탄압 때문에 잉구쉬족은 절실하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기도가 . 

그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기도제목

추수하시는 주님께서 잉구쉬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꾼을 카자흐스탄*

으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잉구쉬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에게 지혜와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도록 기*

도하자

기독교 와 라디오가 속히 그들의 언어로 방송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TV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잉구쉬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잉구쉬 성도들이 동족과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주시도록 *

기도하자

잉구쉬족을 속박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와 힘을 제압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경배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깨뜨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도팀을 세우시도록 *

기도하자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잉구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