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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역사

  투르크메니탄의 카작족은 카자흐스탄의 큰 종종 그룹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그들은 투르크족의 

후손들이며, 키르키즈족과 칼라카팍족과 가까운 관계이다. 카작족은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종족이다. 과거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종족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1920-1930년대 러시아의 

내전으로 인해 카작족 절반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몽골로 망

명하였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카작족은 뚜렷한 종족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수많은 부

족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자치권을 형성했다. 외부 부족들도 함께 연합하여 연방을 형성하였고 

정치적 성향을 갖기 시작했다. 19세기 동안,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합병했고, 결국 그들은 카자흐

스탄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생활양식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가 붕괴 된 이후, 카작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는데, 전통적

으로 그들은 유목민으로 양을 치며 살았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 아래 그들의 땅은 굳었고, 집단

농장화 되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의 경제와 문화는 러시아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운동이 넓게 확산되고 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카작족은 “율트”라고 불리우는 돔 형식의 가옥에 거주한다. 러시아의 통

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되거나, 소형 아파트 형식의 거처로 이주되었다. 그곳의 물은 

깨끗하지만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 지금은 카작족의 많은 수가 중앙아시아의 나라들로 이주하였

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도시의 일자리와 농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카작족은 다양한 고기와 함께 쌀, 빵,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는다. 카자흐스탄의 남부지방 사람

들은 포도와 멜론 그리고 토마토를 먹는 것을 즐겨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구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카작족은 일반

적으로 과거의 관습대로 입던 늘어지고 색감이 없는 셔츠와 바지를 입는다.

종교

  카작족의 종교는 16세기 동안 이슬람을 신봉하였으며, 오늘날 그들은 스스로를 무슬림이라 부른

다. 소련이 지배할 당시 카작족 사람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기 위해 무슬림을 더욱 신봉하게 되었

다. 그러나 그들의 이슬람은 전통종교와 혼합된 신앙이다. 카작족은 정령숭배와 함께 조상숭배를 

하고 있으며, 오늘날, 샤머니즘과 함께 의식을 함께 행한다(결혼, 출생, 죽음..).

필요

  카작족은 천연자원을 활용하지 못하여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다. 이

러한 이유들로 인해 카작족 사람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기도제목

1. 주님께서 카작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장기 선교사들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2. 성령께서 카작족 사람들의 맘을 열어 주시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길 기도하자.

3. 카작족을 위한 중보기팀이 세워지길 기도하자.

4. 하나님께서 카작족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와 사역자에게 지혜와 은총 주시길 기도하자.

5. 카작족 가운데 복음을 들고 일한 비즈니스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자.

6. 카작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