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루지아: 쿠르드족 (Kurd, Yezidi of Georgia)

인 구 : 17,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동유럽과 유라시아

언 어 : 쿠르드어

종 교 : 이슬람

기독교 : 복음주의자 0.10% 

성경번역 : 전권(2008년)

개요/역사

  쿠르드족은 본향이 없는 종족 가운데 가장 큰 종족이다. 그들은 터키, 이란, 이라크, 레바논, 아

르메니아 및 그루지아에 퍼져있다. 석유가 풍부한 지역은 ‘크르디스탄’으로 알려져 있다. 그루지

아 북부의 쿠르드족은 터키에서 기원한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에 이르도록 수 많은 크루드

족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아로 이주했다. 그들 중 얼마는 ‘야지디스’(이슬람의 한 분파)

로 오트만 투르크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쿠르드족 공동체는 구 소련에 의해 지역, 고향, 거리등에 의해 분리되었지만, 쿠르드족들은 연합

된 쿠르드족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그들의 관습과 전통의상은 많은 지역에서 계속 유지 되고 있

다. 현 C.I.S 에서는 쿠르드족이 자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장려한다. 가까운 아르메니아에는 쿠

르드어 방송과 쿠르드어 출판사가 있다.

생활양식

  그루지아 북부의 쿠르드족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 보다 터키와 이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친족들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농사일과 함께 가축을 키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절반 이상이 그루지아의 수도 타빌리시에 살고 있다).  

 



  터키의 쿠르드족이 상대적으로 빈곤 가운데 있을 때, 구 소련에 거주하던 쿠르드족은 민족들중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집단농장에서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를 하는 것과 같이 열심히 

일했다.

  그루지아에서 거주하는 북부 쿠르드족의 부의 척도는 그들의 집이 어떠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돌과 벽돌로 집을 짓고 중안 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화기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학교와 

도서관, 출판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차별 없이 높은 

정치적 지위까지 얻었다. 1930년대 그들 가운데 문맹은 없어졌다. 

  그루지아의 독립은 쿠르드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다. 쿠르드족 민족주의가 일어났

으며, 많은 C.I.S 시민들은 그들이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의 기원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

었다. 야지디스 쿠르드족은 매우 작은 숫자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고 있다. 그들은 전

통과 민족적 관습에 대한 열정적인 보호를 하고 있으며, 그루지아 스타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압

력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종교

 북부 쿠르드족 대부분이 시아파 무슬림들이다. 거의 1/10이 종교가 없다. 몇 몇은 페르시아의 종

교인 조로아스터교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빛과 어둠의 우주적 전쟁이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전통적 쿠르드족 무슬림들은 야지디스파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하고 있다. 

필요

  그루지아의 북부 쿠르드족은 오랜 세월동안 이슬람을 따르고 있다. 신약성경과 예수영화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숫자의 신자들이 있다.

기도제목

1. 주님께서 그루지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2. 성령께서 쿠르드족 무슬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향한 맘을 부드럽게 하시길 기도하자.

3. 주님께서 그루지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쿠르드족 무슬림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케 하시  

   길 기도하자.

4. 하나님께서 북부 쿠르드족 가운데 알려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보호해 주  

   시길 기도하자.

5. 주님께서 쿠르드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선교단체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6. 북부 쿠르드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