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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역사/

키르기즈인들은 카자흐족이나 그 지역의 다른 투르크 민족과 관계가 있지만 외모는 몽골과 , 

상당히 유사하다 사실 이들은 분명히 징기스칸을 가장 닮은 민족이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 . 

어느 민족보다도 키르기즈족은 가축을 치는 유목민족으로서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고수한

다 그들은 또 부족조직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 

오늘날 키르기즈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지  중 하나에 거주하고 있다 세기에, . 16 , 

그들의 조상은 예니세이 강 상류에 살았다 세기에 해방이 되었지만 나중에 위구르족이 . 17 , 

이 지역의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키르기즈스탄은 개 이상의 다른 종족에게 고향이 되는 땅이다 공산주의 통치 하에서 80 . 72

년 동안 키르기즈 인구는 원래 인구의 배로 증가했다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유, 4 . 

목생활을 포기하면서 수백개의 마을과 촌락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약 . , 

가 아직도 시골에 있다80% . 

생활양식

토지는 농사를 짓기에 일반적으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많은 키르기즈인들은 가, 

축을 치는 유목민족으로서 살며 목초지를 따라 여기저기 가축을 데리고 이동한다 그들은 , . 

생존을 위해 그들의 가축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다행히도 그들은 특히 양 염소 야크. , , , 

말 낙타들 중 강건하고 적응력이 강한 품종을 갖고 있다 그 동물들은 식용이나 물물교환, . 

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일한 운송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 



유목민들은 가족 단위로 이동하며 유르트 라고 불리는 이동식 모피 천막 안에서 생" (yurt)"

활한다 고원지 의 여름은 짧으며 땅이 눈으로 덮이지 않는 것은 단지 약 일 동안뿐이. , 60

다 이 기간에 가족들은 서로 가까이에 캠프를 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겨울에는 얼마 . , . , 

없는 초원지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가 흩어져 생활한다. 

키르기즈 여자들은 다른 부분의 중앙아시아 여자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 예를 들. 

면 그들은 베일을 쓰도록 요구받지 않으며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고 초원에서 , , , 

말을 타고 돌아다녀도 된다 비록 그들이 힘든 일을 하지만 가정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중요. 

하고 존경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자들은 전적으로 짐승들을 돌보는 데에 자신을 헌신한다 그들은 헐렁한 가죽 바지와 세. 

련되지 않은 셔츠를 입는다 면이나 모직 외투도 또한 입는다 머리에 꽉 끼는 모피 모자를 . . 

쓰는 것도 흔한 일이지만 중요한 행사 때에 부유한 남자들은 모피나 벨벳으로 만들어 금띠, 

로 둘러싼 뾰족한 왕관형 모자를 쓴다 그들이 좋아하는 물품은 벨트 안장 그리고 말? . , , 麗麗

굴레 등인데 종종 금과 보석으로 도금된 것도 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 

입지만 그들의 셔츠는 체로 더 길어서 발꿈치까지 닿는다, . 

음악과 이야기하기는 키르기즈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구전 민속이 오래도록 아주 잘 . 

발달되어 왔다 민속 동화는 자주 노래로 불리어지고 돔브라 라고 불리우는 현. , " (dombra)" 3

으로 된 기타로 반주한다. 

남자들 사이에 금독수리를 이용한 사냥은 매우 인기가 있으며 훈련이 잘 된 독수리는 꽤 , , 

값어치도 있다. 

종교

키르키즈인들은 세기에 처음으로 이슬람교를 알게 되었고 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17 , 200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오늘날 부분의 키르키즈인들은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여기지만 일부. 

의 샤머니즘 관행이 그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 사람들은 무당에게 의지하여 마법으로 환. 

자를 치료하고 신령과 교접하며 여러 행사들을 주관한다, .

필요

키르기즈스탄은 현재 경제적 위기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것은 생산의 급추락으로 이어졌. 

고 거의 모든 소비재가 부족하다, . 

키르기즈족의 거친 유목민의 생활방식 때문에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개의 선. 6

교단체가 현재 이들을 상으로 사역하고는 있지만 키르기즈스탄에 신자는 약 명만이 , 500

있을 따름이다. 

기도제목

키르키즈 언어에 한 교육훈련을 위해 물질을 제공해주시길 기도하자*

키르기즈스탄인들이 주술과 악마숭배를 단념하도록 기도하자  *



경배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가서 이들의 땅을 깨뜨릴 수 있는 기도팀을 세워주시도록 기도*

하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이 소중한 민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자*

키르키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아 기도하도록 기도하자*

키르키즈스탄으로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하자  *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고 더러운 것들이 예배를 통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키르기즈인을 상으로 하는 선교단체에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자*

키르키즈인들에게 영화 예수 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 

하나님께서 키르키즈인들에게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기름부으시도록 기도하자*

기독교인을 향한 그들의 심령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들 가운데 강건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