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북부�파쉬툰(Pashtun� Nothern)

인�구� :� 23,781,000� (Joshua� project)

위� 치� :� Khyber-Pakhtunkhwa� 주에�주로� 분포

주요언어� :� 북부�파쉬토어

종�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전권(1895)

개요� /� 역사

파쉬툰(Pashtun)� 혹은� 푸쉬툰(Pushtun)족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주로� 사는� 전사� 종족들�

중� 하나이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영역을� 가진� 약� 60여개의� 부족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들의� 기

원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설은� 그들이� 사울� 왕의� 손자인� 아프가나(Afghana)의� 후

손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그들이� 아마도� 뒤이어지는� 침략자들과� 함께� 뒤섞인�

고대�아리안들로부터�발생했을�것이라고�믿는다.

파쉬툰족은� 그들� 지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무슬림� 군주,�

통치자,� 그리고� 군사들이� 나왔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평지에서� 더� 쉬운� 삶을� 찾아� 고지대로부

터�이주해오는�동안,� 그들�산지의�고국은�계속해서�그들의�힘과� 자유의�요새가�되었다.�

파쉬툰족은�우아하고,� 화려하게�차려입고,� 대접이� 좋고,� 동정심�많은� 반면� 원한� 안에서�잔인하고,�

우정� 안에서는� 친절하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종교적� 믿음에� 매우� 헌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희�

또한�즐긴다.� 그들은�그들의�사격술과�명예를�사랑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생활�양식

대부분의�파쉬툰족은�남부와�중앙� 아시아에�살고�있다.� 그들의�집은� 척박하고� 바위투성이의�산맥

(인더스(Indus)와� 힌두(Hindu)의� 쿠쉬(Kush))과� 이란의� Syistan� Plateau를�따라있다.�

큰� 파쉬툰�공동체들은� 10개의�다른� 나라들에서�또한�발견된다.

파쉬툰� 사회의� 중심에� 대가족이� 있다.� 각� 가족� 그룹은� 그들의� 땅을� 소유하고� 칼라(qala)라고� 불

리는� 요새화된� 거주지역� 안에� 살고� 있다.� 매� 칼라(qala)는� 두� 지역들로� 나뉜다.� 일반적인� 거주�



지역과�개인적인�거주�숙소,� 중앙에�있는� 높은� 벽이�그�두�지역들을�구분한다.

구별되는�부족적인�관습들과�전통은�또한� 파쉬툰�사회의�필수적인�부분을�형성한다.� 그들� 문화의�

진정한� 본질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윤리도덕� 규정� 안에서� 보여질� 수� 있다.� 이� 불문� 규정이� 푸

쉬툰왈리(Pushtunwali)� 즉,� “푸쉬툰�족의�방식”라고�불린다.�

푸쉬툰왈리(Pushtunwali)는� 종교적으로�따라오며,� 관례는�아래와�같은� 것들을�포함한다.

멜마스티아(melmastia)-� 모든� 손님들에게�환대와�보호

나나와티(nanawati)-� 도피자가�은신처를�구할�권리,� 그의�진실된�평화�제안의�수용

바달(badal)-� 피의�보복이나�복수의�권리)

투레(tureh)� � 용감성

사밧(sabat)-� 착실성

이맘다리(imamdari)-� 의로움

이스테카맛(‘isteqamat)-� 지속성

가이랏(ghayrat)-� 재상� 방어와�명예

마무스(mamus)-� 각� 사람의�여자의�보호

파쉬툰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쪽� 어깨에� 버튼을� 한� 긴� 소매의� 면� 셔츠� 위에� 소매가없고� 수

를� 놓은� 조끼를� 입고,� 헐렁한� 바지를� 위에� 걸친다.� 그들은� 또한� 부족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

한�방법으로�독특한�터번을�두른다.� 특정한�접근하기�어려운�지역에서�소총,� 권총,� 칼,� 그리고�다

른� 무기들은� 필수적인� 아이템이� 된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들과� 같이� 같은� 종류의� 의류를�

입지만,� 그들은�일반적으로�더� 화려한�재료를�사용한다.

파쉬툰� 종족들은� 도시에� 사는� 고등고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텐트에� 거주하는� 유목민까지� 다양

하다.� 그들의� 사회는� 부족적인� 전통들에� 기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나� 마을에� 거주하는� 파쉬

툰족은� 유목민들보다� 사회적인� 지위를� 향해�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을이� 파쉬툰과�

파쉬툰이�아닌�사람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대부분의�경우에�파쉬툰족은�지주들이다.

더� 부유한� 파쉬툰족� 가족들의� 멤버들은� 가끔� 농사를� 지을� 것이고,� 동물들을� 돌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을에서� 다른� 어떤� 일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이� 집안에서� 물건들에� 대하여�

책임이�있는� 반면에,� 남자들을�보통�집밖에서�힘든�일들을�수행한다.

전통적으로�유산은�모든� 아들� 사이에서�동등하게�나누어진다.� 딸들은�코란� 안에서의� 명백한�가르

침들에도� 불구하고� 유산문제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다프타리(daftari)는� 부족� 땅에서�

한� 몫을� 소유하는� 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족� 의회에서� 한� 발언권을�갖는다.� 그러한�한� 사람은� 파

쉬툰�사회에서�높은�존경을�받는다.

종교

파쉬툰족의� 대다수는� 순니파� 무슬림이다.� 이슬람은� 브라만교의� 재례의식과� 불교의� 엄격함으로부

터� 그들을� 자유케하며,� 위대한� 자유와� 통합하는� 힘으로써�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

들의�이슬람으로의�근본적인�믿음과�변함없는�헌신은�매우� 강하다.



필요

파쉬툰족은� 잦은� 전쟁으로� 알려진� 한� 종족이다.� 1979년에� 소비에트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거대한�

침략을� 이끌었다.� 대략� 300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이(그들� 중� 상당수는� 파쉬툰족임)� 파키스탄으

로� 경계를� 넘어� 도망했다.� 소비에트� 점령은� 끝났으나�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탈레반과� 미국,� 나토

(NATO)에� 의해�지원받는�국제�정부� 사이에서�전쟁으로�찢어졌다.

많은� 파쉬툰족이� 극도로� 가난하며� 주로� 빈약한� 물� 공급에� 기인한� 비위생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

다.� 많은� 수의� 성인들이�또한�문맹이다.� 자격이� 있는� 의료� 팀과� 학교� 선생님들에�대한�필요가� 크

다.

그들의�전체적인� 삶의�방식이�변화를�반대했던�이래로,� 파쉬툰족은�오늘날�크리스천� 교회에�가장�

강한� 도전들� 중� 하나를� 야기한다.� 그들이� 복음으로� 성공적으로� 전도되기� 위해서는� 많은� 중보가�

필요하다.

기도�제목

1.� 예배와�중보를�통해�그�땅의� 어둠을�허무는�기도팀이�일어나도록�하나님께�기도하자.

2.� 파쉬툰�족에게�초점을�맞춘� 선교�단체들에게�지혜와�은혜를�허락하시도록�하나님께�기도하자.

3.� 외부인들에�대한�두려움과�증오�속에서�자라가는�파쉬툰의�어린이들을�위해�기도하자.

4.� 소수의�파쉬툰�신앙인들을�격려하고�보호하여�주시기를�하나님께�기도하자.

5.� 파쉬툰족�안에서�살아가고�일하기�위한�더욱� 큰� 평화와�자유를�주시도록�하나님께�기도하자.

6.� 꿈과� 비전을�통하여�이�귀한� 종족에게�그리스도�자신을�계시하시도록�기도하자.

7.� 크리스천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 간구하

자.

8.� 파쉬툰족에서�강한�지역� 교회들이�일어나도록�주님께�간구하자.�

참고자료

http://www.joshuaproje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