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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역사

쿠르드족은 시리아의 인구중에서 단지 8퍼센트를 차지한다.그들은 시리아의 주요 세지역에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시리아의 구성원이지만 민족적으로는 쿠르디스탄에 속한다.

쿠르다 (Kurd-Dagh) 또는 “쿠르드 산”은 시리아의 초북단에 위치한다.그 곳은 쿠르디스탄

의 서쪽에 위치하고 시리아의 사람이 살고 있는 산악 지역이다.시리얼,포도나무,무화과와 

봉나무가 거기에서 자란다.고도가 더 높은 지역에서는 대나무가 자란다.지중해가 가까워서 

올리브 나무도 자란다.

시리아에서 가장 큰 쿠르드 인구는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고 있다.175 마일의 길이의 이

라크 북쪽까지 걸친 지역에 살고 있다.이 지역은 쿠르드족과 망명한 터키 쿠르드족 농부들

이 정착하고 있다.그들은 그곳에서 마침내 영속적인 거주자가 되었다.

생활양식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본질적으로 농부다. 그들의 경작 시스템은 쿠르다 산악지역에 집중되

어 있고 또 다른 두지역에서도 잘 이루어진다. 그들은 또한 대규모의 양과 소를 몰고 낙농 

제품을 생산한다. 대부분의 서부 쿠르드족들은 킬림(killim,무늬가 있고 납작하게 짜진 울 카

페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쿠르다 산에서 몇몇은 수출용 올리브 기름과 숯을 만든다. 이

것은 농업 수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단지 20 퍼센트의 시리안 쿠르드족만이 도시에 산다. 이들은 주로 잡상이나 수공예로 생계

를 유지한다.

1961 년 8월에 시리아는 쿠르드족은 “아랍 민족성을 파괴하기 위해” 시리아에 “불법적으로 

침투”했다고 주장 하면서 특별한 인구조사를 했다. 그 결과로 120,000명의 쿠르드족이 그

들의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아랍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쿠르드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다.

1963년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다.시리아 정부는 쿠르드족이 강압과 파괴적인 힘과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르드족은 국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고자 

시도했다.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한 12 point 계획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교육의 기회와 의료 시설들을 앗아가는 것을 비롯해 추방하는 것까

지 포함했다. 쿠르드족은 규칙적인 행정적 학대 ,경찰 급습, 방화, 그리고 사유 재산 몰수 

등의 박해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쿠르드 문학과 쿠르드 포크 뮤직의 음반을 압수했다.

다행히 1976년에 하피즈 아사드(Hafiz Assad)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쿠르드족을 

이주시키기 위한 12point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공표 했다.그는 쿠르드족들을 더 이

상 그러한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놓아 주기로 결정했다.

종교

거의 모든 쿠르드족은 무슬림이고  대부분은 샤피트 수니(Shafite Sunnis)이다.7세기에 아랍

이 정복한 이후 처음으로 이슬람을 받아 들였다. 오늘날 그들은 이슬람을 사회적정의의 기

반으로써 본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는 쿠르드족 사이에서  깊은 분열을 가져왔다. 그들 대

부분의 공동체는 이 종교 이슈로 나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일반적으로 존경

되어지고 사회정의 기반으로 여겨진다. 고위 성직자들은 존경받는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위한 투쟁은 종교적인 연합을 위한 투쟁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치적 이

유를 추구 한다.

필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 쿠르드족은 그들만의 나라를 가져 본 적이 없다. 그들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 본 적도 없다.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통해 볼 때 핍박 받았고 추방당

했다. 쿠르드족은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평화 사랑 그리고 안전이 필요하다

기도 제목 

*주님께서 기꺼이 시리아로 가서 서부 쿠르드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을 부르시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주님께서 기독교 의료팀을 일으키셔서 쿠르드족들에게 의료적 기술과 의약품들이 공급되

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소수의 서부 쿠르드족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

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시리아 정부 지도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

* 주님께서 서부 쿠르드족 중에서 강력한 지방교회를 세우시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