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제르바이잔: 탈리쉬(Talysh, Lenkoran of Azerbaijan)

인 구 : 113,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카스피 해안 남부지역 차이 강,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탈리쉬 

종 교 : 이슬람

기독교 : 복음주의자 0.0% 

성경번역 : 보고된 바 없음

개요/역사

  탈리쉬족(하르자니, 카잘리, 칼린가니, 타키스타니, 탈리쉬)은 북부 이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한 그룹이 아제르바이잔 남동부에서 발견되어졌는데, 높은 고지대와 탈리쉬 산맥에 자리에서 코카

서스 해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를 때 ‘탈루손’이라 부르며, 인도-이란계열의 

탈리쉬어를 말한다. 또한, 모든 탈리쉬족은 그들의 언어를 말하며, 아제르바이잔어의 영향과 함께 

러시아와 파시어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탈리쉬족은 수 천년동안 카스피해 남서쪽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들은 중세에 투르크족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1600년대 그들의 독립왕국을 세웠다. 1800년대 초기,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러

시아로부터 분리되기 전 러시아의 지배아래 있었다. 오늘날, 탈리쉬족은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서 과거의 이슬람 전통을 따를 것인지, 서구의 문화와 기술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

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생활양식

다섯 그룹의 탈리쉬족은 그들의 생활양식이 각자 다르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탈리쉬족의 대부분은 농부들이다. 몇 몇 지역에서는 쌀이 주된 작물을 다루고 있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카스피해에서 자라는 과일과 차를 생산하고 있다. 탈리쉬족의 많은 사람들이 저지대에 

살고 있으며, 신선한 생산물을 재배한다(마늘, 양파, 호박, 멜론, 복숭아, 포도 등).



  모든 탈리쉬 사람이 농부는 아니다. 몇 몇은 기술공들인데, 실크, 직물제조, 구두제조, 보석 디자

인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탈리쉬족은 그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다양한 가옥구조에 살고 있다.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평평한 지붕과 다듬지 않은 돌로 집을 만든다. 전통적

으로 탈리쉬족의 집은 가구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집들이 서구식 가구를 들여놓고 생활한

다.

  

  탈리쉬족 여성은 전통 무슬림 양식의 옷을 입는다. 베일과 함께 전신을 가리는 옷을 입고 있다. 

오늘날, 탈리쉬족의 많은 여성들은 특별히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전통적인 옷을 거부

하고 서구식 옷을 입고 생활한다. 

  또한 이슬람법으로 남자들은 네 명의 부인과 결혼할 수 있다. 대부분 탈리쉬족의 남자들은 한명

의 부인과 살과 있다. 남자아이들은 15-20세 사이에 결혼 할 수 있으며, 여자아이들은 12-16세

가 되었을 때 결혼 할 수 있다. 신랑의 가족은 신부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가끔 여자를 보쌈하여 자신의 신부로 삼기도 한다. 

종교

  탈리쉬족은 시아파 계열의 무슬림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선지자, 교사, 선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는다. 이슬람은 행위의 종교이다. 그들은 죽음

을 맞이한 후 자신의 선악간의 행위와 함께 코란에 대한 지식을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른 무슬림들처럼, 그들은 이슬람의 다섯 기둥을 믿으며, 알라는 오직 하나뿐이며, 무함마드

는 그의 선지자라고 고백한다.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며, 금식하고, 메카를 순례한다.

  또한, 탈리쉬족은 무슬림 신앙을 고백하며, 몇 몇은 이슬람 초기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

를 들어, 선한영과 악한영을 믿으며, 가장 위험한 ‘알라잔’(붉은 여자)이라고 하는 영을 믿으며, 

알라잔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와 갓 태어난 아이를 공격한다고 믿는다.

필요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행동강령을 추진했다. 그것에 따르면 남자는 리더요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 혁명 이후 정부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증가했다. 탈리쉬

족은 오랜 세월동안 이슬람을 따르고 있다. 그들 대부분이 복음에 대해 듣지 못했다. 탈리쉬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복음전도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신실하게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영적인 견고한 진이 무너

지길 기도하며 중보할 팀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게 될 준비가 될 

것이다.  



기도제목

1.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유를 주시길 기도하자.

2. 하나님께서 탈리쉬족 가우데 소수의 신자들이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길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탈리쉬족 가운데 의료선교팀과 구제팀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4. 탈리쉬족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세워지길 기도하자.

5. 탈리쉬족의 다섯 그룹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자.

6.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기를 기도하자.

7. 탈리쉬족 가운데 오디오 성경이 보급되어 유용하게 쓰여지길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