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키즈스탄: 우즈벡족(Uzbek, Northen of Kyrgyzstan)

인 구 : 776,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중앙 아시아 키르키즈스탄
언 어 : 우즈벡어
종 교 : 순니파 이슬람
복음주의자 : 0.20%
성경번역 : 신약(1995년)
개요/역사
우즈벡인은 몽골 또는 이란족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르크족의 혼혈이다. 우즈벡이란
말은 "자신의 주인" 이란 뜻으로 정확하게 이 민족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
고 활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르키스탄으로 알려진 중앙아시아 서부에 위치한
그들의 땅을 침범한 정복자들과 수 세기에 걸쳐서 자주 충돌을 일으켜왔다.
투르키스탄 지역의 분쟁은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더불어 시작하여, 7-8세기에는
아랍과 투르크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13세기에는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과의 싸움이 있
었다. 14세기 티무르가 정복함으로써 끝이 났으며, 이 때가 아마도 우즈벡에게는 문화와 교
훈을 가져다준 가장 번성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투르키스탄은 16세기에 기나긴 쇠퇴기에 들어섰다. 러시아가 침략했던 1860년대에서 1880
년대 중반까지, 투르키스탄은 수 차례 전쟁의 우위를 빼았겼으며, 그 무렵에 많은 우즈벡인
들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생활양식
전통적으로 우즈벡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는 유목민이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 거주
하는 우즈벡인들은 침켄트의 시골 지역에 살며, 일부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갔다. 양을 치
는 사람들은 대개 양, 말, 소, 낙타, 염소 같은 그들의 가축과 함께 산다. 도시 거주자들은
대개 상인이거나 수공업을 한다. 금은세공, 가죽 공예, 목공예, 모피 가공 등 여러가지 능숙
한 기술을 가진 시장 장인들이 많이 있다.

우즈벡 여인들은 대개 집안일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여러가지 일들을 맡아 하는데,
여성들은 대개 남성들과는 격리되어 일한다. 대부분의 우즈벡인들, 특히 도심지에 사는 사
람들은 유럽풍의 의복을 입고, 일부는 아직도 전통의상을 입는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권위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소비에트 공화국의 가장 진보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에 많은 소작농들이 거대
한 집단농장으로 조직되었다. 현대화된 농기계의 도입으로, 농장은 곧 집약적으로 경작되었
다. 이러한 농장은 전쟁터에 필요한 음식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화국 중 일
부는 제2차대전 중 소련군을 위한 병창 역할을 했다.
친족 유대관계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사회구조는 계속해서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들어선 복잡한 현대식 건물에서는 더이상 가족들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되
었고, 대가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 증가되는 교육기회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은, 보다 많
은 우즈벡인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소련의 통치 하에 있던 수십년 동안, 우즈벡인들은 러시아인에 동화되도록 하는 강한 압력
을 받았다. 러시아가 이들을 강제로 집단농장으로 구성하고 반종교적인 선전을 계속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우즈벡인들은 전통적인 중앙아시아의 문화 요소들을 유지하고 있
다. 우즈벡어는 구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언어로서 가장 많은 사람
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이다. 우즈벡어는 1923년 아랍문자로 표기되었으며, 1927년에는
라틴문자로, 그리고 1940년대에는 키릴문자로 바뀌었다.
종교
우즈벡인의 거의 80%는 수니파 무슬림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많은 순례성지들의 역할은,
아직 부족 중심구조가 강하게 남아있는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덜 중요한 편이다.
이슬람 이전의 샤머니즘(여러 신들과, 악마,그리고 조상들의 영혼 등 보이지 않는 영적 세
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이슬람의 형태로 남아 있다. 오늘날 무당들이 이슬람식 기도문
암송이나 금식 등의 이슬람식 관습을 샤머니즘의 최면의식과 결합하여 이슬람 예식을 수행
하고 있다.
필요
무슬림 가운데서 선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개의 선교단체가 우즈벡 안에서 사역하
고 있지만, 아직 우즈벡인들 중에 기독교인은 알려져있지 않다. 카자흐스탄은 기도와 더 많
은 기독교인 사역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기도제목
*기독교인을 향한 우즈벡 무슬림들의 심령이 온유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즈벡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에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자
*영화 "예수" 와 기독교 방송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주의 말씀을 우즈벡어로 지속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자질있는 번역자를 세워주시도록 기
도하자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도록 기
도하자
*무슬림과 우즈벡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양육하시도록 기도
하자
*우즈벡 가운데 강건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