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우즈벡족(Uzbek, Southern of Afghanistan)

인 구 : 2,618,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북부, 파리압 주, 마임 아나 마을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우즈벡어
종 교 : 이슬람(순니파)
기독교 : 복음주의자 0.01%
성경번역 : 없음
개요 / 역사
알타이어족의 우즈벡 사람들의 선조는 B.C 3세기 초에 나타났다. 유목민들(훈족의 자손
이 가능성)의 수세기 동안의 침략이 계속되어질 때, 투르크족이 주후 1세기 동안 맹위를 펼
쳤으며, 이와함께 13세기 몽골족 유목민들이 광활한 지역을 공격하였다. 우즈벡족의 유전학
적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투르크-몽골인의 특징인 밝은 피부색과 평평한 얼굴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족 사람들과의 혼합은 덜하다고 한다.
1920~1940년 러시아의 강제이주와 함께 이들 종족은 서부종족 또는 아프간 우즈벡족으
로 지정되었다. 러시아의 무신론 정책은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과 이슬람 문화에 대하여 박
해를가했다. 우즈벡어는 그들의 투르크어족 방언이며, 우즈벡족은 자신들을 하나피 순니파
무슬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은 종교를 넘어서 보다 큰 문화적 정체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생활양식
우즈벡족은 작은 촌락을 형성하여 살며 종종 타직족 이웃들과 함께 거주한다. 고지대에
거주하는 농부들은 곡물들과 채소들을 재배하지만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아프간문화는
우즈벡족에게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음악, 카펫제조, 격렬한 운동등과 같
은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우즈벡족은 창의적인 성향의 사람들로서 시문을 사랑하고, 음악

과 악기연주를 즐긴다. 우즈벡족의 문화는 그들의 전통춤과 전통공예(금속,목재,가죽)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 보존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우즈벡족들은 사업가로 살아고 있
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숙련된 기술자들이다. 우즈벡족의 음식과 의복은 흥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아프간족 사람들과 같이 우즈벡족은 언제나 차와 함께 ‘난’이라고 하는
빵을 대접한다. 당근으로 만든 “ 오쉬” 라는 요리와 양파, 오일, 쌀 그리고 양고기로 만든 음
식을 주말 또는 특별한 경우 대접받게 된다. 아프간에서 대부분 흔치 않은 파스타가 우즈벡
족에게는 평상적인 음식인데, 아마도 실크로드를 통해 교역하러 온 이탈리아와 중국인들 사
이에서 전래된 것이다.

거주지역
우즈벡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종족으로서, 서부 우즈벡족들은 여전히 본
래 거주지인 북부산악지역에 살고 있다(특히 팔리압 주에 거주하고 있다).
종교
순니파 무슬림
필요
의료적 돌봄과 함께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도 그들의 공예품들과 직물제조, 가축생산곽 같
은 일들이 소규모 시장이 아닌 대규모 시장에서 판매되고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교역지원도
필요하다.
기도제목
1.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시고 예배와 중보를 통하여 강력하고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되기를 기
도하자.
2. 성령께서 우즈벡족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하시길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우즈벡족에 집중하여 선교하는 단체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시길 기도하자.
4. 주께서 우즈벡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장기사역자를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5. 예수영화와 함께 라디오 복음방속사역을 통해 복음이 우즈벡족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해
지길 기도하자.
6.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꿈과 비전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주시길 기도하자.
7. 우즈벡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자.
8. 우즈벡족의 언어로 성경번역이 완성되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