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 국가 지역 중심도시 소속지역/ 우선추천종족명

서남아시아 1
서남아 이슬람권

방글라데시(Bang
ladesh)

지역 중남부1 쿨나(Khulna)

벵갈리 비하리,
지역 북동부2 다카(Dhaka)
지역 북서부3 라즈샤니(Rajshani, Rangpur)
지역 남동부4 치타공(Chittagong)

파키스탄
(Pakistan)

지역 북부1 라호르 이슬라마바드,
(Lahore, Islamabad)

와그디 아마디스 자트, , ,
파탄
펀잡 신디,지역 남부2 카라치(Karachi)

아프카니스탄
(Afganistan)

지역 서북부1
지방Faryab (Meymaneh )市
지방Jowzjan (Shebergan )市
지방Konarha (Asadabad )市

우즈벡 투르크멘 누리스탄족, ,

아이막 발루치 차가타, ,
이 하자라 파샤이 푸쉬, , ,
툰 파 탄 타직 데이무르( ), , ,
투르크멘 남부 우즈벡,

지역 중부2 지방카불 중심Kabul ( )市
타직족 하자라족 아이막 파슈튼족 파탄, , , , ,

지역 남부3 지방 지방 지방 각 남쪽Dasht-Ekhash , Helmand , Qandahar
발루취족 키르키즈족 부라후이족, ,

서남아시아 2
불교 힌두권,

네팔(Nepal)

지역 중부1 카트만두(Kathmandu) 구릉 림부 네팔인라즈, , ,
반시,
타망 타루 네왈, ,

지역 동부2 비라트나가르(Biratnagar)

지역 서부3 포카라(Pokara)
부탄(Bhutan) 지역 부탄1 팀푸(Thimphu) 드록파 네팔인,

스리랑카 지역 스리랑카1 Colombo,Candy 싱할리즈 타밀 인디언, ,

인도권 인도(India)

지역1 북부이슬람,
시크교지역

스리나가(Srinagar)
잠무와 카슈미르 펀잡,

아디 아가리아 아가사, , ,
아히르 안드라 브 라 만 안, ,
사리 아와디 바그리 바, , ,
이가 바이라기 발라히, , ,
베다르 벵갈 빌 비하리, , ,
보즈푸리 브라즈 추라, , ,
다르지 다우디 보라 데, ,
칸 데샤스타 브라만 단, ,
가르도바,

지역 북부 힌두지역2 델리 하르야나 히마찰 프라데(Deli), ,
쉬 우타란찰,

지역 북서 힌두지역3 자이푸르 라자스탄 구자라트(Jaipur), ,
지역4

북동 힌두 이슬람지역/ 우타르프라데쉬 비하르 자칸드, ,

지역 중부 힌두지역5 보팔 마디야 프라데쉬 챠티스가르 마하라쉬트라 오리사, , , ,

지역 동부지역6 캘커타 방글라 아쌈 아룬(Calcuta), , ,
찰프라데쉬

지역 남부 힌두지역7 방갈로어 마드라스 카르나타카 안드라, (Bangalore, Madras), ,
프라데쉬 타밀나두 케랄라, ,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카작스탄
(Kazakhstan)

지역 동부1 알마티(Almaty)

카작 위구르 우즈벡, , ,
지역 서부2 악토뵈(Aktobe)
지역 남부3 침켄트 따라즈, (Chimkent, Taraz)
지역 북부4 아스타나(Astana)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지역 서부1 누크스(Nukus)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크리미안 타타르 카라칼,

팍 카작 메스케티안 투, ,
르크 타직 투르크멘 우, , ,
즈벡

지역 중남부2 사마르칸드 부하라,
지역 중북부3 타쉬켄트 를중심Toshkent( )市

지역 동부4 안디잔 페르가나,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지역 서부1
지방투르크멘바쉬Balkan ( )市

카스피해 연안 관문도시 사역이 진, ,
행 중

발루치 투르크멘,지역 중남부2 지방Ahal (Ashgabat )市
지역 중북부3 다쉬하오츠 지방 다쉬하오츠( )市

지역 동부4 지방Mary (Mary )市
지방Lebap (Charjew )市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지역 중북부1 비쉬켁(Bishkek) 키르키즈 위구르,
지역 중남부2 오쉬(Osh)

소아시아권 터키(Turkey)
지역 동부1 쿠르드족 등 소수민족 지역

디믈리 쿠르드 쿠르드 투, ,
르크지역 중부2 앙카라 중심내지지역市

지역 서부3 이즈밀 이스탄불 거점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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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우디아라비
아(Saudi
Arabia)

지역동부1 동부 지방Ar Riyad, Ash Sharqiyah( )
리야드 중심( )市

사우디아랍인사우디스( ),
예멘계 아랍인지역 서북부2

Al Hudud Ash Shamamliyah, Al Jawf,
Hail, Al Qusim, Al Madinah, Tabuk, Al

지방메디나 중심Qurayyat ( )市

지역 서남부3 지Makkah,AlBahah,Asir,Jizan,Najran
방 메 카 지다 중심( , )市 市

이라크(Iraq)

지역동북부1
Arbil, At Tamin(Kirkut ), As市

지방Suluymaniyah, Diyala, Dahuk
(Kirkut , As Sulaymaniyah , Irbil )市 市 市
쿠르드계종족 다수

아제르바이자니 아리키 아,
랍 쿠르드,

지역 동남부2
Wasit, Babil, Karbala, Al Qadisiyah, Dhi

지방Qar, Al Basrah, Maysan
시아(AlBasrah ,A lKut ,AlAmarah )市 市 市

아랍계 종족 다수

지역 서북부3 지방Ninawa, Salahad Din (Smarr ,市
수니아랍계 쿠르드종족다al-Mawsil ) /市 수

지역 서남부4
Baggdad, Al Anbar, An Najaf, Al

지방Muthanna (Al Rutbah , al-Falljah市
, Karbal, An Najaf ,as-Samwah )市 市 市

수니 시아아랍계종족 기타 종족, ,
아랍에미레이

트 지역 아랍에미레이트1 두바이 아부다비, (Dubai, Abudhabi) 아랍

바레인
(Bahrain) 지역바레인1 Al Muharraq, Mina Salman

Manama, Ar Rifa'a, Awali
바레인 기타 아랍 파시, , ,
쿠르드

쿠웨이트 지역 쿠웨이트1 쿠웨이(Kuwayt) 쿠웨이트 외국 아랍인 비, ,
아랍인

팔레스타인자
치지역

(Palestinian
Authority)

지역 지구1 Gaza Jabalya, Gaza, Deir al Balah, Khan
지역 등Yunis, Rafah (Gaza , Rafah )市 市 아랍 유태인,

지역2 West Bank Ariha, Nablus
예루살렘 헤브론(Al Quds), (Al Khali)

예멘

지역중서부1 Sdah, Sanna, Dhamar, Al Bayda,Ibb,
지방Amran, Almahwit (Sanaa, Dhamar,Ibb)

예멘 자이디스,
지역 서부 서남부2 ,

Hajjah, Al Hudaydah, Taizz, Lahij, Adan,
지방Abyan, Ad Dali, Shabwah , (Al

수니아랍 종족 다Hudaydah, Taizz, Aden), 수

지역 동부 북부3 ,
Al Jawf, Marib, Hadramawt, Al Mahrah,
Socotra,(Al Mukalla, Sayun,AlGlhaydah)
인구밀도희박지역수니아랍 시아 아랍 계( ,
열 종족혼거)

오만(Oman)
지역동부1

Masqat, Musandam, Al Batinah,
지방as-Sarqiyah, ad-Kahirah ,
등(Muscat , Suhar , Sur )市 市 市 아랍

지역 서부2 지방ad-Dahiliyah,Zufar, Al Wusta
등(Salalah , Duqm , Nizwa )市 市 市

요르단(Jordan
)

지역북부1 Al Mafraq, AzZarqa, Irbid, Al Balqa
등(Irbid ,Al Mafraq , AzZarqa )市 市 市 아랍

팔레스타인 이스트뱅크 요( ,
르단)지역 중남부2

Amman, Ma'an, Al Tafilah, Al Karak
(Amman , Al Aqabah , Maan , Al市 市 市

등Karak )市

시리아 지역 북부1 다마스커스(Damascus) 알라위트 아랍 두르즈, ,
지역 남부2 알레포(Aleppo)

이스라엘 지역이스라엘1 웨스트 뱅크 가자 지구, 유대인 팔레스타인,
레바논 지역레바논1 베이루트(Beirut) 아랍인
카타르 지역카타르1 도하

카프카즈권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지역동부1
Abse r on ,Xa cmaz ,Mugan-Sa l y an ,

지역Lankaran, Saki, Sirvan (Sumqait ,市
등Baku , Ali Bayramly )市 市

아바르 아제르바이자니 쿠, ,
르드 레즈긴,지역 서부2 Qazax, Gyandzha, Mil-Qarabax,

Priarks,Kalbacar, Nakhichevanskaya

지역3 자치지역Nagorno-Karabakhskaya
(Stepanakert )市

그루지아
(Grorgia)

지역동부1
Sida Kartli, Samche, Tbilisi,
Mcheta-Mtianeti, Kaheti, Kvemo
Kartli(Tbilisi ,Rustavi )市 市 코카서스 아르메니안 아제, ,

르바이잔
지역 서부2 Abhasia, Samagrelo-Zemo Svaneti,

Guria, Ajaria, Imereti, R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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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
권

이란(Iran)

지역 북부1
Azarbayjan-e Khavari, Gilan,

지Mazandaran,Zanjan, Tehran
방 테헤란(Tabriz, )

쿠르드 루르루리 마잔다라니 페르시, ( ), ,
아 투르크멘,

지역 동부2
Khorasan, Sistan va

지방Baluchestan (Mashhad ,市
등Zegedan )市

지역 중남부3 Yazd, Kerman, Fars, Busher,
Homozgan

지역 서부4
Azarbayn-eBakhtari,Kodestan,
Bakhtaran, Khuzestan, Ilam,
Lorestan,Hamadan

지역 중부5 등Esfahan , Arak市 市

타지키스탄
(Tajikistan)

지역 북부1 후잔 중심 레니노보드市
발로야트 지역

키르키즈 타직 우즈벡, ,지역 중부2 두샨베 를 중심市
지역 남부3 쿨랍 쿠르간테파,市 市

4지역동부파미르 고르노 바닥숀 자치구/

아프카니스탄 지역 동북부1
지방Badakhshan (Feyzabad

지방)Qonduz (Qonduz )市 市
지방Samangan (Mazare-Sharif)

아이막 발루치 차가타이 하자라 파샤, , , ,
이 푸쉬툰파탄 타직 데이무르 투르크, ( ), , ,
멘 남부 우즈벡,

동유럽 1
동유럽

카톨릭권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市 크로아티아
헝가리 헝가리 부다페스트市 헝가리
폴란드 폴란드 바르샤바市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브라타슬라바市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빌니우스市 리투아니아
체코공화국 체코공화국 프라하市 체코

동유럽 2
동유럽

정교회권

몰도바 몰도바 치시나우市 몰도바루마니아/
불가리아 불가리아 소피아市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키예프市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로루시 벨로루시 민스크市 벨로루시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지역 세르비아1 벨그라데市 세르비아
지역 몬테네그로2 Podgorica市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스코프제市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동유럽 3
동유럽

이슬람권

보스니아 보스니아 사라예보市 보스니아 무슬림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
코소보 코소보 Pristina市 알바니아

알바니아 알바니아 타라나市 알바니아

서유럽 1
서유럽

카톨릭권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市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비엔나市 오스트리아 토착민독일어 사용( )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파두츠市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벨기에 브뤼셀市 플레밍 왈론,

남유럽 1
남유럽

카톨릭권

바티칸시티 바티칸 시티
몰타 몰타 발레타市 몰타
포르투갈 포르투갈 리스본市 포르투갈
안도라 안도라 안도라라벨라市 안도라 스페인,
지브롤터 지브롤터 지브롤터
산마리노 산마리노 산마리노市 산마리노
모나코 모나코 몬테카를로市 프랑스 모네가스트 이탈리아,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류블자나市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市 이탈리아
스페인 스페인 마드리드市 스페인
프랑스 프랑스 파리市 프랑스

남유럽 2
남유럽

정교회권

그리스 그리스 아테네市 그리스

키프로스

지역1
키프로스공화국 레프코시아市 그리스

지역 북키프로스터키2
공화국 레프코사市 터키

러시아 러시아

시베리아무속종교지역 코미 샤카 카렐리야, , 네네츠 핀 우그르칸티 만시 사아미, , ,

북부 코카서스
이슬람 지역

다게스탄 체체니야 카바르디노 발, ,
카리야 세베르나야오쎄티야아라,
니야 아디게야 카라차예보체르케, ,
시야 잉구셰티야,

체르케스코카서스 투르크 발카르 카라차( ), ,
이 체첸 다게스탄 오쎄티야 아브카지아, , , ,
오쎄티야정교를제외하고모두무슬림( ( ) )

알타이 몽고 불교지역-
불교( )

부리야티야 카카시야 칼미키야, , ,
투바 알타이 우스트 오르딘 부르, ,
야트 아긴 부르야트,

칼미키야 부리야트 투바우리안카이 카, , ( ),
카시야터키계 무속주의( )

우랄 볼가 지역-
정교 정령 무슬림( , , )

바슈코르토스탄 타타르스탄 우드, ,
무르티야 추바시야 모르도비야, ,

타타르 바슈코트 바쉬키르 무슬림 추바, ( , ),
시 정교 마리정교 우르무르트정교( ), ( ), ( )



권역 국가 지역 중심도시 소속지역/ 우선추천종족명

아프리카 1
북서부

불어사용
이슬람권

말리
지역 북부1 Mopti 디알누케 마마라세누포 세 나 라 수, ,

누포 수피레 세누포 베라비쉬 베, , ,
두윈지역 남부2 바마코(Bamako)

니제르 니제르 니아메이(Niamey) 망가 카누리 슈와아랍 예르와카누리, , ,
자가와

챠드 지역 북부1 Aozou,Faya-Largeau市 슈와 아랍 마르파 마바 마살리트, , ,
지역 남부2 응자메나(N`Djamena)

세네갈 지역 북부1 다카르(Dakar) 울로프 블래화이트무어 소닌케, / ,지역 남부2 카올랙(Caolack)

감비아 감비아 세레쿤다(Serekunda) 마우레 만딩카 소닌케 투갈로르, , , ,
플라니

기니 비사우 기니비사우 비사우(Bissau)

시에라 리온 시에라리온 프리타운(Free Town) 골라 얄룬케 로코 마닌카 바이, , , , ,
수수

코트디부아르
지역 남부지역1 Abidjan市

아칸 구르 만데 크루 남부 만데, , , ,지역 북부지역2 Bouake市
가나(Ghana) 지역 가나1 수도Accra city( ) 다곰바 나눔바 왈라 하우사, , ,
토고(Togo) 지역 토고1 수도Lome city( ) 와케부 코토콜리 하우사, ,
베닌(Benin) 지역 베닌1 수도Forto-Novo city( ) 코토콜리,

부르키나 파소 1지역부르키나 파소 오우아가도고(Ouagadougou)
나네르게 세누포 니안골로 세누포, ,
로비 베두윈 아랍 서부 카라보로, , , ,
왈라 타그바 세누포 투르카 투씨, , ,
안 티에포 풀라, ,

모리타니 모리타니 노악쵸트(Nouakchott) 무어족 제나가,
기니 지역 기니1 코나크리(Conakry) 얄룬카 자한케 투씨, ,

모로코

지역 동부1 페즈 팅제, (Fez, Tingers) 베르베르 아틀라스 쉴하 베르베르- , ,
이쉴라인
베르베르 모로칸아랍 리피베르베, ,
르,
슬루 베르베르

지역 서부2 라밧 마라켁,

알제리아 지역 북동부1 알제 콘스탄틴, 알제리안아랍 두아라 베두윈 하미, ,
얀 베두윈 지반 베두윈,지역 북서부2 오란(Oran)

케이프베르드 케이프베르드 수도Paria ( )市 카보베르드 크리올혼혈 기니비사( ),
우

튀니지 지역 북부1 튀니스(Tunis) 사헬 베두인 튀니지안아랍,
지역 중부2 스팍스(Sfax)

아프리카 2
북동부

아랍어사용
이슬람권

소말리아 지역 소말리아1 모가디슈(Mogadishu) 소말리 주바소말리 스와힐리 예멘계, , ,
아랍 툰니,

지부티 지역 지부티1 지부티 소말리 예멘계 아랍,
수단 지역 수단1 카르토움 수도(Khartaum, ) 슈와 아랍 자가와 다르푸르다주, ,

리비아 지역 서부1 트리폴리(Tripoli) 아랍화된 베르베르 리비안 아랍 사, ,
누시베두윈 페잔 베두윈지역 동부2 반가지(Banghazi)

이집트
지역 시나이반도1 아즈투르(Aj Tur)

베드윈 이집트인,지역 북부2 카이로 수도(Cairo, )
지역 남부3 룩소르(Luxor)

에리트리아 지역1 수도Asmara ( )市 셈족 쿠쉬트 수단, ,

아프리카 3
중남서부

불어 영어, ,
포르투갈어

사용권

카메룬
지역 남부1 Yaounde , Douala市 市 반투바밀레케족 에원도족 등 차( , ),

드 하우사 아마다와 풀베족 반토- , ,
이드 등지역 북부2 중심Garoua , Kousseri市 市

세인트헬레나 세인트헬레나 수도Jamestown ( )市 세인트헬레나주로영국( )
적도기니 적도기니 Malabo , Isla de Bioko市 반투
상투메 프린시페 상투메프린시페 수도Sao Tome ( )市 포로인 앙골라인,

아프리카 4
남부남동부,
영어사용권

보츠와나

지역 남부1
Kgalagadi, Ghanzi, Kweneng,
Ngwaketse, Kgatleng, South
East, Barolong 츠와나 칼랑가,

지역 북부2
Ngamiland, Okavango, Chobe,
Central(Maun , Francistown ,市 市
Selebi-Pikwe )市

마다가스카르

지역 서부1
Mahajanga, Antananarivo,
T o l i a r y ( A n t a n a n a r i v o ,市
Antsirabe )市

마다가스카르
지역 동부2

Antsiranana, Toamasina,
Finarantsoa (Toamasina ,市
Fianarantsoa )市

모리셔 모리셔스
수도Port Louis ( ), Beau市

Bassin-Rose Hill ,市
Vascoas-Phoenix市

크리올 인도보즈푸리 우르두어사, ( ,
용 타밀 펀잡 하카, , ),

세이셸 세이셜 수도Victoria ( )市 크레올

레소토 지역 남부지역1 중심 남부지역Maseru市 반투소토 줄루 크호사( , , )지역 북부지역2 중심 북부 지역Maputsoa市
레위니옹 레위니옹 수도Saint-Denis ( )市 크리올 타밀 구자라티, ,



권역 국가 지역 중심도시 소속지역/ 우선추천종족명

태평양

토켈라우 토켈라우 파카오포 수도(Fakaofo, ) 토켈라우족
쿠발루 쿠발루 푸나푸티 수도(Funafuti, ) 쿠발루족
윌리스
후투나 제도 윌리스후투나 마타우타 수도(Mata-Uta, ) 후투나족

사모아 사모아 아피아 수도(Apia, ) 폴리네시아족 사모아족,
니우에 니우에 알로피 수도(Alofi, ) 니우족
키리바시 키리바시 바이리키 수도(Bairiki, ) 키리바티족
나우루 나우루 야텐 수도(Yaten, ) 나우루족 미트로네시아족,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파페에테 수도(Papeete, ) 망가레바족 마르케사스족 투, ,

아모투족
뉴칼레도니아 뉴칼레도니아 누아마 수도(Noumaa, ) 자바 회교도 칼레도니아족,

라틴아메리카 1

중미

에콰도르

지역 남부1 로자 추엔카(Loja city),
(Cuenca city) 메스티소 케추아족 히바루, ,

족 물라토족,
잉가족 코레구아즈족 쿠이바, ,
족 데사노족,
에페나족 후이토토족 살리바, ,
족 투카노족,

지역 중앙산지와고원지대2 암바토(Ambato city)

지역 북서부3 퀴토(Quito city)

지역동부아마존상류저지대4 누바로자(Nwuva Loja city)

콜롬비아

지역 북서부해안지역1 바란퀼라 산타(Barranquilla),
마르타(SantaMarta)

메스티조 물라토족 삼보족, ,
쿠아이커족 엠베나족 과지로, ,
족 라네로스족,
파에즈족

지역 북동부지역2 쿠쿠타(Cucuta city)

지역 남서부 해안지역3 타마코 칼리(Tamaco city),
(Cali city)

지역중부내륙4 수도Bogota city( )
지역 남부5 미티(Mity city)

도미니카 도미니카 로세아우(Roseau city) 메스티조
과들루프 과들루프 바세 테레- (Basse-Terre city) 인도인
아루바 아루바 오란제스타드 아부바족
마르티니크 마르티니크 포트 드 프랑스

멕시코

지역1
바하캘리포니아 지역 티주아나 라파즈(Tijuana),

믹스테코족 자밀테펙족,
북 푸에블라 아즈텍족 차티노,
족 마익스족 후이촐족 두란, , ,
고 아즈텍족 티라파네코스족, ,
조크족

지역 중북부2 Chihuahua city
지역 중남부3 Puerto Vallarta city
지역 멕시코시티3 수도Mexico city( )
지역유카탄반도지역4 프로그레소(Progreso city)

라틴아메리카 2
남미

수리남 수리남 파라마로보 자바족 비하르족,

파라과이 지역 남부1 아순시온 과라니족 메스티조 출루피족, ,
렝족 과라니족 사나파나족, ,지역 북부2 알토 파라과이

우루과이
지역 강 이북1 Rio Negro 살토(Salto city)

유대인지역 강 이남2 Rio Negro
지역

몬데비데오(Montevideo city,
수도)

페루(Peru)

지역 서부 해안지역1 리마 수도(Lima city, )

인디오 메스티조 케추아족, , ,
아이마라족 인디오 메스티조, ,

지역 동북부 지역2 리퀴토스 유리마구(Iquitos),
아스(Yurimaguas city)

지역 남부 지역3 꾸스코(Cusco 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