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제리 카빌레 베르베르족: (Berber, Kabyle of Algeria)

인 구 : 3,442,000(joshuaproject.net)

주요언어 카빌레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59%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카빌레족은 모로코 튀니지 서부 리비아 그리고 북부 알제리의 해안 산악 지역에 위치해 , , 

있는 베르베르 부족이다 아랍인들은 북부 아프리카의 이 전역을 마그립 이라고 부른다 마. ‘ ’ . 

그립은 년 사이에 무슬림들에 의해 정복되었다 베르베르는 이집트의 남부와 서부670-700 . 

의 토착민들을 위한 아랍어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부족 의 의미로서 카빌레 라는 이름은 원래 북아프리카의 모든 베르베르에게 언급되었었‘ ’ ‘ ’

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쿠아바일 산에서 거주하는 베르베르인들에게만 언급된다 이 근접할 . . 

수 없는 봉우리들은 로마인 반달인 비잔틴인 그리고 아랍인들에 대항하기 위한 거점기지, , 

를 형성하여 베르베르인들을 위한 피난처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그 산들은 약 피. 7000

트 정토 되고 물이 풍부하다 그러나 그 풍경은 거칠게 남아있다 베르베르인들 사이에 이. . 

민은 더 일반회되어 가고 있고 어림잡아 몇 백만 명의 베르베르인들인 현재 유럽의 도시들, 

에서 거주하고 있다.

삶의 양식

일반적으로 카빌레족은 단호하고 독립적이며 애국심이 강하고 검소하며 친철한 민족이다, , , . 

그들은 큰 피로없이 산을 넘는 먼 거리도 걸을 수 있다 그들은 자부심이 있고 끈질기고. , , 

민첩하고 충성스럽다 독립을 위한 그들의 열정은 그들의 문화속에 깊게 내재되어 있다. .

대부분의 카빌레인들은 목동이나 농부들이다 그들은 사려 깊은 노동자들이고 그들은 가파. 

른 산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계단식 시스템을 개발시켜서 대부분을 가능한 지형으로 만들었

다.

카빌레족은 전통적으로 마을 언덕에 살고 있다 그들의 집은 돌과 붉은 기와 지붕을로 지어. 

졌다 그리고 각 주거는 안정과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는 물이 풍부하다. . . 

그러나 어떤 지역들은 물을 얻기 위해 여자들이 먼 거기를 여행해야 한다 그들은 무거운 . 



물동이를 당나귀 경로를 이용해 가파르고 험한 언덕으로 날라야 한다.

카빌레족은 가족 보존을 믿는다 가족의 구성원이 경제적이나 혹은 사회적인 이유로 인하여 . 

북 아프리카나 유럽의 도시로 어쩔 수 없이 이민을 갔을 경우에도 가족 유대는 강하게 남아 

있다 가족 유대는 그들의 결혼 관습과 상속 권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종종 모든 가족. . 

이 하나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공유한다 아버지가 가장이고 가족의 조상은 . 

남자를 통하여 흔적이 남게 된다 전통에 따르면 지역 의회는 모든 가족의 가장에 의해 구. 

성이 되며 마을을 다스린다.

남자들은 긴 가운형식의 옷과 흰색의 긴 스카프를 터번 안에 묶어서 그들의 머리와 목을 감

싼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전통 의상에 서양 스타일의 자켓을 입기도 한다. . 

여자들은 장신구가 달려 있는 길고 흘러내리는 드레스를 컬러풀한 헤드 커버와 함께 입는

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그들의 첫 남자 후계자를 가진 후에는 그들의 이마에 문신을 하. 

기도 한다. 

종교

거의 대부분의 알제리인들은 무슬림이다 그러나 그들은 꾸란의 규칙들을 엄격하게 지키지. 

는 않는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카빌레족은 그들의 많은 전통 신앙을 고수했다 특별히 . , . 

이슬람 이전의 성자 숭배이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의 무슬림 휴일을 지키고 친구들과 이웃. 

들을 이 축제기간에 방문한다 결혼은 종종 며칠 동안의 긴 축하기간을 갖는다. .

필요

알제리가 독립한 이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몇 번의 물결에 의해 그 나라로부터 추방을 당

했다 남겨진 선교 노력은 그 시간 이후로 악화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카빌레족. . 

은 이슬람 근본주의 이외의 해답을 찾고 있다 몇몇의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최근에 만들어. 

진 기독교 프로그램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카빌레족 가운데 아주 소수만이 기독교로 개종했

다 신약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예수 영화나 몇몇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 ,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로. 

서 이슬람의 본거지가 무너져야만 할 것이다.

기도제목

알제리에 들어가서 카빌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자- .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알제리의 문이 속히 다시 열리도록 기도하자- .

카빌레인 신자들이 그들의 종족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카빌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 

기를 기도하자.

알제리의 정부의 리더들이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자- . 

견고한 지역교회를 알제리의 카빌레인들 가운데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