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게스탄:  아발족 (Avar, Dagestani of Russia)

 

인 구 : 748,000(joshuaproject.net)

위 치 : 서부 다게스탄: 테렉, 술락 강 지역들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아발족어

종 교 : 이슬람(순니파)

기독교 : 복음주의자 0.01%

성경번역 : 신약(2008년)

개요/역사

  ‘아발’이라는 용어는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의 15개 종족들을 묘사한다. 아발족은 다게

스탄에서 가장 큰 종족중 하나이다. 아발족은 다게스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강력한 공동체를 산악지역에 형성했다. 아발족의 통치자는 1834년 까지 수도였던 

‘쿤작’이라는 지역에 살았다. 그들은 계곡유역과 고산지대를 다스리며 통치하게 되면서 세력

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언어는 코카서스 지방의 언어와 거의 흡사하게 되었

다. 소비에트연방은 다게스탄 지역에서 최소의 영향만 미치게 되었고 그들의 전통은 강력하

게 유지되었다.     

생활양식

  아발족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농업과 축산, 가내

수공업, 교역과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다.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토양이며, 잘 알려져 있

는 고대의 계단식 농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발족은 다양한 곡물을 생산해내고 있

으며, 연안을 따라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카스피해에서 어업과 양을 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소비에트연방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아발족의 사유 농경지는 공동생산장으로 변하여 운

영되었지만, 그들의 전통과 생활약식을 급속도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체계의 지위는 변화되었다. 농경지의 통제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농경지는 이

전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아발족 사람들은 가족의 전통에 있어서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촌락 공동체는 아발족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마을 공의회와 장로회는 마을을 다스린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언덕 경사진 곳에 촌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발족의 집 구조는 탑과 같이 3-4층 

높이의 형태를 갖춘 돌로 지어져 있다.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15세 즈음 결혼을 한다. 부모들이 상대를 선택해주며, 개인적인 선

호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이혼은 남편에 의해서만 요구될 수 있었지만, 현

제는 상대 어느 한편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아발족의 전통복장은 코카서스 지방의 그룹들과 비슷한 복장이다. 소매없는 외투와 누빈 

겉옷을 입고 있으며, 여자들은 ‘칙타스’라고 불리는 머리장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많은 아

바족 사람들이 서구 스타일의 평상복을 입는다.

  아발족의 문자의 발전은 아라비아어, 로마어, 씨릴 문자에 기초하고 있다. ‘볼마타’라고 

불리는 아발문자는 북쪽의 아발족 방언으로부터 유래했다.

거주지역

그들은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게스탄의 중부와 북서부 지방에 

많이 거주 하고 있다.

종교

13세기 이후 순니파 이스람은 아발족의 주된 종교였다. 지역 가운데 두 곳이 성소로 위치

해 있으며, 또한 이슬람 학교가 많이 있다. ‘수피’ 신비주의는 1800년대 이전부터 있었으며 

현재 그들은 특정한 구역에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습들은 그들의 지역 관습과 전통을 더

욱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필요

5~12세기 사이에 구르지아 정교회는 아발족에게 기독교를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오늘날 아발족 거의 대부분 완전히 무슬림이 되었다. 

아발족은 극단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사랑하신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를 영접했을 때, 그들의 영원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이

다.

기도제목

1. 주님께서 아발족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받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전통의 벽  

  이 무너지게 하시길 기도하자.

2. 성령께서 아발족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시길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무슬림 문화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사역자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자.



4. 하나님께서 아발족에 집중하여 사역할 수 있는 선교회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주시길 기  

   도하자.

5. 러시아 사람들이 아발족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  

   도하자.

6. 아발족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한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