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누비안(Nubian, Dongolawi of Egypt)

인 구 : 924,000(joshuaproject.net)
언 어 : 케누지-돈골라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누비안은 일곱 개의 비아랍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집트 남부의 아스완(Aswan)
과 수단 북쪽의 동골라(Dongola) 사이의 누비아 지역으로부터 기원한다. 수세기 동안 이
영역은

이집트와 아프리카 왕국 사이의 교차로였다.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오스만 제국이 누비아 지역을 침입했었다. 그 결과로 많은 누
비안들이 나일강을 따라서 먼 지역으로 이주했다. 독특한 그룹들이 진화해서 그들의 지역에
따라서 이름 지어졌다. 예를 들면 케누즈 (Kenuz) 와디에 가까운 곳에 정착한 그룹들은 케
누지(Kenuzi)라고 이름 지어졌다. 동골라 지역에 정착한 그룹은 동골라비(Dongolavi)로 불
려졌다.
1960년대에는 많은 누비안 촌락들이 아스완 댐 건축으로 인해 물에 잠겼다. 약 십만 명 이
상의 누비안 족이 강제로 아스완 북쪽 20 마일 거리에 있는 "New Nubia,"으로 이주해야 했
다. 나머지는 우간다와 케냐에 정착했다. 대부분의 누비안 족은 그들의 언어인 누비안어을
구사한다. 그러나 많은 누비안들은 사업과 무역의 중심 언어인 아랍어도 한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그룹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조직 면에서 동질성을 띤다.
생활양식
누비안 경제는 농업에 기초를 둔다. 겨울 동안 밀, 기장, 콩, 완두콩과 수박을 재배하고 망
고, 유자, 대추도 누비안들이 주로 먹는 과일 들이다.두라 라고 불리는 얇은 빵을 주요 양
식 중 하나이다.대개 빵들을 몇 겹씩 붙여서 야채와 소스와 같이 먹거나 대추쨈을 발라 먹
는다.
옛날의 누비아에서는 남자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하고 여자들은 땅을 경작하고

가축들을 사육하고 집안일까지 했다. 오늘날은 경작지가 거주지에서 멀기 때문에 여자들이
집에서 일할 동안 남자들은 땅을 경작한다. 몇몇 여자들은 교사나 공공기관 일이나 재봉사
직을 구하기도 한다. 몇몇 여자들은 자신들의 식료품점을 운영하거나 택시를 운전하기도 한
다.
전형적인 누비안의 집은 꽤 넓어서

대 가족과 손님들을 수용 할 수 있는

대 여섯 개의 큰

방 들이 있다. 각각의 집의 중앙에는 열린 안뜰이 있다. 집 입구는 기하학 패턴으로 다채롭
게 색칠 되어있다. 집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과 장식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채로운 디자인들은 독특하고 감탄할 만한 누비안 문화의 특징이다.
누비안들의 식자율은 그들의 이웃인 이집트의 시골 보다 높다. 초, 중고등 교육이 뉴 누비
아에 확립되었고 이 지역에 교사 양성 기관도 있다. 교육과 더불어 정치,,라디오와 TV 도
누비안 사이에서 사회화가 일어나는 다른 방법이다.
수세기 동안 누비안들은 종종 긴 종교적이고 농업적인 의식을 열었다. 그러나 이주 이후로
그 의식들은 짧아졌고 촌락으로 제한되었다. 이 의식이 행해지는 동안 누비안은 그들 자신
을 춤과 노래 그리고 북연주로 표현했다.
종교
6세기 때에 누비안들은 기독교로 개종 하였다. 기독교는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이슬람이
점차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존재했다. 오늘날 누비안들은 실질적으로 무슬림이다. 그러나 그
들의 애니미즘 신앙(무생물 물체가 생명이 있다고 믿는 신앙) 여전히 그들의 이슬람 신앙
속에 섞여 있다.
누비안의 전통적인 신앙은 나일강의 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나일강이 생명을 유
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삶과 죽음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천사와 쉐이크(Sheiks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능력 있는 존재에 의해 힘을 부여 받았다고 믿는다. 쉐이크들은 건
강과 융성함과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케누지 누비안들은 “성자들의 날 축제”또는 물리드(moulid) 라는 축제를 매년 갖는다. 이
명절은 케누지들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다, 약속의 실현으로 그 전해에 만든 조상의 무덤에
선물을 전시한다. 화려한 행렬 이 축제 기간 중에 행해진다. 춤과 노래 축하 행사들이 또한
이 축제에 포함 되어 있다. 물리드 여전히 뉴 누비아에서 매년 행해지고 있다.
필요
케냐와 우간다에 있는 누비안중에 크리스천 자료들이 거의 없고 이들을 섬기는 선교 단체도
없다. 이들 대부분의 종족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 본적이 없다.
이집트에 있는 누비안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야한다. 한때는 크리스천

이었던 이 종족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크리스천 자료들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기도와 복음전도의 노력을 더 해야 하고

기도제목
* 중앙아프리카의 누비안들을 위한 장기 선교사로 섬길 일꾼들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자.
* 아프리칸 크리스천들이 누비안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도록 기도하자.
* 주님께서 누비안 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주요 리더들을 세우시도록 기도 하자.
* 이 종족을 섬기는 선교단체 사이에 협력 사역이 잘 이뤄지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언어에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종족의 언
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누비안을 섬길 의료팀과 인도적인 구호 단체를 보내시도록 기도하자.
* 각각의 종족 중에서 강한 지역 교회들이 세워 지도록 기도하자.
* 이종족의 주요 언어로의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도록 기도하자.

* 예수 영화가 이 종족의 주요 언어로 상영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