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집트: 아랍화 누비안(Nubian, Arabized of Egypt)

인 구 : 444,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술라웨시(동남부), 콜라카, 운둘라코, 룸비아

언 어 : 이집트 아랍어

종 교 : 수니파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신약 

개요 / 역사

누비아 지방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을 누비안족이라고 부른다. 누비아는 남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따라 얇게 뻗어 있는 정착지였다. 이 지역 대부분은 1964년에 아스완(Aswan) 댐

에 의해 침수되었다. 수 천명의 누비안족은 코몸보(Komombo)에 있는 뉴 누비아(New 

Nubia)로 이주하였다. 

몇 년동안, 외국의 침략자들과 무역상들이 누비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곳에 정착하기도 

하고, 누비안족과 혼합 결혼을 하기도 했다. 아랍족은 7세기와 11세기에 북 아프리카의 넓

은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누비안 족 일부를 강제 추방하고, 다른 사람들은 흡수시켰다. 그 

결과 약 390,000명의 누비안족이 아랍 문화, 언어, 종교의 영향을 받아 "아랍화" 되었다. 

그들은 다른 누비안족 이웃들과 근본이 같지만, 대부분의 아랍화된 누비안인들은 이집트 아

랍족의 생활양식을 채택하였고,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아랍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랍

화된 누비안족은 아스완의 코몸보 동쪽에 살며, 아랍어 방언인 마스리어(Masri)를 쓴다. 

생활양식

아랍화된 누비안족이 사는 땅은 지대가 낮고, 비옥하며, 나일강과 가까워 경작지로서 알맞

다. 기장, 밀, 보리, 콩, 건포도와 수박을 키워서 집에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주식 

중의 하나로는 두라(dura)라는 것이 있는데, 얇고 거친 빵으로, 베두인 아랍족이 먹는 것과 

같다. 빵 조각들을 쌓아 놓고, 야채와 소스와 함께 먹는다. 아랍화된 누비안족 대부분이 농

사를 짓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선생, 공무원, 여자 재봉사, 소매 상

인 등으로 일하기도 한다. 

아랍화된 누비안족 대부분은 시골에 사는 농부들이다. 그들의 가옥은 간단하고, 둥글며, 풀

로 만든 이엉으로 초가 지붕을 만든다. 본래 아랍족이 유목 생활을 했듯이, 아랍화된 누비

안족 일부도 가축들을 이끌고 계절적으로 이주를 한다. 그들은 일시적인 야영장을 만드는



데, 나뭇가지로 돔 모양 거처를 만들고, 풀로 덮는다. 아랍화된 아랍족은 다른 아랍인들과 

비슷한 복장을 한다. 드젤라바(djellabas)라는 소매가 긴 면 튜닉을 입고, 센달을 신고, 면 

터번이나 태없는 모자를 쓴다. 

아랍화된 누비안족에게는 가족의 명예가 중요하다. 가족의 각 멤버들은 아랍 전통에 따라 

명확히 한정된 역할이 있다. 아랍화된 누비안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노인이 되었을 

때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다. 아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마을의 큰 자산이 된다. 젊은이들이 일을 하기 위해 마을이나 도시로 떠날 때,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약화된다.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축하 의식을 한다. 아이가 듣는 첫 번째 단어는 귀 

속말로 들려주는 "알라"이다.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은 유아 시절에 함께 자라나지만, 

다른 취급을 받는다. 남자아이들은 어머니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애정을 받고, 응석을 부릴 

수도 있지만, 여자아이들은 어느 정도 애정은 받되, 응석을 부리지는 못한다. 아버지는 남, 

여 아이들 모두에게 엄격한 교사 역할을 한다. 남자아이들은 밭에서 아버지와 큰 형들을 돕

고, 나이 많은 남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교육받는다. 여자아이들은 어머니

를 도와 요리를 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돕는다. 

아랍화된 누비안족은 출생, 결혼, 사망, 첫 번째 머리 자르기, 남자 아이들의 할례 등의 중

요한 의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가장 정교한 의식은 결혼 의식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갖지만, 이슬람 법 하에서 아내 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종교

아랍화된 누비안족은 모두가 무슬림들이며, 코란에 쓰인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른

다. 무슬림들에게 있어 이슬람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준다. 모스크는 예배의 중

심지이고, 주로 남자들이 가서 기도를 한다. 만약 여자들이 모스크에 가면, 그들은 건물 뒤

쪽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 

아랍화된 누비안족 대부분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이슬람의 

견고한 진을 붕괴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제목

- 아랍화된 누비안족을 위한 사역자를 이집트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 이집트 언어로 된 복음서적들이 아랍화된 누비안족을 위한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꿈과 환상을 통해 아랍화된 누비안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

자.

- 성령님께서 아랍화된 누비안족들의 마음을 복음의 메시지를 향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자.

- 주님께서 아랍화된 누비안족의 리더를 구원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아랍화된 누비안족을 위한 기도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중보를 통하여 그 



땅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담대한 지역교회들이 아랍화된 누비안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