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안사리(Ansari)

인�구� :� 9,836,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비하르(Bihar),� 바르크한드(Jharkhand)�

� � � � � � � 주에� 주로�분포

주요언어� :� 우르드어

종�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미확인

성경번역� :� 전권(1998)

개요� /� 역사

안사리(Ansari)는� 아랍어이다.� 문자적으로“후원(지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안사르

(Ansar:아랍어)에서�파생하였다.� 안사르는�두� 번째� 혹은� 접미사로�쓰이던� ‘니스밧(nisbat)’으로� 간

주된다.� 안사르는� 예언자�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메디나(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도시)로� 이주하는� 것

을�돕던�메디안�사람들로부터�유래한다.� 이� 사람들은�후에�모하메드의�밀사와�군인들이�되었다.

어떤�안사리족의�이야기:

안사리� 방직공은� 그의� 집에� 사업가를� 초대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방직공은� 그가�

사는� 지역� 이야기를� 시작했다.“우리� 안사리족은� 한� 집에서� 세대가� 같이� 삽니다.� 대부분의� 친척들

은� 같은� 거리에� 살고� 있죠.� 알라는�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카펫� 사업을� 하며�

함께� 일하고�아이들은�함께�성장합니다.� 심지어�거리위쪽에는�우리�가족만의�모스크를�가지고�있

습니다.� 당신은�우리를�인도에서�만난�가장� 친절한�사람들이라고�했습니다다.� � 우리의�이름� ‘안사

리’는� ‘진짜� 친구’� 또는�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안사리’로� 불리웠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조

상에까지� 거슬러�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모하메드와� 그의� 남자들이� 적들로부터� 탈

출하려� 했을� 때,� 메디나에� 있는� 안사리�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와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 알라는�



우리에게� 선행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선행은� 우리를� 천국에� 있도록� 할� 것입니다.”(Global�

Prayer� Digest� 2008-8-22)

생활양식� �

그들은� 대부분� 무역을� 하는� 장인들이고� 가난하고� 문맹이다.� 비단� 직조는� 이들의� 흔한� 사업� 기술

이다.� 전통적으로� 방직공과� 직물� 판매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안사리주의자들은� 자나크푸르

(Janakpur)와� 룸비니(Lumbini)� 같은� 도시들에서� 다양한� 범주의� 작은� 사업들에�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이� 마이틸리어(Maithili)를� 사용하지만,� 직물� 장인� 사업가들과� 다르지(Darzi)� 재단사와� 다

른� 이슬람교도�상인들은�네팔어와�보즈푸리어도� 사용한다.� 안사리족은� 채식주의자가�아니어서�다

양한�술과� 음식을�다른� 지역사회로부터� � 받아들인다.� 그러나�결혼에�관해서는� 씨족내에서의�결혼

을� 선호한다.� 뱅글(큰� 팔찌)과� 목걸이는� 흔하게� 착용하고� 일부� 지역사회에서� 유리� 팔찌는� 결혼한�

여자의� 상징이다.� 일반적으로�안사리족은� 민속이슬람을�따르는� 이들이지만�이슬람의�율법을� 생활

가운에�실천하는�무슬림이다.

종교

안사리족은� 이슬람교들이� 그들의� 종교의식에� 미신적� 습관들이� 혼재한� 민속� 이슬람을� 따르는� 무

슬림이다.� 안사리족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거의� 없다.� 안사리족의� 호의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맺는� 열린�문이� 될� 수� 있으며�복음을�전할�수�있는� 기회가�된다.�

필요

안사리족의� 친근함은�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열린�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동안� 매우� 많은� 팀들이� 북인도� 안사리족� 안에서� 일을� 시작했으나� 네팔에

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라야니(Narayani),� 브헤리(Bheri)와� 룸비니(Lumbini)� 구역의� 안사

리족�공동체안에서�사역이�확장되도록�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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