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구자르(Gujar)

인 구 : 6,871,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라자스탄(Rajasthan),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마드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등 인도 북쪽 지역에 분포
주요언어 : 힌디어
종 교 : 힌두교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전권(2000)
개요 / 역사
구자르족은

일괄적으로 라자스타니(Gujar Rajasthani)로 알려진 아주 밀접한 3개의 종족 그룹

들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북동쪽 몇 개의 주(히마찰, 마드야
프라데시, 우탈 프라데시, 잠무, 카슈미르 그리고 라자스탄)에

위치하고 있다. 서인도 구자라트

지구는 과거의 구자르족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11세기 많은 이슬람교도 집단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 , 구자르족
도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이 때, 구자르족에

원한을 가진 힌두교도

지역민들은

힌두교
그 지역

을 통치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구자르족은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좋은 목초지를
찾도록 강요당했다. 그들의 방랑은 오늘날까지 수천 명의 구자르족으로 남게 된 파키스탄과 아프
가니스탄으로 남아있다.
1947년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단은 또 한번 많은 부족의 이동을 야기시켰다. 이슬람교도 집단
들이 파키스탄으로 이주하던 당시 힌두교인들은 인도로 떼를 지어 이동했다.
생활양식
11세기 이슬람교개종 이후 구자르족은 빈곤한 삶, 문맹과 사회 억압에 묶이게 되었다. 일반적으
로 그들은 단순하고 관대하여 남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을 환대하는 성품을 가졌다. 오늘날 대부
분의 구자르족은 인도에서 낮은 신분의 목동과 농부들로 살아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여전
히 상위 카스트들에 의해 하찮게 여겨지고 흔히 도둑이나 구걸하는 자들로 여겨진다.

인도 북동쪽 산 속에 사는 구자르족들은 물소를 키운다. 불행히도 인도정부는 한 가족당 몇 마
리 의 물소를 키워야 하고 얼마동안 숲 속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구자르족에게 그들의 주요 수입이 물소가 된 이후 이 규정은 고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
유로 인해 이런 유목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가축들을 위해 좋은 목초지를 찾아 다니고 있다.
카슈미르 주에 사는 구자르족 유목민들은 그들의 농산물을 도시 시장에 가져가고 팔아 넘기는
중개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한다.
구자르족 카스트는 대략적으로 종교적, 지리학적 으로 두 개의 그룹(무슬림 구자르족,

흰두교인

구자르족) 으로 나눠진다. 이슬람교도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으로서 창문 없는 하나의
방에서 식물의 성장기에만 한곳에 머물러 산다. 반면 흰두교도들은 일년 내내 같은 곳에 정착해
사는 농부들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대부분의 구자르족은 집시들처럼 가재 도구들을 고치는 땜쟁이, 음악가 ,
장인(도매상인)이나

점쟁이로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극심하게 가난하고 구걸이나

범죄에 의존해오고 있다. 또 다른 그룹의 구자르족은 염소무리를 키우는 유목민으로서 여름동안
동부지역의 계곡들을 돌아다닌다. 불행히도 최근 몇 년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의 충돌은 농업과
무역을 하는 이들의 경제에 손해를 입고 있다.
숲에서 생활하는 구자르족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산 능선을 따라 있는 빈터에 그들의 집을 짓는
다. 그들의 거처는 1~3개의 방과 평평한 지붕으로 지어진다. 대조적으로 카슈미르에 사는 이들
의 집은

전형적으로 각이 진 지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집안에서 불을 사용하여 요리를 하기

때문에 집안은 자주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다.
구자르족은 200개의 씨족으로 나눠져 있다. 그들은 남자들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부계사회이다.

결혼은 흔히 그들의 부모에 의해 중매(주선)되어 지고, ‘신부 대금’으로

물소나 돈으로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문외의 결혼을 허용하고, 젊은 부부들은 신랑 부모의 근
처에서 산다.
위에서 말한 3개의 구자르 종족 그룹은 구자르어, 인도-아리안어를 사용한다. 이 사실은 그들을
세분화하고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프가니스탄의 그자르족은 페르시아어인 파슈툰
어와 다리어도 사용한다.(이는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3/4에 해당한다.)
종교
대다수의

구자르족은

힌두교인들이다. 그러나 구자르족 사이에 적지만 시크교도수의 소수 만큼

이나 무슬림들 또한 존재한다. 구자르족 무슬림들은 힌두교 전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무슬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도와 연합에 대한 그들의 욕
망으로 인해 카슈미르 무슬림은 최근에 카슈미르에 들어온 유목민 구자르족 무슬림들을 받아들
이는 것에 동의했다.

기도제목

1.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구자르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일
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2. 소수의 구자르족 기독교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구자르 종족에게 다가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시길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구자르족과 함께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기독교 교사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4. 성령님께서 구자르족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5. 하나님께서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정부의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달
라고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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