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야다브(Yadav)

인 구 : 55,471,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비하르(Bihar),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서뱅갈(West Bengal)등 인도 전지역에 분포
주요언어 : 힌디어
종 교 : 힌두교
복음주의자 : 미확인(기독교인: 0.00%)
성경번역 : 전권(2000)
소개/역사
북인도와 몇몇 다른 지역에서 야다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쉽다.

단지 그들의 이

름을 물어보면 그들의 성은 항상 ‘야다브’라고 말할 것이다. 네팔에 있는 야다브 족은 북인도의
비하르와 우타르 프라데시 주와 모든 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전에 야다브는 아히르

(Ahir) 라고 불렸다. 야히르라는 이름은 명문(銘⽂)과 힌두 종교 문서에서 발견된 ‘압히라’(이민
족)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었다.
했다. 압히라는 강도나

압히라는 중앙아시아의 이민 부족들 중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

이방인으로 불려진다. 그들은 목자 시절부터 신 크리슈나와 연결되어 있

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모든 야다브족은 네팔에서 야다브로 불려질 것이다.
야다브족은 우유배달인, 목자, 소떼 사육을 하거나 노동자들로 구성된 카스트 계급이다. 그들의
전통적인 직업은 축산업과 그것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일이다. 야다브족은 토지 소유자(유지)와
토지 무소유자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 네팔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 첫번째 대통령은
람 바란 야다브였다.
거주지역
그들은 대부분의 남부지역의 네팔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다. 네팔의 자낙푸르(Janakpur), 사가르
마타(Sagarmatha), 너라야니(Narayani) 그리고 룸비니(Lumbini) 주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인

도의 야다브 족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네팔의 야다브족은 3개의 언어(네팔리,
마이틸리 그리고 보즈푸리)만을 사용하는 것에 그친다.
생활양식
야다브 족은 가족중심의 생활을 한다. 대부분은 채식주의자들이지만 많은 야다브 족들은 생선,
양고기, 닭고기를 먹기 시작한다. 또한 가끔 돼지고기도 먹지만 소고기는 먹지 않는다. 어린이가
노동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종교
야다브 족은 지역의 전통적인 그리고 사회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한다. 그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많은 신들, 비쉬뉴와 크리슈나를 찬양하는 군중 찬가와 구전에 있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춤과 레슬링에 재주가 있다. 몇몇의 인도 지역의 야다브 족은 검을 가지고 모의전투를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네팔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자아이들은 정규 교육을 받는 혜
택이 있다. 그들은 또한 의사의 치료보다 점성술과 부적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
다.
필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 듣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야다브 족은 일생동안 단 한 번도 예수의 이
름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그들의 삶, 생활 모습과 삶의 기준이 모든 나라에 걸쳐서 변화
될 것이다. 다음 세대는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지만 많은 지역들, 특히 시골마을에서는 적절한 교육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기도제목
1. 야다브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2. 야다브족을 위한 새로운 개척사역과 장·단기 선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새로운 집중적인 전도와 교회 개척사역을 위해 기도하자.
4. 문자 읽기 쓰기 사역과 지역사회 개발사역을 위해 기도하자.
5. 크리스천 사회 노동자들의 알콜 중독과 미신의 근절을 위해 기도하자.
6. 크리스천 사역자들의 영적, 육적의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하자.
7. 야다브족이 어린이의 노동착취가 멈춰지도록 기도하자.
8. 남자아이들이 교육받는 만큼 여자아이들에게도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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