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쿠르만지 쿠르드(Kurd, Kurmanji of Lebanon)

인 구 : 120,000(joshuaproject.net)
언 어 : 쿠르드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 전권(2008년)
개요 / 역사
레바논의 북부 쿠르드인들은 실제로 큰 쿠르드 인구 가운데 일부이다. 그들은 많은 가문과
종족 그리고 종족 연합을 구성했고, 많은 부족들은 수천 년을 존재해왔다. 이 큰 종족 그룹
은 여래개의 중요하고 공통된 관계를 공유한다. 그들이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
니라 공통된 문화와 지리적 고향 그리고 정체성의 감각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쿠르드인들은
다른 민족 그룹들 보다 더 비슷하다는 것을 그들 또한 느끼고 있다.
레바논에 있는 대부분의 북부 쿠르드인들은 터키 남동부로부터 왔다. 처음 이주한 쿠르드인
들은 프랑스가 레바논을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통치” 기간에 왔고, 레바논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었다. 1961년 이래로 몇 천명의 쿠르드인들이 레바논에서 거주권을 얻을 수 있었
다. 그러나 그들의 시민권이 절대 해결되지 않아서, 그들은 비시민권자로 간주되고 있다.
생활양식
레바논의 북부 쿠르드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그들의 노동에 의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나은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1975년에 레바논의 내전이 시작된 이래로, 북부 쿠르드인들은 국가 내 가장 억압받는 민족
이 되었다. 남부 레바논의 시아 무슬림과 시리아인들 만큼 많은 수의 쿠르드인들이 전쟁에
서 학살을 당했다. 다른 사람들은 남부 베이루트의 빈민가로 도망을 쳤다. 레바논의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 시리아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
쿠르드인들은 그들의 지역과 수입한 원단으로 만든 정교하고 화려한 민속의상으로 유명하
다. 북부 쿠르드인들은 그들의 정교한 민속 의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남자들의 의상은 헐
렁하고 색깔이 있는 바지와

옷(배기)으로 구성되어 있고, 셔츠는 손목에서 분리되어 팔꿈

치에서 묶을 수 있게 되어있다. 밝은 색깔의 조끼와 허리띠 또한 착용한다. 여자들은 보통

밝은 색상으로 수놓은 무거운 옷을 입는다. 그러나 많은 시골 거주자들은 서구 스타일의 옷
으로 인해 그들의 전통 의상을 포기했다.
가장 중요한 쿠르드 국가의 축제는 3월 21일에 열리는 신년 축하이다. 이 기념일은 일주일
혹은 그 이상 계속 된다. 많은 특정한 음식들과 양념은 미리 준비된다. 특별한 꽃들이 그
행사를 위해 재배되고, 신선한 꽃 봉우리에 의해 덮인 가지는 잘라서 잔치를 위해 장식되어
진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오랫동안의 불화와 오해에 대해 화해한다. 연장자가
어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방문을 받고 선물을
받는다.
종교
정복자들 이후 처음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슬람을 사회 정의를 위한 기초로
본다.
그러나 주로 순니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쿠르드인들 간에 깊은 불화를 만들었다. 이러한
차이들은 또한 낮은 계층을 향하여 함축된 편견을 갖게 한다. 재산을 빼앗긴 많은 소수의
쿠르드인들은 은밀하고 비정통적인 이슬람 종파와 관련되어있는데 이들은 쿠르드 사회에서
가장 강렬하게 반항하는 사람들이다.
필요
이슬람 종교는 영향을 주기도 매우 어렵고, 아주 적은 진보를 만들 뿐이다. 신약 성경과 예
수 영화가 그들의 언어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알려진 신자는 소수이다.
레바논의 많은 북부 쿠르드인들은 비시민권자로 간주된다. 그들은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
고 살고 있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적은 임금을 수용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기도제목
- 북부 쿠르드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레바논에 기꺼이 갈 자들을 부르시도록 기
도하자.
- 기독교를 향하여 무슬림 쿠르드인들의 마음을 유순하게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자.
- 레바논 크리스천들이 무슬림 쿠르드인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증인들로서 세워지도록 기도
하자.
- 알려진 소수의 북부 쿠르드 크리스천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도록 기도하자.
- 선교단체에게 쿠르드 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 레바논의 북부 쿠르드인들 가운데 견고한 교회를 세우시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