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비아 자발 나푸샤: (Jabal Nafusah of Libya)

인 구 : 172,000(joshua project.net)

주요언어 나푸시: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리비아에 가장 오래된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들이 지금 중동 국가의 서쪽 해안 지대에 사는 베르베르족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

은다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인들은 전체 인구의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리. . 

비아 아랍 공화국에서 살도록 허락된 베르베르족은 많지 않다 아랍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 

하면서 베르베르인들은 더 살기 좋은 땅에서 쫓겨났다 다른 곳에서 베르베르족은 아랍족에 . 

동화되었다. 

트리폴리 남서쪽에는 바위가 많은 제벨 네푸사 평원이 약 피(Tripoli) (Jebel Nefusa) 3,000 

트 고도에 솟아 있다 이는 주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고대 화산 활동의 흔적을 담고 있. , 

다 가장 놀라운 모습은 튀니지 국경에서부터 중동의 남쪽 해안선까지 뻗어있는 가파른 백. 

악 절벽이다 오늘날 베르베르족 일부는 제벨 네푸사 평원과 언덕에 살고 리비아 (chalk) . , , 

남서쪽에 있는 페잔 오아시스에도 산다(Fezzan) . 

생활 양식

네푸스 마을들은 방어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많은 마을들은 , . 

인구가 명이 안되지만 어떤 마을에는 명이 넘는 거주인들이 있다 마을에는 산업 500 , 1,000 . 

활동이 거의 없다 네푸사인들은 기름을 짜는 일을 하지만 소규모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 

루어지며 그것도 연중 몇 달 동안만 이루어진다, . 

마을의 독특한 점은 유명한 트로글로다이트 집들이 있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Troglodyte) . 

석회암이나 이회암 진흙 모래 석회석이 섞인 암석 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파서 만든다 어( , , ) . 

떤 집들은 언덕배기에 파서 만든 단순한 동굴처럼 보인다 다른 집들은 땅을 깊숙히 파서 . 

만들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가운데 구덩이 부분을 둘러싸고 방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 

루며 위치한다. 



자발 나푸사족이 사는 지역의 큰 부분은 메마르고 생산성이 없다 그러나 네푸사족은 오랜 . 

시간동안 그들의 반 불모지 환경에 잘 적응하여 농업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들은 여러 종류의 작물을 기르고 양과 염소를 친다 네푸사족에게 있어서 농장의 크기, . , 

는 땅의 크기보다는 나무의 수로 표현된다 각각의 나무들이 여러 가족들에 의해 공동 소유. 

되거나 한 사람이 나무를 소유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나무가 자라는 땅을 소유하는 일도 , , 

자주 있다. 

네푸사인들은 올리브 무화과 야자를 먹는다 좀 더 습기가 많은 동쪽 지역에서는 올리브 , , . 

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플렌테이션 큰 규모의 농장 들이 있다 가을에 비가 내리면 주변의 ( ) . , 

평지에 밀과 보리를 심는다 물과 토지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네푸사인. 

들은 흙과 돌로 수백개의 댐을 만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리비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는 부족이었다 명 중 명의 리비아 , . 10 9

사람들이 부족의 영토에서 살았다 리비아의 부족 조직은 여러 통치자들의 통치하에 세기. 3

에 걸쳐 유지되었다. 

종교

대부분의 리비아인들은 순니파 무슬림들이지만 네푸사족은 이슬람의 작은 종파인 이바다야

파에 속한다 이바다야파는 세기에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뽑혀야 하는지에 대한 (Ibadaya) . 7

논쟁 과정에서 생기게 되었고 카리지즘 근본주의이며 오늘날 와하비즘의 모태, (Kharijism; , 

가 된다고 보여진다 의 곁가지이다 이바다야파 사람들은 이슬람 주류에서 벗어나 여러 다) . 

른 국가들에 정착했다 이바디즘은 북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순. , 

니파 정통 무슬림들과 아랍 침략자들에 대항하는데 이용되었다( ) . 

이바다야를 따르는 이들 은 이슬람의 여러 기본적인 의식들을 따르지만 그들이 하는 (Ibadis) , 

풍습 중 일부는 상당히 비정통적이다 예를 들어 마을의 모스크는 메카를 향해 동쪽을 바라. 

보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샤리아법에는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배교로 불리운, 

다 무슬림 신악에서는 배교가 반역과 같고 그 대가는 죽음이다 이것이 왜 네푸사 베르베. , . 

르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 없는지 설명해줄 것이다. 

리비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네푸사 베르베르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 단체가 없다, . 

성경은 아직 네푸시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가 절실하. 

다. 

기도제목

리비아에 있는 네푸샤 베르베르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 

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자.

리비아의 문이 선교사들에게 신속히 열리도록 기도하자- .

영적 지리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전도의 도구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 , 



는 장비들을 제공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네푸사 베르베르인들의 마음을 녹여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 일 수 있도록 기- 

도하자.

하나님께서 리비아 정부의 리더들의 마음을 복음을 향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자- .

강한 지역 교회를 네푸사 베르베르인들 가운데 세우시도록 기도하자- .

이 종족의 주 언어로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이 종족의 주 언어로 예수 영화가 가능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이 종족 그룹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디오 형식으로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