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로코 이마지겐 베르베르: (Berber, Imazighen of Morocco)

인 구 : 2,491,000(joshuaproject.net)

언 어 타마지트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 역사

중앙 쉴하족은 실라 베르베르족에 속한 그룹이다 쉴하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 

의 리프 베르베르족 남쪽의 소우시 베르베르족 그리고 중앙 베라베르 베르베르족이다, , .

베라베르라고 더욱 잘 알려진 중앙 쉴하족은 주로 중앙 모로코에 위치한 아틀라스 산맥의 

아름다운 산 중에 거주한다 쉴하족 일부는 알제리아 국경 쪽인 중앙 아틀라스 산에 살기도 . 

한다 중앙 쉴하족은 타마지트어를 사용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도 사용한다. . 

중앙 쉴하족은 반유목 양치기로서 양과 염소를 키우며 산다 산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축을 . 

기르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중요하다 베라베르의 생활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동 . 

방목이다 이동 방목이란 계절마다 가축을 고지와 저지로 내왕시키는 것이다. .  

생활양식

중앙 쉴하족은 다른 동물도 키우지만 주로 양과 염소를 기른다 그리고 이동 수단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노새나 당나귀를 기르기도 한다 자인이라는 부족만 많은 수의 가축을 떼로 기. 

르며 살아간다. 

겨울이면 중앙 쉴하족은 가축 떼를 따뜻한 평지로 이동시키고 봄과 여름이 되면 고지 초장

으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산의 어디에 사냐에 따라 겨울에만 가축 떼를 이동시키거나 여름. 

에만 이동시키는 부족도 있다. 

비록 이동이 잦지만 완전한 유목민 생활은 하지 않는다 모든 부족은 농지로 둘러싸여 있고 . 

견고한 공동체 곡물 창고가 있는 마을을 형성하는데 이동 방목 중에도 절대 마을을 비우지 

않는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 곡물 창고를 지키며 보리 옥수수 밀 호밀 수수 채소 . , , , , , 

등을 심기도 한다.



많은 중앙 쉴하 마을은 높은 언덕이나 산중턱에 형성되어있다 그로 인하여 몇몇의 마을만. 

이 전기나 수도가 있고 대부분 마을은 자체 내부 통신수단이 있다.

중앙 쉴하족에게는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의 3~4 . 

남성 조상을 인정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써 가족 유산에 대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 , 

다 가족 구조는 약간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이다 가장이 집안일을 통제하고 결정할 . . 

책임이 있는 한편 그는 남은 가족들과 합의에 이르기도 해야 한다 가족으로부터의 추방은 , . 

최후의 처벌로 간주된다.

종교

사실상 중앙 쉴하족은 모두 이슬람교도이지만 그들의 그들의 종교 관행은 코란보다는 전통

과 지역 판사의 결정에 따른다 그들의 사회는 이슬람교와 종족의 두 메인 체계로 조직돼있. 

는데 그것은 이슬람교와 부족이다 하지만 도시와 시골 사회의 차이 또한 극명하다 도시에. . 

서는 정통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반면 농촌에서는 고대 신앙과 관습이 이슬람교와 혼합되어, 

있다.

대부분의 중앙 실하족은 성인 숭배의 전통을 이어나간다 마라바웃이라고 불리는 한 영적 . 

리더 그룹은 살아있는 성인 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치유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 ” .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각 마을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성인을 숭배하며 산다.

필요

세기 중 있었던 아랍인의 침략은 베르베르인들을 이슬람교로 강제개종시켰다 하지만 침략8 . 

이 있기 전까지 족속의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었다 오늘 날 모로코가 이슬람교도인이 기. 

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하인 중 약 천명의 기독교인이 있2

다 남은 이슬람교도인들이 그들 선조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현재 중앙 쉴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단체에게 보호와 지혜를 주시기를 * 

기도하자

복음 전파를 금하는 모로코 법이 변하도록 기도하자* 

모로코 중앙 쉴하의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얻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배와 기도로 그 땅을 기경할 기도 팀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중앙 쉴하족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도하자* 

중앙 쉴하족 가운데 견고한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쉴하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