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 체트리족(Chhetri 혹은 Kshetri)

인 구 : 4,599,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바그마티(Bagmati), 세티(Seti) 주 등 네팔 전역에 걸쳐 분포
주요언어 : 네팔어
종 교 : 힌두교
복음주의자 : 알려진바 없음(기독교신자 0.30%)
성경번역 : 전권(2004)
정체성
체트리족은 네팔의 주요 인종그룹이다. 그들은 국가의 공식언어인 네팔어를 사용한다. 네팔인들
은 인도 북부 사람들과는

많은 인종, 문화, 언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정 및 종

교적 관행 또한 인도의 힌두 카스트제도에서 모방된 것이 많다.
대부분의 네팔인들은 언덕이 많은 지형의 작은 마을에 살며 장거리 여행에는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쾌활하고 유머가 있으며 임기응변에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인구
는 그들의 3부류의 카스트 혹은 사회 계급(성직자와 학자들로 구성된 브라만, 위정자와 군인으로
구성되는 크샤트리아, 노동자와 노예 구성의 아츄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츄뜨(Achut)는 화장

실 청소 등 가장 더러운 작업을 수행한다. 많은 아츄트들은 살아남기 위해 구걸을 하거나 쓰레
기 더미를 뒤진다. 그들은 “불가촉천민”으로 정결하지 못하다 하여 힌두의 계급에서조차 제외되
었다. 네팔은 1951년 문호를 개방했으나 외국은 선교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규정과 외국인 감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생활양식
대부분의 네팔인들은 농민들이며 강이나 샘 근처의 위치한 작은 시골 정착촌에 거주한다. 마을들
은 농장 토지를 중심으로 집단 공동체로 구성되어진다. 오직 가장 가난한 가족들만이 자신의 토
지를 경작하지 못한다.
중부, 남부지역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단식으로 개간되었다. 벼는 몬순 계절 동안에 재배되

며, 쌀, 옥수수, 수수, 밀은 여름과 겨울 동안에 보다 건조한 땅에서 재배된다. 또한 네팔인들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채소밭을 가꾼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우유를 얻기 위해 젖소를 키
우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물소와 염소를 키운다.
마을은 일반적으로 강이나 샘 근처에 위치하고 집들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다. 때로 그 길은
마을의 큰 나무로 이어지는데, 이 나무는 마을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된다. 중요한 사원이나 수도원이 있는 큰 마을도 있다.
가옥은 일반적으로 짚이나 양철 지붕과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다. 가옥의 아래 부분에는 붉은 점
토로 칠해져 있고 윗부분에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 대부분의 집들은 2층 이상으로, 2층엔 부
엌과 거실이 위치해 집안에 들어와 어슬렁거리는 길 잃은 동물들에 의한 오염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집에는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고 직물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현
관과 마당이 갖추어져 있다.
지주 혹은 노예로 태어나든 상관없이 네팔의 어린이들은 잘 양육되는 편이다.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 모유수유를 계속할 수 있으며, 첫 쌀 섭식과 첫 이발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관례들이 존
재한다. 또한, 소녀들은 사춘기 의식을 통과하며, 소년들은 "sacred thread ceremonies"로 알려
진 성년식을 통과한다. 8살쯤 되면, 아이들은 가정일을 돌보기 시작한다. 소녀들은 자기보다 어
린 아이들을 돌보고 물을 길으며 가축들을 먹이며, 소년들은 대개 가축들을 돌본다.
네팔 소녀들은 전통적으로 1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결혼을 하
지만 그들이 성숙하기 까지 남편과 함께 살지 않는다.
종교
네팔은 왕을 힌두신, 즉 비쉬누(Vishnu:세계의 보호자)의 화신으로써 숭배되는 힌두교 국가이다.
대부분의 네팔인들이 힌두교인이지만, 다수의 불교신자와 무슬림들이 있다. 전통적인 정령숭배
(우주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신, 마귀,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교차로나 강 주위에 유령과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들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친다.
힌두교는 3억3천만의 신들을 섬기고 있어서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에는 사람숫자보다 더 많은
사원과 우상들이 있다.
필요
여러개의 선교단체가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지만 선교의 진도는 더딘 편이다. 현
재 소수의 네팔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이방인”의 종교로만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신자
들은 카스트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천민”들로 알려져 있다. 세례는 궁극적인 회심의 증거
로 보고 세례를 준 사람은 6년간의 감옥생활을 할 수도 있다.
기도만이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서는 중요한 열쇠이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네팔인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2. 다른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예배와 중보기도의 축복이 넘치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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