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 마가르족(Magar)

인 구 : 2,006,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룸비니(Lumbini), 라프티(Rapti), 간다키(Gandaki)지방에 주로 분포됨.
주요언어 : 네팔어
종 교 : 힌두교
복음주의자 : 알려진바 없음(기독교신자 0.72%)
성경번역 : 전권(2004)
개요/ 역사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남부지역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다. 400개의 소
수민족들이 많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아주 다양한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최근에
네팔은 군주국가에서 정부가 국회를 구성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마가르족은 네팔의 가장 오래된 부족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원은 확실치 않다. 그들의 언
어와 춤들이 티벳 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티벳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다. 일부 마
가르족은 히말라야의 언덕들이 시작되는 곳인 평지에 거주한다. 다른 이들은 마하바랏 레크의 낮은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수는 높은 고산지대 지역에 거주한다.
마가르족은 주로 2개의 그룹(동부와 서부)으로 나누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씨족의 수에 의해 나누
어지기도 한다. 마가르족의 언어는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언어가 그들 부족의 정체성을 구별하
는 기준이 된다.
생활양식
대부분의 마가르족은 기능공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어 농부가 되었다.
다른 이들은 광부, 대장장이 또는 바구니 짜는 일을 한다. 마가르족은 단순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하
고 독립적이며 자기만족을 잘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아주 유쾌하고 춤과 노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들은 자주 즐기고 부족의 게임들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종류의 춤도 가지고 있다.
동부의 마가르족은 전형적으로 석판이나 짚으로 된 지붕의 크고 2층으로 된 돌집에 산다. 그 집들
은 자주 큰 돌출 현관이 있는 집으로 지어진다. 동부의 마가르족은 독특한 의상을 가지고 있다. 그
들은 대부분 자주 허리감개와 ‘크호토스(긴팔셔츠)’ 또는 셔츠와 코트(상의)를 입는다. 여자들은 또

한 자주 허리감개와 ‘드호티스’를 입는다. 그들은 자주 귀 한가운데에는 꽃 장식과 유리구슬이나 인
도 은 동전들로 만들어진 목걸이 등으로 자신을 꾸민다. 일부 서양 스타일의 옷들이 조금씩 많아
지는 추세이다.
마가르족 결혼은 독특한 풍속으로 맺어진다. 신랑의 매부(처남)은 반드시 신부의 가족에게 가서
“신부대금(신부를 사는 돈)” 으로 돈이나 술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포즈가 받아들여 지게 되면, 더
많은 지불이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결혼은 어머니쪽 첫번째 사촌들과 하는 것이 가장 흔한
중매결혼이다. 마가르족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 요소는 친척관계로써, 외삼촌들과 그들의 남자
아이 조카들 사이를 묶어주는 가장 강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상호 존중하며 서로를 대하는데 이
유인즉슨, 남자아이 조카가 결혼을 할 때가 되면 그의 신부는 삼촌의 딸 들 중 한명이 선택될 것
이기 때문이다.
“생명 주기 의식”은 마가르족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한 탄생 의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11일째 행한다. 그 아기는 이름이 지어진 후에 처음으로 씻겨 진다. 예스다 풀니마(Jyestha
Poornima)라고 알려진 축제는 5월이나 6월의 보름달이 뜨는 때에 의식을 행한다. 의식기간에는
가장 최근에 추수한 곡물을 신들에게 바친다.
종교
동부의 마가르족 대다수는 민족종교를 숭배한다. 반면에 소수의 마갈족은 힌두교도들 이다. 다른
마가르족 무리처럼 힌두교는 동부 마가르족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많은 마가르족 힌두교도들은
다른신(여신)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신 셋(브라마-우주의 창조자인 브라만, 세계의 수호자인 비슈
뉴 그리고 파괴자인 시바)을 섬기고 있다.
필요
신약성경은 동부 마가르족 언어로 번역 되어졌다. 그러나 네팔정부는 어떤 형태의 전도활동에 대해
서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복음증거에 대해 강하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오랜 기간 감옥에서 수감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동부 마가르족에 소수의 기독교인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네팔은 오랫동안 많은 세계에 드러나지 않고 잊혀져 왔다. 네팔정부는 어떤 형태의 개종 활동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제한조건들이 적용되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정부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중보가 바로 이 부족
들을 지배하고 있는 요새를 부숴버리고 영광스런 복음의 빛으로 이끌 수 있는 그들을 마주하게 될
열쇠이자 답이다.
기도제목
1. 주님의 추수작업이 네팔의 일꾼들에게 뻗어 나가도록 기도하자.
2. 동부지역 마가르족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
자.
3. 마가르족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자.
4. 성령님께서 네팔 정부 지도자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 열리도록 기도하자.
5. 예배와 중보를 통해 타락함이 끊어지는 일이 시작되는 일에 동참할 기도팀이 모집되기를 기도하
자.
6. 동부 마가르족 사이에 강한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참고자료
http://www.joshuaproje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