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 네와르족(Newah)

인 구 : 1,492,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바그마티(Bagmati)지방에 주로 분포됨.
주요언어 : 네팔어, 네와르어
종 교 : 힌두교
복음주의자 : 알려진바 없음(기독교신자 0.45%)
성경번역 : 전권(2004)
개요/ 역사
네와르족은 네팔의 가장 초기의 거주자들이었고 가장 교양있는 종족 그룹이다. 네와르족은 네팔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주로 카트만두 계곡에 모여살고 있다. 네와르족은 산스크리트어, 마이틸리
어와 네팔어에서 많은 단어를 차용한 네와이(티베트-버마어)를 사용한다. 또한 몇몇의 데바나가
리(산스크리트어 문자)를 쓰는 몇 개의 네와이 방언이 있다.
일부 네와르족은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힌두교인이거나 불교도인이지만 대부분 네와르족들은
그 둘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종교적 소속과 교리에 관해 논쟁하는 것 보다는 조상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와르족의 사회는 카스트 계급의 존재가 뚜렷한 옛 왕실 도시인 카트만두(Kathmandu), 랄리푸
르(Lalitpur)와 박타푸르(Bhaktapur)에서는 전통적인 카스트제도(인도와 같이)를 기반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주로 같은 카스트계급과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있고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간다. 오늘날 현대 경제는 이론적으로 대부분 어떤 직업이든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지만, 카스트간의 결혼은 심각하게 처벌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난색을 표한다.
생활양식
카트만두 계곡은 인도-티베트 무역 경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련한 상인과
무역인들이 머물고 있다. 다른 많은 네와르족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소수는 농부들이다.

일부 농부들은 농업용 트랙터를 사용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쿠스(kus)라고 불리는 짧은 손
잡이로 된 괭이를 사용하여 땅을 경작한다. 쌀은 네와르족의 주식이다. 국(스프), 야채와 약간의
고기와 함께 먹는다.
네팔의 많은 다른 부족들과 달리 네와르족은 일반적으로 군대에 소집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카트만두 계곡은 나라의 정치적, 행정적으로 주요한 곳이 되어왔다. 이것은 많은 네와르족
이 행정적인 영역과 건설업에 있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관광 또
한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다.
대부분 네와르족 정착지는 농지로 둘러싸인 높은 지대에 지어졌다. 그 정착지들은 작은 도시들처
럼 보인다. 3층 벽돌 건물들의 열이 좁은 길을 따라 서있다. 그 정착지들은 네팔에서 가장 중요
한 관광 명소인 에베레스트 산맥 주변에 화려한 불교와 힌두사원들을 가지고 있다.
네와르족 사회는 남자에 의해 후손 계승이 되는 부계사회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가족 구성원들은
같은 신들을 숭배한다. 결혼은 대부분 항상 부모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루어지고 ‘명상가’가 의례
를 치루는 것이 보통이다.
네와르족의 예술적 재능은 조각과 건축을 통해 보여 진다. 인도전통에 영감을 얻은 독특한 스타
일의 궁들, 신전들, 수도원들, 분수들과 지역 빌딩들을 개발하였다. 네와르족은 자주 목각 조각품
을 장식하고 돌과 철 조각상들을 설치했다. 종교적인 그림, 두루마리들, 필사본들이 벽을 덮고
있다. 드럼과 심벌(징)들과 관악기들은 종교적인 축제와 의례 기간 동안 연주된다.
종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전통종족 종교는 네와르족의 종교적인 삶의 한 부분이다. 힌두교가 네팔의
국교가 된 이후로 힌두교는 정부에 의해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다.
네와르족인들은 아주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남부지방에서 숭배하는 ‘시바’와 같은 신은 아주 강
력한 신으로 규정짓는다. 네와르족은 악마의 존재, 죽음을 막아주는 영혼, 귀신들과 마녀들을
믿는다. 전통적인 관행으로 digu dya 의식(벼 심기 이후에 개구리들을 먹이는 의식)이 행해진다.
화장터, 교차로들 그리고 커다란 돌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유령지로 생각한다. 질병은‘어머니 여

신’의 뜻, 마법 혹은 악한 주문들에 의해 생긴다고 믿는다. 치료는 주문을 외우거나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약초들과 다른 약을 이용한다.
필요
성경은 네와이어로 변역 되어 있고, 현재 네와르족은 몇 개의 다른 기독교 자료들을 구할 수 있
다. 기도만이 이들에게 복음이 닿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기도제목
1. 네팔의 네와르족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의 일꾼들을 불러달라고
기도하자.
2. 지금 현재 네와르족에게 집중하여 일하는 선교기관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
하자.
3. 주님이 네와르족에게 꿈과 환상들을 통해 예수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기도하

자.
4. 네와르족 크리스찬들이 담대함으로 그들 종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도록 기도하자.
5. 예배와 기도를 통해 네팔의 영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끊어지는 기도팀들이 일어서도록 기도하
자.
6.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네와르족 교회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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