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우르두(Urdu of Qatar)

인 구 : 123,000(joshuaproject.net)
언 어 : 우르드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전권(1998)
개요 / 역사
우르드 용어로 우르드 민족을 설명하기에는 적철하지 않지만, 단순히 언어적 구별이다. 우
르드어 사용 무슬림들은 가장 엄격한 의미의 민족 그룹은 아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있는 민족 그룹의 수집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문화와 역사적 요소들을 그들의 그룹
정체성의 기초로 소유하고 있다. 이슬람 종교, 페르시안 문화 전통, 우르드어 그리고 북부
인도의 이슬람 우월주의 전통이다.
우르드어 사용자들의 대다수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북부 지역에 거주한다. 그러나 최근에 많
은 우르드 사용 무슬림들이 페르시안만과 사우디 아라비아로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이주
했다. 기술 노동자들과 고등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 또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영연
방 국가들로 이주했다.
현재 파키스탄의 공용어인 우르드어는 인도-이란 언어로서 힌두어로부터 발전되었다. 이것
은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단어들을 무겁게 실어서 써진 페르시아 문자이다.
생활양식
우르다 사용 무슬림들은 모든 사회 계층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문맹자, 교육받은 자,
가난한자, 금융업자, 집주인과 종교 지도자들이다.
우르드 사용자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최상층 사회인들이었던 사람들의 이주한 자들의 자손들
이다. 몇몇은 아랍 상인과 군인들의 자손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터키, 페르시아인, 푸쉬툰의
자손들이다.
현재는 우루드 사용자들 가운데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양식을 일반화하기가 어렵
다. 주어진 지역내에서 그들의 차이는 계층 구별에 연계되어 있다.
1947년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되기 이전에는 우루드인은 광범위한 경제와 사회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47년 파키스탄이 독립했을 때, 많은 우르드 사용 무슬림들은 인도에 머물렀다. 소상인들
과 노동자들은 약간의 경제 변화밖에 없음을 발견했고, 토지 소유자들은 급격한 변화를 경
험했다. 페르시아 만과 근처 지역으로 이주한 중간 계층 사람들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의 차
별을 느꼈다. 이러한 이주자들은 그들은 국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의 수입의 대
부분은 파키스탄과 인도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다시 보내졌다. 반면에 서구 국가로 이
주한 사람들은 보통 그 국가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주변에 우르드어를 사용하
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한, 2세들은 종종 그들의 고유 언어와 문화로부터 접촉점을 일
어버리곤 했다.
시골 지역에는 집이 움막 형태로 지어지고, 여자들을 위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현대적인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우르드 여자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자수, 바느질 그리고 이웃의 다른 여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즐긴다.
우르드 무슬림들 가운데 그들 사회의 모든 계층안에서 “명예유지” 를 위한 사회적 압박이 여
전히 많다. 퍼다(여자들의 은둔, 은폐, 비사교성)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변화하고 있다. 여자
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으로부터 은둔되고 위험한 요소로부터 보호된다. 이것은 그녀의 남편
의 명예나 그녀의 아버지의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몸 전
체를 가리되 시야를 위해 그곳만 자수로 된 의복을 입도록 요구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자
들이 더 많이 자유분방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머리만 가리거나 사생활 유지를 위해 약간
검은 안경을 착용하기도 한다.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의 도시 계층은 퍼다는 서양의 가
치에 경쟁하여 그 가치를 잃었다고 이야기한다. 여자들은 여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여자 환자들을 상대로 한 의사로서의 전문 직업을 갖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종교
비록 우르드인들 모두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통합적인 요소는 더 이상 아니다. 다양
한 무슬림들 종파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하나피, 시아 그리고 이쓰나-아샤리)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이주하는 경향이 있은 이래로, 다른 이슬람 종파가 다른 국가에서 발
견되고 있다. 예를들면, 터키와 남 아프리카에서는 우르드 사용 무슬림들은 거의 완전한 순
니 무슬림들이다. 캐나다와 파키스탄에서는 거의 완전한 하나피 무슬림들이다.
필요
안타깝게도, 아주 소수의 선교단체만이 우르드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있다. 복음이 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바레인에 사는 많은 우르드인들은 서양 크리스천들을 ‘이교도’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에 매우 의심을 하고 있다. 그들은 참 기독교의
살아 있음을 볼 필요가 있다.

근본주의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진리로부터 그들을 오랫동
안 분리해 놓은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뜨거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제목
-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크리스천 사업가들에게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우르드 무슬림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도록 기도하자.
- 개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르디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유순한 마음을 갖도
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과 환상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 우르드 디아스포라 가운데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