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니지 제르바: (Jerba of Tunisia)

인 구 : 105,000(joshuaproject.net)

언 어 나푸쉬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제르바족은 튀니지의 남서부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가베스만에 위치한 제르바 섬에 

거주하고 있다 아랍인인 대부분 튀니지인들과 다르게 제르바족은 다수는 베르베르 .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는 아랍 튀니지인들의 문화와 완전히 다르다 제르바인은 . .

베르베르어라고도 하는 제르바 언어를 구사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아랍어를 .

하지만 그 중 절반 정도는 제르바어를 계속 사용한다, .

 

제르바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제르바 섬에 살고 있다 그들은 로마인 카르타고인 아랍인. , , , 

비잔틴인 유럽 십자군 터키 그리고 프랑스 등 많은 문명에 의해 정복되었었다 지난 , , , . 100 

년 동안 본토 튀니지에서 온 이주자들은 제르바로 이주하여 제르바 문화로 

흡수되었다 제르바는 최근 격리와 물 부족으로 인해 경제 불황을 겪고 있으며 많은 . , 

사람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 본토로 다시 이주하고 있다. 

 

생활 양식

제르바는 고도 피트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곳은 사실상 담수원이 없어40~150 . , 

사람들은 희박하게 나마 내리는 빗물을 탱크와 수조에 모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은 . 

지하수 공급이 있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이다. 

 

과일 야채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곡물이 제르바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의 일부이다 올리브 , , . 

또한 주요 농산물이다 수세기 동안 많은 제르바인들은 본토에 경지 구획을 소유하고 . 

있었고 경작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것은 섬의 작은 부분만이 농업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 

 

일부 제르바인들은 대형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르바와 본토 사이의 해협이 매우 얕고 , 

모래톱으로 나뉘어진 닷에 제르바인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진흙과 야자수 잎으로 단을 

쌓았다 어부들은 주로 그물과 막대를 사용한다. .



제르바인에게 가장 큰 수입원은 본토로 이주한 이주민들로부터이다 제르바가 경제적으로 . 

불황이므로 많은 섬사람들은 파트너쉽 을 맺어 본토에서 일을 한다 남자는 보통 개월 간 " " . 9

본토에서 일한 후 파트너쉽의 멤버와 교대한다 남자들은 수입을 제르바에 있는 가족에게 , . 

보내 꾸준한 수입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제르바인들은 촌이나 도시가 아닌 섬 전체에 흩어져 있는 농지에서 산다 항상 더 . 

크고 강력한 국가에 의해 침략을 두려워하는 제르바인들에겐 이러한 산촌 행위가 한 , 

곳에서 모여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종교

거의 모든 제르바인들은 무슬림이며 그 중 대부분은 이슬람의 엄격한 와하브파를 따른다, . 

이슬람교는 다섯 가지의 필수 의무를 기반으로 한 종교이다 이슬람은 가지 기본 가르침 . 5 

또는 기둥 을 중심으로 한 종교이다 무슬림은 알라 외엔 신이 없고 모하메드는 그의 " " . (1) " , 

선지자이다 라고 동의해야 한다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한다 자선을 ." . (2) .(3)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 무슬림 해의 아홉번 째 달인 라마단에 금식을 해야 한다 일생 .(4) .(5) 

동안 한 번 이상의 메가 순례를 가야 한다 이러한 의무 외에도 와하브파들은 일상 생활을 .

통제하는 많은 규칙과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종파는 회원의 흡연과 도박을 금한다. , . 

 

필요

제르바인들은 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다 섬에 물은 부족하고 전반적인 경제는 . 

침체되어 있다 섬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몇 달씩 떨어져 살아야 . 

한다 또한 제르바인들은 그들의 베르베르 혈통으로 인해 주류 튀니지 사회로부터 . , 

소회되어 더욱 삶을 어렵게 살아간다. 

 

베르베르인들은 한 때 활발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나 제르바인들 중엔 사실상 기독교 인은 

전무하다 튀니지 내의 기독교 간증은 이슬람 정부에 의해 막혀 제르바인들에게 복음을 . 

증거하기 어렵다 현재 제르바인들 안에서 일하는 선교기관은 없으며 어떠한 기독교 정보도 . 

구할 수 없다. 

 

기도 제목

제르바로 그리스도 일꾼을 보내길 추수의 주님께 기도하자* .

제르바가 예수님을 알길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꿈과 비전을 통해 보여주시길 * 

기도하자.

주님께서 제르바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의 가족에게 축복을 주시길 그리고 * , , ,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길 기도하자. 

중보 기도팀이 예배와 중보기도로 예배와 중보기도로 그 땅을 일굴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제르바 교회에 승리를 가져오시길 기도하자* .

복음을 담대히 전할 제르바인의 중요 지도자를 구해주시길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길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영화 예수 가 나눠지길 기도하자* “ ” .

이들에게 복음이 오디오 포맷으로 전해지길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