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제리 실하: (Shilha, Southern of Algeria)

인 구 : 264,000(joshuaproject.net)

주요언어 타첼히트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남부 실하족 대다수가 남서 모로코에 살고 있는 반면 다른 한 그룹은 인근 알제리에 살고 , 

있다 산악 장벽이 이 지역의 큰 특징이다 이 산맥은 길지는 않으나 높이는 최고이고 . . 

지도상 가장 광대한 범위에 뻗어있다 이 지역은 월에서 월 사이엔 눈으로 덮여있다. 11 5 . 

남쪽 경사에는 거의 식물이 없다. 

 

남부 실하족은 부족한 토양과 수자원을 사용하며 마을 주변에 모여 살고 있다 그들은 . 

소규모 댐 및 계단식 밭을 만들어 곡물 및 타 작황을 재배한다 그들은 또한 수입과 자원을 . 

목적으로 가축을 기른다 마을 사람들은 설탕 차 등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 , 

칠일장에서 남는 농축산물을 판다 모로코의 전 수도인 마라 케시는 남부 실하족의 주요 . 

상업 중심지이다. 

 

생활 양식

도시 남성과 여성은 종종 서양 복장을 하나 때때로 젤라바라는 후드가 달린 긴 가운 함께 

입기도 한다 남자들은 터번이나 해골 모자라고 불리는 타기야를 착용한다 농촌 여성은 . . 

색이 화려하나 단정하게 여러 겹을 입는다 거의 베일을 쓰지 않지만 기혼 여성은 항상 . 

두건을 착용한다 여성 중 일부는 얼굴 문신이 있다. . 

 

마을에서의 삶의 방식은 수세기 동안 변함이 없다 대부분의 실하족 마을은 . 50 ~ 500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평면 지붕과 진흙 벽돌로 된 층 주택에 산다. 2 . 

더 바위투성이의 산악 지역에서는 튼튼한 염소 가죽 천막에서 산다. 

 

마을 밖 가파른 경사는 흙을 유지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개간되었다 땅은 정기적으로 . 

관개되지 않고 가을이나 봄에 보리 그리고 때로는 호 을 심는다 계곡에 주로 위치한 , , , . 

다른 땅에는 단순 댐에서 정기적으로 개간을 한다 이 땅에서 그들은 매해 두 종류의 . 



작물을 추수한다 낮은 경사면에서는 양 떼와 염소를 방목하지만 여름에는 온 가족이 높은 . 

산악 목초지로 양떼를 모는 경우도 있다. 

 

남부 실하족은 가난하지만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굳세고 근면하며 농경사회에 . , 

물리적으로 불리한 세상에서 그들의 미약한 존재를 넓히고 있다 그들은 노력이 더 높은 .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오직 소수만이 몇 년 이상의 . 

공교육을 수료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남자 아이들이 코란을 가르치는 이슬람 학교를 . . 

다닌다. 

 

가족 결속력은 남부 실하족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가족은 남성 가장의 권위 아래 . 

사는 가까운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종 살까지 어린 새 신부는 결혼 후 남편의 . 14

가족의 집으로 들어와 산다. 

 

세기 후반 이후 많은 실하족들이 모로코 북부 도시에 새로운 자원을 찾기를 바라는 19 , 

마음에 그들의 가난하고 인구가 넘쳐나는 계곡을 떠났다 일부는 수익성 높은 식료품상. , 

소매상 또는 도매상이 되었다 섬유 무역에 발을 담근 이도 있다 오늘날 카사블랑카에서 , . . , 

가장 중요한 사업가들 중 일부가 실하족이다. 

 

실하족은 세 종류의 방언이 있는 타실헤트라는 언어를 쓴다. 

 

종교

실하족은 거의 모든 무슬림이지만 그들의 종교는 심령술과 신비주의의 혼합이다, . 

흥미롭게도 이 혼합 종교는 그들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과 호기심을 만들었다, .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일상에 존재하길 바라고 예배한다 이러한 정신적 풍토는 복음의 . 

드러남이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엔 극소수의 기독교 증거자가 ! , 

있다. 

 

필요

남부 실하족은 기독교에 전에 없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알제리에는 일부 알려진 신자가 . 

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 

 

기도 제목

주님께 알제리로 가 남부 실하족과 그리스도를 나눌 사람들을 불러주시길 기도하자* . 

중보기도팀이 예배와 중보기도로 예배와 중보기도로 그 땅을 일굴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알려진 실하족 그리스도인을 위로해주시고 보호하시길 기도하자* .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시작된 일을 충분한 제자도를 통해 완성하실 것을 *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유일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길 갈구하길 기도하자* . 

승리의 교회를 알제리 남부 실하 지역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의 이름이 영광 받길 *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