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집트: 수단계 아랍(Arab, Sudanese of Egypt)

인 구 : 4,286,000(joshua project.net)

언 어 : 수단 아랍어

종 교 : 순니파 이슬람

복음주의자 : 0.20%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수단 아랍인들은 수 세기 전에 수단의 카르툼 지역에서 유래되었다. 오늘날 그들은 북부와 

중부 수단 그리고 이집트에서 주로 살고 있다. 몇 몇 그룹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이티오피

아, 리비아, 예멘 그리고 아랍 에미레이트에 흩어져있기도하다. 

가장 처음의 순수 아랍인들은 베두윈이라 불리웠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온 부족 

유목민들이었다. 그들은 시와 전쟁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수단인들은 이 베두윈들로

부터 나온 부족이다. 이들은 다양한 혈액과 문화가 혼합된 이질적인 사람들이다.

1983년 이래로, 먼저 지배하고 있던 북부 아랍과 남부의 정령숭배자들 그리고 수단의 기독

교인들이 충돌하여 200만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비극은 다르푸르 

지역에 있는 서부 수단과 차드의 국경에서 비 아랍 아프리카인 그룹들에게 일어난 잔혹한 

행위이다. 살인, 집단 강간, 가축의 약탈 그리고 마을을 불태우는 등 아랍 민병대와 잔자위

드에 의해 그 지역이 황폐화 되었다. 70,000명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 그들의 생

명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양식

수년 동안 많은 아랍인들은 아랍 문화, 종교 그리고 언어에 동화되거나 혹은 그들 지역에 

있는 몽골로이드나 니그로이드 그룹간의 결혼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다. 수단 아랍인들은 수

단의 아프리카인 부족들과 결혼을 함으로 어두운 피부색이나 흑인의 특색을 주기도 했다.

대부분의 수단계 아랍인들은 작은 시골 마을들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곡식, 채소 그리고 

목화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른다. 이 모든 것들은 음식이나 무역으로 사용된다. 흙 바닥으로 

된 진흙 벽돌 집의 무리가 마을을 이루고 있다. 집들은 서로 밀집되어 지어졌고, 이것은 그 



공동체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농사가 이 마을들의 

주 직업이라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은 목수, 재단사 종교 지도자 혹은 이발사와 같은 기술직

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수단 사람들 중에 소도시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더 많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마을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가족 유대관계가 약하다. 이 아랍인들은 경제적 

번영과 교육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유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근접 국가의 대학에 다니며, 낙타 대신에 트럭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수단계 아랍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 부족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가축들과 함께 장소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다. 그들은 낙타

를 타고 사막을 횡단한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의 기반은 축산과 무역에 있다. 명예, 충성, 

적대 그리고 환대의 엄격한 방식은 수세기를 통하여 이것들의 가치는 그들 속에 강하게 남

아 있다.

아랍 문화에서 자녀들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노동력과 그들의 부모의 안전을 제공해 주는 가

장 큰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남자와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함께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르게 취급되었다. 어머니들은 남자아이들에게 큰 애정을 보였고, 그들이 하고 싶

은 대로 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욕구에 반응을 한다. 여자 아이들에게도 약간의 애정을 보

이긴 하지만 애지중지 하지는 않는다. 남자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복종과 어른에 

대한 존경에 대해 배운다. 여자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한 가치

를 배운다. 청소년들은 결혼 후 까지 이성에 대해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종교

수단계 아랍인들은 대부분의 아랍인들처럼 무슬림들이다. 이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대부분

의 아랍인들의 주요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헌신되어 있고, 이것

이 그들의 매일의 삶의 증거이다.  

남자들이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기 위해 지역의 모스크에 모이는 동안 여자들은 집에서 모

여서 여성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그들의 종교 의식을 수행한다. 오직 특정 경우에만 여성들

이 모스크 내부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다.

이슬람의 법에 따르면, 남자는 네명의 부인을 가질 수 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규칙들은 

꾸란에 쓰여 있는 것을 따라서 실행된다. 상속, 과세, 전시, 권위자에 대한 복종에 관한 규

정들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도 꾸란에서 찾을 수 있다.

필요

수단계 아랍인들은 긴장, 테러 그리고 전쟁에 휩싸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 수단에서의 이러

한 열악한 필요들에 대한 물리적인 조항들보다도 더 수단계 아랍인들에게는 예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해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능한 약간의 기독교 자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교회들은 종종 폐쇄되거나, 파괴되고 혹은 짓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무슬



림 신앙으로부터의 개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이슬람 연계로부터의 박

해를 견딜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필요하다. 

기도제목

- 교회 개척자들 특별히 여성사역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자.

-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제공되고 전파되도록 기도하자.

- 이 힘든 나라에 육적, 영적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자.

- 예배와 중보를 통해 이 땅을 깨뜨릴 수 있는 기도팀을 부르시도록 기도하자.

- 현재 사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장기 사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자.

- 성령께서 합당한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시작된 일을 완성하시도록 기도하자.

- 성령께서 기독교 방송 매체에 기름 부으사 수단 아랍인들 가운데 방송되도록 기도하자.

-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도록 기도하자.

- 수단계 아랍인들 가운데 견고한 지역 교회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