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르단: 이라크계 아랍(Arab, Iraqi of Iraq)

인 구 : 878,000(joshua project.net)

언 어 : 아랍어, 메소포타미아어

종 교 : 순니파 이슬람

복음주의자 : 미확인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이라크 아랍족은 레반트 아랍이라고 하는 종족 그룹의 후손이다. 레반트 아랍족은 본래 아

라비아 반도 전역에 정착해 살다가 나중에 북아프리카로 이주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쿠

웨이트까지, 동쪽으로는 이란까지 분포되어 있다. “레반트”라는 말은 이라크, 요르단, 팔레

스타인, 칼디아, 시리아의 아랍인들과 아랍 유대인을 포함하는 말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랍족이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족을 조상으로 한다고 본다. 아랍 문화는 

몇 세기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유목민과 정착민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사막에서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아랍 세계가 넓어졌다. 현대 이라크는 고대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제국이 위치했던 곳이다. 이라크는 1차 세계 대전에 영국에 의해 점령당했다. 1932년 이라

크는 독립을 얻었다. 오늘날 이라크 인구의 4분의 3은 아랍인들이다. 

생활양식

이라크 아랍족은 마을에 정착했지만, 그들의 부족적 연대성은 유지하였다. 마을은 요새 모

양이고, 방어가 용이하다. 각 집은 사방에 창이 났고, 마을 밖을 향하도록 지어졌다. 마을 

안밖을 드나드는 모든 물건과 사람들은 엄격히 통제된다. 

개인 집들은 대체로 정교하게 꾸며지며 지붕은 평평하다. 집에는 회칠을 하고, 창은 벽돌 

조각으로 장식을 한다. 방에는 카페트가 깔리고, 집에 들어갈때는 문 옆에 신을 벗는다. 벽

에는 메트리스와 쿠션이 있어 앉어나 기댈 수 있다. 영접실과 부엌은 꼭대기 층에 있다. 평

평한 지붕은 여자들이 빨래를 말리는 데 쓴다. 

이라크인의 40퍼센트만이 읽고 쓸 수 있다. 여자들 중 24퍼센트만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통계가있다. 

아랍인들에게 사회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매일 바닥에 앉아 손잡이 없는 컵으로 커



피를 마신다. 그들의 주식은 밀로 만든 빵과 고기가 들어간 죽으로 되어 있다. 시골 농부들

은 밀, 보리, 쌀, 야채, 커피, 멜론, 건포도, 양, 소, 무화과를 키운다. 우유와 달걀을 위해 

집에서도 가축을 키운다. 

이슬람교는 이라크 아랍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종족을 보전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

들의 그룹 안에서만 결혼을 한다. 상속은 남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체제에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들은 아이들이 가족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

한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여자들은 마을이나 집 안에서나 

베일이나 부르카를 쓴다. 

과거 모든 결혼은 부모가 중매했다. 그러나 요즘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더욱 용납된다. 소녀들은 아홉살이 되면 결혼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본다. 

종교

1968년, 이라크 헌법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했다. 이라크는 시아파 무슬림과 (59.1%) 

순니파 무슬림이 (36.1%) 지배적이다. 이슬람은 5가지 기둥을 행해야 하는 행위 종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라크 아랍인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위대한 사랑에 대

해 듣고, 알기를 원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선생, 선한 사람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영적 가난함을 가지고 있으며, 사담 후세인의 

순니파 정부가 전복된 후 그들은 더욱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기도제목

- 이라크 아랍 크리스천들이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기도하자.

- 이라크 주변 국가에 머물면서 이라크 내에 교회 개척을 시도하는 자들이나 교회를 개척

한 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크리스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라크 정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이라크 위에 있는 영적 기후를 변화시켜주시길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