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비아 구레네 아랍: (Arab, Cyrenaican of Libya)

인구 : 1,669,000(joshuaproject.net)

주요언어 리비아 아랍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10%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키레나이카는 리비아의 동부 해안 지역을 말하며 또한 년 소 자치제 또는 발라디얏1970 ( )小

에 의해 폐지된 옛 행정구역 시스템에서는 트리폴리타니아와 페잔과 함께 전 도 주였( ) ( )- /前

다 구 시스템 폐지 이전 이탈리아 또는 오스만 시절의 왕국 때의 리비아의 행정 분열 아래 . 

키레나이카는 동쪽 절반 트리폴리나타와 페잔에 의해 공유되는 서쪽 절반 을 대표하게 되( )

었다. 

 

이름 키레나이카는 확실히 구레네라는 지역발전의 근원지인 역사도시명에서 유래되었다 쿠. 

프라는 육로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오아시스로 전 키레나이카 지방의 사막 남부 가운데 위치

하고 있다 키레나이카는 이집트와 누미디아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의 북부 해안에 로마 지. 

방 이었고 또한 로도스 섬을 포함하고 있었다 고대에서는 그리스인의 식민지 지역이었다. . 

현재 그 지역은 리비아의 지중해 연안의 동쪽 부분이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되었던 키레나이카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로 저 달 알려진 라

기드 왕조로 전해졌다 성 프톨레미 세의 양자인 마가스 치하에 잠시 독립을 얻기도 하였. 1

으나 마가스의 죽음 후 프톨레미마이오스 제국에 재흡수 되었다 프톨레미 세에 의해 주 , . 8

왕국에서 분리되어 그의 아들에인 프톨레미 아피온에게 주어졌다가 기원 전 무자식으로 죽, 

자 로마공화국으로 넘어갔다 기원전 년에는 원로원 의원의 지역이 되었다. 20 . 

 

정확히 어느 지역까지 로마에게서 상속되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기원 전 년에 크레테의 87

행정영토로 정리되었다 년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사두정치 개혁은 모든 행정구조에 변. 296

화를 가져왔다 키레나이카는 비잔틴 제국이 권력을 쥔 후 까지도 두 개의 지역으로 분할되. 

었다 키레나이카는 처음에는 칼리프 년에는 아부바르크를 통해 이슬람 아랍인에 . , 634-44

의해 정복당하였고 새로운 지방수도인 고대 바르카의 이름을 따 바르카로 명명되었다 후, . 



일 이집트로 합병되었을 때도 같은 이름으로 남았다 결국 년 터키 오스만 제국으로 , . 1517

합병되었다 이것은 트리폴리와 함께 합류된 바르카의 주로 그레이트 술탄에 의해 직함이 (

언급되었다 주요 도시로는 벵가지 와 데마가 있다.) . 

 

년 이탈리아 터키 전쟁을 통해 이탈리아가 키레나이카를 점령하였고 년 월 1911 - 1912 10 15

일 키레나이카를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사흘 후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이탈리아 지. , 

방을 이양하였다 년 월 일에 트리폴리타니아 키레나이카 그리고 페잔은 리비아의 . 1934 1 1 , ,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연합되었다 오늘날 리비아는 독립하였다. . 

 

생활 양식

이 지방에는 도로 시설이 좋지 않아 통신과 무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러나 무선 전신 . , 

시스템은 로즈와의 통신에 설치되어 있고 벵가지에서 트리폴리에도 유선이 설치되어 있다, . 

 

이란계 키레나이카인의 일상 생활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키레나이카 북쪽 . 

경사면에 많은 숲이 있으며 그곳 토양은 보리를 풍부하게 생산하고 있음은 알려져 있다 그. 

곳에는 또한 넓게 트인 잔디 언덕과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는 계곡도 있다 이곳에서 베두인. 

들은 수백만 마리의 양과 가축들을 친다 이곳 기온은 포근하며 적절한 강우량도 있으나 . , 

대개는 년에 한번 꼴로 가뭄이 온다 이것은 농사를 짓거나 땅의 소산을 통해 가축을 먹이5 . 

는 많은 키레나이카인들의 안위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소이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키레나이카 아랍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도록 허락하시길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리비아 키레나이카인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주셔서 교회들이 더 효과적으* 

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길 기도하자* . 

이들을 위해 세계의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길 기도하자* .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내주* 

시길 청원하자. 

이들의 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길 기도하자.

이들의 주 언어로 된 영화 예수 가 상영되기를 기도하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