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비아 리비아 아랍: (Arab, Libyan of Libya)

인구 : 1,863,000(joshuaproject.net)

주요언어 리비아 아랍어: 

종 교 순비파 이슬람: 

복음주의자 : 0.20%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의 남쪽 가장자기를 따라 위치해 있으며 주로 사막이거나 

반 사막의 나라이다 리비아의 최대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리비아 아랍인들이거나 아랍. 

화된 베르베르인들이다 그들은 주로 베두인의 전통을 물려받은 유목사회인들이었다 가정 . . 

생활이 리비아 아랍인들에게는 높은 가치가 있고 그들은 여전히 특정 베두인들과 자신들을 , 

연결시키고 있다.

리비아는 년 월에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했다 년대에 오일의 발견은 사람들1951 12 . 1950

의 삶의 방향을 급속히 변화시켰다 전에는 텐트에서 살던 사람들도 현재는 그들의 대부분. 

의 인구가 해안 근처의 소도시와 대도시에 자리를 잡았고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 

다 그들의 예전 삶의 방식은 사라지고 있고 산업과 서비스업에서 많은 직업을 갖고 있으. , 

며 적은 비율만이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리비아는 다른 국가로부터 기술자들을 의, . 

존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가 이집트로부터 왔고 아시아 혹은 남부 유럽출신들이다, 25% , . 

수출 수입의 가 오일로부터 온다 어업이나 관광업이 발달하고 있다 인구의 가 수95% . . 90%

도인 트리폴리에 거주하고 있다. 

삶의 양식

오일이 발견되면서 부의 증가 이후 년대에 국가의 신속한 전화의 이유로 많은 리비아1960

인들은 텔레비전 비디오 그리고 스테레오를 소유하게 되었다 전체 인구의 약 가 세 , . 50% 17

미만이다 젊은 세대는 종종 청바지나 현대식 옷을 입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 스타일의 . . 

드레스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 남자들은 흰 면으 된 통이 넓은 바지와 흰 색의 긴 셔츠를 . 

입고 짧은 검정색의 조끼와 하얀 무슬림 모자를 쓴다 여자들은 검소하게 옷을 입고 공공, . 

장소에서 헤드 스카프를 쓰거나 혹은 쓰지 않는다 리비아 여자들은 아랍 국가들 가운데 가. 

장 자유롭다.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여성들과 여자 아이들은 . 

여전히 모임에서 여성들이 남자로부터 분리되는 곳에서는 여자들은 집안에서 서로를 방문하



고 종교적 행사를 즐긴다. 

대부분의 리비아의 음식은 수입되거나 국가에서 보조한다 좋아하는 음식들은 씨리얼 쿠스. , 

쿠스 쌀 라면 양고기 닭고기 올리브 그리고 야채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안전한 , , , , , . 

식수를 제공 받는다.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며 남자들은 명의 부인을 가질 수 있다 가족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4 . , 

의 가장 연장자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다 바이트 혹은 부족 시스템 그룹은 대를 포. 3-4

함한다 도시에서 조차도 확대 가족은 매우 중요하다 여자들은 보통 특정 직업에서 일을 . . 

하는데 교사나 비서 정도이다 그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신들이 남자들보다 열등하다고 , . 

생각한다 그런데 여자들은 군복무를 한다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남자 . . ,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 모두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 군사 교육을 받는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 친척이 그들의 평판을 보호해 . 

줄 수 없다면 해외에서 공부할 수 없다. 

종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 졌던 구레네 시몬은 리비아 출신이다 그리고 구레네 유대인들은 . 

오순절 사건 이후에 리비아로 복음을 다시 들고 갔다 년에 이슬람이 기독교를 대신했. 624

다 오늘날 리비아에는 알려진 기독교인이 거의 없다 비 경찰의 전반적인 네트워크와 배. . 

신의 두려움은 이들을 핍박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교회 적 의미로서 리비. ‘ ’

아인들에게는 공적으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필요

리비아 아랍인들은 세계에 있는 최대 미전도 종족 중 하나이다 어떠한 형태의 복음 전도나 . 

선교 사역이 리비아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외국인 회중들의 모임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 

들 역시 가까이서 감시를 당한다 그리고 리비아인들은 감시 배신 혹은 감옥에 가거나 심. , , 

지어는 처형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매 도시에 . 

외국 교단도 하나 밖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리비아 아랍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믿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그들은 강한 무슬림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위한 개인적인 메시지로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근로자들 . 

가운데 전기 기술자나 오일 근로자들 교사들 컴퓨터 전문가들이 인근 국가에서 리비아로 , , , 

와서 살고 일하면서 리비아 아랍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리비아 , . 

비즈니스맨들과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세팅, 

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제목

리비아에 종교의 자유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

- 소수의 리비아 아랍 기독교인들이 주 안에서 담대하고 보호 받고 제자화 교육의 기회를 , ,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사역자들에게 리비아에 기독교 문서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보



여주시도록 기도하자.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리비아 학생들과 비즈니스맨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예수 영화가 가능해 지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