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로코 제발라: (Jebala of Morocco)

인 구 : 1,127,000(joshuaproject.net)

언 어 모로코 아랍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 역사

제발라 아랍인들의 뿌리는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그들의 조상은 아라비아 사막

으로부터 북아프리카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에 현지 베르베르인과 섞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 

아랍인은 구분되는 그룹으로 남아있다.

북부 모로코에서는 아랍인이 크게 농촌 지역 거주자와 도시 지역 거주자 두 그룹으로 구분, 

된다 도시 지역 거주자의 대부분은 무어족의 후손이고 농촌 지역 거주자는 대부분 아랍화. 

된 베르베르족이다 농촌 지역 거주자를 여러 계급으로 나뉘어지는데 모하메드의 자손으로 . 

여겨지는 귀족 대지주 농민 그리고 소작농이다, , , .

제발라 아랍인은 아랍계 중에서 작은 그룹에 속하며 모로코 인구 중에서도 매우 작은 비중

을 차지한다 많은 제발라 아랍인은 특히 스페인과 가까운 모로코 북부와 서부에 거주하고 . 

있다 또 다른 이들은 탕헤르와 테투안에 살며 남쪽 페즈 부근까지 뻗어 살고 있다. .  

생활양식

제발라 아랍인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에 살며 생계를 위해 농사짓는 농민인데 상당한 양의 보

리와 을 생산하기도 하면서 소비하기도 한다 물이 풍부한 지역은 토마토 감자 콩 등도 . , , 

재배하며 포도 올리브 오렌지 복숭아 그리고 배와 같은 과일도 기른다 제발라 아랍인들, , , , . 

은 양과 염소 닭등도 키우며 이 가축들로부터 달걀 우유 버터 고기 등을 얻는다 사냥이, , , , . 

나 낚시를 거의 하지 않지만 무역은 활성화했다. 

대서양과 지중해의 연안 지역은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발라 아. 

랍인들은 소도시나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주택 종류는 대저택에서부터 빈민촌까지 다양하. 

지만 빈민촌의 수가 우세하게 많다 작은 마을에서는 와 돌로 지어진 직사각형 모양. abode



의 집들이 매우 좁은 길에 늘어져있다 한편 조금 더 큰 마을의 사각집들은 기둥으로 틀이 . , 

잡혀있고 마른 돌이나흙으로 벽을 세우고 짚으로 지붕을 세웠다, . 

제발라 아랍인의 옷은 다른 아랍인들의 옷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남자들은 대개 면으로 . 

만들어진 모로칸 긴 팔 튜닉을 입으며 면으로 만든 터번이나 모자를 쓰고 가죽 주머니를 , 

들면 의상 완성이다 원래 제발라 아랍 여인들은 하얀 양모로 만든 하이크란 천으로 머리부. 

터 발 끝까지 가렸다 요즘에는 주로 양모 치마에 빨간 벨트로 묶고 다닌다. . 

제발라 아랍 여인들은 주로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남자들은 밭에서 일하거나 가, 

축을 치며 마을을 보호한다 여자들도 우유를 짜거나 버터를 만드는 등 농장 일을 돕기도 . 

한다 마을이나 도시 여자들은 집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역할이 아직까지 존. . 

재하기는 하지만 서구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아랍인들은 부족인들과 이슬람교 영향을 지키기 위해 동족결혼을 지키고 있다 부계주의 . & 

가부장제 아랍인의 생활이 그러하듯 제발라 아랍인의 생활 역시 중요한 의식 행사와 가족을 /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주요 행사로는 탄생 결혼 죽음이 있는데 역시 결혼식이 가장 화. , , 

려하다.

종교

제발라 아랍인 역시 사실상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선지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따른다 천. 

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책 코란에 적혀있는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슬람교는 다. 

섯 기둥 이라는 의무의 따르는 종교로 알라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모하메트는 선지자임을 “ ” , 

인정해야 하며 하루 다섯 번 기도해야 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라마단 , , , 

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하며 메카로 가능하면 성지순례를 가야 한다, . 

필요

매우 적은 수의 제발라 아랍인들에게만 복음이 제시되었다 복음을 들은 이들 중에서도 예. 

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들의 가족 명예 직업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 , 

야 할 일이었다 아랍인의 생활과 신앙 체계로 인하여 그들을 전도하기란 매우 어렵다 기. . 

도만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기도제목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로코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자* 

제발라 아랍인들을 위하여 효과적인 선교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제발라 아랍인들에게 나타내주시기를 * , ,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제발라 아랍 리더들을 지켜주시기* 

를 기도하자

예배와 중보로 그 땅을 기경하는 기도 팀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제발라 아랍인 안에 견고한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