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로코 모로코 아랍: (Arab, Moroccan of Morocco)

인 구 : 13,622,000(joshua project.net)

언 어 모로코 아랍어: 

종 교 이슬람 순니파: ( )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모로코 아랍인들의 조상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래되었다 세기를 거듭하면서 아랍인들은 . 

베르베르인들과 함께 뒤섞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남아있다.

농촌 아랍인들 가운데는 몇 개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무함마드의 후손이, 

라 주장하는 귀족 대형 지주 농민 소작농 들이다, , , . 

사회적으로 모로코 아랍인들에는 반대도는 두 그룹이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그룹과 농촌 . 

지역에 거주하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들은 무어족의 후손들이다. . 

그리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랍화된 베르베르족으로 간주되어진다 농촌 아랍. 

인들 가운데는 몇 개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무함마드의 후손이라 주장하, 

는 귀족을 포함하여 대형 지주 농민 소작농들이다 모로코 아랍인들은 주로 모로코의 북, , , . 

부와 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비옥한 지중해 근처의 지역에 살기를 . 

원하고 있다 모로코 아랍인의 인구는 모로코 전체 인구의 절반보다 적다 그들의 언어는 . . 

마그리비라고 불리운다. 

생활양식

대부분의 모로코 아랍인들은 농부들이다 그런 까닭에 농사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다 왜냐. . 

하면 아랍인들은 곡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들은 대량의 보리 씨리얼을 소비한다 물. , , . 

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다른 것들을 재배하는데 토마토 감자 콩 그리고 땅콩 등이다 포, , , , . 

도 올리브 오렌지 복숭아 그리고 배 또한 풍부하게 재배된다, , , .

대부분의 농부들은 닭 염소 그리고 양을 기른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유 달걀 버터 그리고 , . , , 

고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냥이나 낚시는 거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번성한 . 

종족들과 무역을 하기도 한다.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의 지역들은 더 도시화 되었다 그러나 많은 모로코 아랍인들은 여전. 

히 소도시나 마을에 살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대부분이 빈민가에. 

서 살고 있다 소도시들은 주로 상업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 마을은 타워나 요새화된 성문. . 

에 의해 벽으로 둘러쌓여 있다 좁은 거리에 있는 집들은 보통 직사각형의 벽돌과 돌에 의. 

해 많들어졌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내부 안 뜰과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다 산에 형성된 . . 

마을들의 집은 기둥들의 구조에 직사각형이고 벽은 흙이나 마른 돌로 되어 있으며 초가 , , 

지붕이다 이런 집들은 이동이 가능하고 유목 계절 동안 이동이 쉽다. . 

아랍 사회는 가부장적이고 부계사회이다 이것은 남성이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모든 유산이 . , 

남성을 통해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로코 아랍인들 또한 대부분의 다른 아. 

랍인들과 같이 면으로 된 터번을 착용하거나 젤라바스라고 하는 면으로 된 긴 옷감의 종류

로 된 모자를 쓰기도 한다.

도시든 시골이든 여성과 남성의 직업이 구별된다 시골에서는 남자들은 들에서 일을 하거. 

나 가축을 기른다 그리고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 볼 때 보호막이 되어 준, . 

다 시골 여성들 또한 약간의 농사 임무가 있다 소 염소 양에서 우유를 짜서 버터를 만드. . , , 

는 일 등이다 도시의 여성들은 절대 그들의 집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규칙이 . . 

존재한다 그러나 서양의 문화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 

모로코 아랍인들을 위한 삶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의식들에는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이 , , 

있다 남자 아이는 그들의 첫 번째 이발이나 할례를 기념한다 가장 정성을 쏟는 의식은 결. . 

혼이다 자신들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모로코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그룹 내에서만 결혼을 . 

한다. 

종교

사실상 이 지역의 모든 모로코 아랍인들은 무슬림이다 그들은 꾸란과 이슬람의 다섯 기둥. 

을 키지는 것을 고수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이. ‘ , 

다 메카를 향해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슬람의 아홉 번째 달인 라마.’ , , 

단에 금식하는 것 그리고 일생에 최소한 한번은 메카를 순레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필요

이슬람의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죽음에 처하게 

된다 아마도 이것이 이 지역에 있는 모로코 아랍인들 가운데 소수만이 크리스천인지를 설. 

명해 주는 이유일 것이다 그들을 묶고 있는 강한 세력을 깨뜨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계. 

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제목

모로코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 단체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 

하자.

모로코 아랍 신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꿈과 환상을 통하여 이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

모로코 아랍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녹여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모로코 아랍인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 팀들을 부르시- 

도록 기도하자.

강한 지역 교회를 모로코의 모로코 아랍인들 가운데 세우시도록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