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만 걸프 아랍 : (Arab, Gulf of Oman)

 

인 구 : 470,000 (joshuaproject.net)

언 어 걸프 아랍어: 

종 교 이슬람: 

복음 주의자 : 0.30 %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레반트 아랍인들은 처음에는 아라비아 반도 곳곳에 정착하였고 나중에는 북부 아프리카로 

이주하였다 오늘날 몇 십만 명의 레반트 아랍인들이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 국경을 따라 . , 

살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부터 쿠웨이트 그리고 이란까지 퍼져 있다 레반트 는 요르단. , . “ " , 

팔레스타인 이라크 아랍계 유 인 칼테아 그리고 시리아 아랍 사람들을 포함하는 아랍 , , , , 

그룹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부분의 학자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을 고유 아랍인으로 여긴다 아라비아 문화는 많. 

은 세기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마을의 유목민과 마을 부족에 의해 발전되었다 또한 . 

그곳에서 아랍 이주가 시작되어 아랍 세계의 확 로 이어졌다. 

 

레반트 아랍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슬람과 긴 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 

아랍 유 인 아랍인 제외한 사람들 모두 무슬림이다 그 지역의 주요 이슬람 지파로는 시아. 

파와 샤피트 파가 있다 부분의 레반트 아랍인들은 지역 방언이 섞인 아라비야라는 아랍. 

어를 쓴다 다른 아랍인들은 마시리키로 알려진 아랍어를 구사한다. . 

 

생활양식

레반트 아랍인들은 일반적으로 비옥한 지역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지만 덜 건조한 산

기슭 근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록 도시나 농장에 정착했으나 여전히 부족 관계는 유지. , 

하고 있다. 

 

다양한 종족이 쉐크 이슬람과 외부 세계에 관한 전문가로 간주되는 아랍 족장 에 의해 지배( )

되며 마을은 요새 같아서 방어에 수월하다 각 집은 사방에 창문이 있고 마을의 바깥쪽을 . 

향하게 만들어졌다 모든 상품과 마을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 



개인 주택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평평한 지붕의 주택으로 타운하우스라고 불린다 예술. 

적 디자인의 한 형태로 창문의 주변을 회칠 과 벽돌로 감쌌다 방은 보통 카펫 류가 깔려있. 

어 집 안에 들어오려면 문에서 부터 신발을 벗어야 한다 벽에는 기 어 앉을 수 있도록 매. 

트리스와 쿠션을 줄지어 깔아놓는다 응접실과 부엌은 맨 위층에 배치되어 있다 평평한 지. . 

붕은 여성들이 빨래를 널 때 사용한다. 

 

사회생활은 아랍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 손잡이 없는 컵에 커피를 따라 . 

마시며 매일의 커피 시간을 나누길 좋아한다 그들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가루 빵이나 , . 

죽 삶은 고기나 닭고기로 구성되어 있다, . 

 

이슬람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계층의 존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의복의 종류, . 

가 그 계층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레반트인들은 다른 마을과 다르게 옷. 

을 입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여성들은 마을과 가정에서 베일을 착용한다 남자아이들은 . . 

성인이 되면 쓸 것을 바꾸고 단검을 차고 다닌다. 

 

무슬림은 최  네 명 까지 부인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반트 아랍인의 결혼은 부분

의 일부일처제이다 과거에는 모든 결혼은 부모에 의해 성사되었으나 점점 더 많은 젊은이. 

들이 자신의 짝을 정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살이면 혼인이 가능하다. 9 . 

 

최근에는 레반트 아랍 유목민의 부분은 산속 마을에 정착하여 곡물 야채 커피 멜론, , , , 

추야자 망고 그리고 석류 등을 재배하고 있다 가축을 통해서는 우유와 계란을 얻는다, . . 

 

종교

거의 모든 레반트 아랍인들은 무슬림이다 이슬람은 가지 기본 가르침 또는 기둥 을 중심. 5 " "

으로 한 행위의 종교이다 무슬림은 알라 외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이. (1) " , 

다 라고 동의해야 한다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한다 자선를 후하게 ." .(2) . (3) 

베풀어야 한다 무슬림 해의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해야 한다 일생 . (4) . (5) 

동안 한 번 이상 메카 순례를 가도록 해야 한다.

 

이슬람은 레반트 아랍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종족보전을 위해 그들은 그룹 내에서. 

만 서로 결혼을 한다 레반트 아랍 사회는 부계사회로 재산 상속은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 , 

진다 이러한 체계에서 남자가 여자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아이들은 가족의 최고의 . .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여성은 아이를 낳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필요

레반트 아랍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큰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부족 안에서 사역하는 기관. 

이 몇 있다. 

지금은 레반트 아랍 사회 안에 기독교인은 몇 되지 않고 가장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룹, 

은 이라크 아랍인들이다 이들 종족에게 전도하기란 나라에서의 많은 규제와 기독교에 한 . 

전체적인 반감으로 많은 도전을 받는다 중보기도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열. 

쇠이다. 



기도 제목

주님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레반트 아랍인들을 위해 기도할 믿음의 중보 기도자를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자국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예멘 아랍 신자들에게 주시길 * 

기도하자. 

그들의 전통적 회교문화가 부드러워져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 

기도하자. 

성령께서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힜게 * 

해주시길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자* . 

주님이 레반트 아랍 사이에 강한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길 기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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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