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 마흐라 (Mahra of Oman)

인 구 : 61,000 (joshuaproject.net)
언 어 : 메흐리어
종 교 : 이슬람
복음 주의자 : 0.00 %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마흐라는 전체 인구의 작은 비율을 구성하며 아랍인 그룹들 중 작은 그룹이다. 그들은 오만
남서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국경에 접한 도파르에서 살고 있다. 더 자세하게는 마흐라라
는 지역 안 도파르 북부이자 지다트 고원 동쪽에 살고 있다. 그들은 마흐리, 또는 메흐리라
는 아랍어 방언을 구사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랍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곳 거친 아라비아 사
막에서 독특한 부족 문화가 발전되었다. 그 첫 장소에서 아랍세계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오만족 사회 구조는 부족 체계의 배치를 기반으로 한다. 부족은 계보, 책임, 그리고 결혼의
자유를 바탕으로 귀족의 레벨로 분류된다. 수니파 무슬림 마흐라는 아랍 기준으로 준-유목
전사로 분류되는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급이다.
생활 양식
마흐라 사회 구조는 부족에 근거한다. 이슬람과 외부 세계에 대해 전문가인 사람이 족장으
로 각 부족을 이끈다. 그의 의무는 행정 재판, 부족 보호, 부족 위상 유지, 그리고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영토 확보 등이 있다. 그들은 영토를 견고하게 방어하는데 한 방편으로
영토를 지나는 모든 상품과 사람들을 관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흐라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그룹, 반 유목민은 오만의 맨 북동부 부분에 사
막의 가장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겨울 목초 기간 동안 그들은 동물과 노숙을 하고,
건조, 여름 기간 동안에는 마을로 이동한다. 두 번째 그룹인 정착민 마흐라족은 반(半)요새
화된 작은 마을에서 해를 보내며 낙타와 염소를 친다. 이런 마을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하며
가축으로부터 우유와 계란을 얻기도 한다.

사교 생활은 마흐라족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매일 커피 시간에 바닥에 앉아 다음날 일
을 계획한다. 나무는 비싸고 부족하여 요리할 때 연료는 가축 분뇨를 사용한다. 전형적인
하루 식단은 밀가루 빵과 죽과 가끔 삶은 소고기나 닭고기를 곁들인다.
마흐라인들은 동족결혼 부족으로 그들의 작은 사회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이 일부일처제이다. 과거에는 결혼은 주선되었지만, 점점 더 개인의 선택이 허용되는
추세이다. 어린이들은 가족의 가장 큰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유산은 부계중심으로
상속(다음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해 상속)받는다. 이러한 체계에서 남자가 여자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여자아이의 가치는 출산의 능력과 결혼을 통한 가족유대로 평가된다.
이슬람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회 계급을 유지하는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계급을 구분
하는 확실한 요소 중 하나는 복장이다. 여자는 집이나 마을에 있을 때 다 베일을 쓴다. 남
자아이들은 머리의 쓸 것을 바꾸고 단검을 참으로서 성인이 되었음을 알린다.
종교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마흐라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
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거룩한 책, 꾸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이
슬람 종교는 행위의 종교로서 다섯 가지 " 기둥"을 바탕으로 한다: (1)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가 그의 선지자이다"라고 인정해야 한다. (2)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한다.(3) 자선를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 (4) 무슬림 해의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기간에 금
식을 해야 한다. (5) 그는 적어도 생에 한 번 이상 메카로 순례를 가야한다.
필요
오만의 마흐라인은 거의 모두 무슬림이다. 현재 지역 사회 내에서 거의 신자가 없다. 예수
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마흐라에게는 가족, 명예, 직업, 그리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게 한
다. 복음 전도는 아랍인들의 생활양식과 믿음 체계의 특성으로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기도 제목
* 복음 전파에 오만의 문이 열리길 수확의 주님께 기도하자.
* 성령께서 마흐라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사람들을 불러주시길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통해 마흐라족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길 기도하자.
* 하나님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소수의 마흐라 신자를 주시길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예멘 마흐라의 사이에 설 중보기도자의 군단을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 강한 지역 교회를 마흐라 가운데 일으키시길 기도하자.
* 그들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되길 기도하자.
* 이들의 주언어로 된 영화 "예수"가 상영되기를 기도하자.
* 이들에게 복음이 오디오 포맷으로 전해지길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