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만 페르시안 : (Persian of Oman)

 

인 구 : 78,000 (joshuaproject.net)

언 어 파르시: 

종 교 이슬람: 

복음 주의자 : 0.20 %

성경 번역 전권 : (1995)

 

개요 역사/ 

사전적으로 페르시아인은 이란인이라고도 함 이란 출신 민족 집단이다 페르시아어 , ( ) . 

는 인도 이란 어족의 일부이며 이란의 공식 언어이다 다리어는 아프가니스탄 엘리(Farsi) - , . 

트 언어이며 현  페르시아어의 방언이다, .

 

약 기원 전 년 페르시아의 그룹은 현재 이란 영토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느슨하게 결1000 . 

속되어 있던 페르시아 부족들은 아케메네스 왕족 하에 더 응직렵 있는 정치 단위가 되었다. 

그들의 단결력은 금방 그들을 지역에서 지배적인 민족으로 만들었다. 

 

년 동안 페르시아는 점점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된 문화를 유지했다 이것은 서기 1200 , . 7

세기 아라비아 정복을 성공시키는 토 를 마련하였다 년 이슬람 혁명 후에야 이란과 . 1979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페르시아인의 부분은 현 이란이나 인근 중동 국가 중 하나에서 살고 있으나 작은 페르시, 

아 공동체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생활양식

중동은 약 절반이 원시적 방법의 인공관개에 의존하는 농민들이다 그들은 손으로 짠 품목. , 

양탄자 그리고 도자기 등의 공예품을 만들기도 한다 석유 생산 또한 페르시아에 여러 직, . 

업을 제공한다 실제로는 많은 외국에서 거주하는 페르시아인들이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 

다. 

 

전형적인 농경 페르시아 집은 진흙으로 만든 단층 가옥이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평평한 . 

지붕을 올리며 창문은 만들지 않는다 빛은 문을 통해서나 천장의 개구부를 통해서 들어온. 



다 마을 인구는 몇 세 에서 만 명 이상까지 다 다르다 각 마을의 크기는 주로 농지와 물. . 

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의 주택은 보통 구운 벽돌로 건설된다 높은 토  위에 지. . 

어지고 테라스도 있다. 

 

도시 페르시아인은 략 뚜렷한 다섯 사회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낮은 클래스는 . 1950 

년  후반과 년  초반 사이에 생긴 마을들을 구성한다 이들은 미숙련 노동자들로 1970 . 

큰 도시 외곽에 살며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이 계층은 부분 현지 시장 공예장인. 

들이다 지층의 맨 위에는 부동산 투자자 상인 기타 상업 및 산업 기업인들이다 사제와 . , , . 

기타 성직자들은 울라마로 알려진 계층에 속한다. 

 

페르시아어 문화의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단위는 핵가족이지만 일부 가족들은 더 큰 단위, 

를 만들기 위해 합치기도 한다 가족은 전통적으로 부계중심 사회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가 . . 

순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을 뜻한다 자손의 족보는 아버지를 따라 내려오며 재산과 상. 

속은 남성을 통해 내려오고 또한 가족과 정치의 통치는 남성이 쥐고 있다 페르시아 여성, . 

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그들은 종종 개인적 공간에서는 상당한 결정, 

권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은 가족명예의 보호자이자 수호자이며 자신의 딸과 여자형제의 . , 

정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다. 

 

결혼은 여전히 주선으로 이뤄지지만 그것도 양가 협의와 허락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근친결. 

혼도 선호되고 있다. 

 

종교

아랍 침략 이전 페르시아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다 이 종교는 선과 악의 세력 사이의 영원. 

한 투쟁이 있다고 가르친다 세기 시아파 이슬람교가 이란의 국교가 되었을 때울라마 성. 16 (

직자 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 

 

오늘날 부분의 페르시아인은 이트나 아샤리족에서 빠져나온 시아파 이슬람교도이며 이슬, 

람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예언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종교이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 .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무함마드에게 주어졌다고 전해진다. 

 

이슬람에서 다섯 가지 필수적인 의무가 있다 무슬림은 알라 외엔 신이 없고 무함마: (1) " , 

드는 그의 선지자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한." . (2) 

다 자선를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 무슬림 해의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기간에 금식.(3) . (4) 

을 해야 한다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메카 순례를 가도록 해야 한다 이슬람교도는 또. (5) . 

한 음주 돼지고기를 먹는 것 도박 기만 모략 도둑질 우상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 , , , , , 

다. 

 

필요

이슬람 세계에서 복음이 영향을 미치기란 매우 어렵다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에 . 



해 매우 노골적이며 심지어는 무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을 진실에서 분리시키는 장벽. 

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신약 성경과 또 다른 전도용 책자가 페르시아어로 있기는 하지만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다 기독교 개종자 수는 아직 적다. . 

 

이슬람교의 장벽을 뚫음에 있어서와 입국의 제한이라는 어려움이 타파되어야 하겠다 기도 . 

밖에 없다. 

 

기도 제목

주님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 . 

베두인족들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기독교로 개종한 적은 수의 무슬림 페르시아인들을 격려해주시고 보호해주시* 

길 기도하자. 

그들의 전통적 회교문화가 나아져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닿을수 있도록 기도하* 

자. 

성령께서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 

해주시길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자* . 

주님이 강한 지역교회를 베두인족 중에 세우시기를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