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페르시아족 (Persian of Iran)

인 구 : 28,723,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대다수의 페르시아인들은 이란과 그 주변 중동 국가에 살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에
도 페르시안 공동체들이 소규모로 있다.
언 어 : 서부 파시어
종 교 : 이슬람(시아파)
기독교 : 복음주의자 0.19%
성경번역 : 전권(1995년)
개요/역사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하여 페르시아인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에 정착하였다. 결속력이 약
했던 페르시안 부족들은 아케메니안(Achaemenian) 왕조 밑에서 더욱 연합된 정치 단위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합의 결과, 그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우세한 종족이 되었다.
1200년간 페르시아는 점점 더 복잡하고 엄격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은 17
세기에 아랍인들의 침략을 허용하게 된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이란과 페르시
아인들에게 커다란 변혁이 있었다.
생활양식
중동에 사는 페르시아인들 가운데 반 정도가 농부들로서 원시적인 수준의 인공 관개를 이용
한다. 그들은 깔개, 도자기 등의 수공예품들을 만든다. 석유 생산으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 사실, 외국에서 일하는 많은 페르시안들이 이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한다.
전형적인 시골 페르시안 집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1층집이다. 이 집은 나두 기둥들로 지탱되
고, 평평한 지붕이 있으며, 창문은 없다. 빛은 문이나 지붕의 구멍을 통해 들어온다. 한 마
을에 사는 인구는 몇 가구에서 1000명에 이른다. 각 마을의 크기는 농경지와 물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에 있는 집들은 주로 구운 벽돌로 지어졌다. 이 집
들은 높은 지대에 지어지고, 테라스가 있다.

도시에 사는 페르시아인들은 대략 5개의 사회적 계층들로 나누어진다. 가장 낮은 계층은
195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마을로 몰려든 시골 출신들이다. 이들은 기술이 없는 일꾼
들로서 큰 도시 주변부의 인구가 빽빽한 지구에 산다. 시장에서 일하는 기능공들 대부분이
이 계층이다. 가장 높은 계층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가들, 무역 상인들, 상업과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업가들이다. 성직자들이나 사제들은 울람마(ulama)라고 불리는 계
층을 차지한다.
페르시아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경제 단위는 핵가족이다. 그러나 어떤 가족들은 연
합해서 더 큰 단위를 이루이도 한다. 가정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부계 족보를 따르
며, 며느리가 시댁에서 사는 형태를 띤다. 이것은 이 사회가 엄격하게 남성 위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산은 남성들을 통해 전해지며, 가정과 사회에서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페르시아 여성들은 공중에서 남편들에게 순종적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그들은 의사 결정에
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남자들은 가문의 명예를 수호하며, 딸들과 자매들의
순결을 지키는 의무를 가진다.
결혼은 중매로 이루어지지만, 양 가 친적들이 협상과 동의를 한 후 이루어진다. 사촌간 결
혼이 장려된다.
종교
아랍족의 침략이 있기 전에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이 종교는 선과 악사
이 영원한 싸움이 있다고 가르친다. 16세기에 시아파 이슬람이 이란의 국교가 외었고, 울라
마(사제 계급)가 사회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페르
시아인들은 이트나 아샤리(Ithna Ashari) 전통의 시아파 무슬림들이다.
필요
페르시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데 있는 장애물들을 부서뜨리기 위해 많은 기도
가 필요하다. 파시어로 신약과 다른 자료들이 번역되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기도제목
1. 페르시안들을 묶고 있는 영적 권세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2. 페르시안들에게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사람들을 불러 주시도록 기도하자.
3. 페르시안을 위해 무너진 벽을 막아설 신실한 중보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자.
4.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무슬림들을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자
5. 전통적인 무슬림 문화가 약해지고,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자.
6. 성령께서 페르시안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자.
7.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도하자.
8. 중동에 있는 페르시안들 가운데 강한 지역 교회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