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남부 발루치: (Baloch, Southern of Qatar)

인 구 : 39,000(joshuaproject.net)

언 어 남부 발루치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파키스탄의 남부 발루치족은 대략 백만 인구로 구성된 큰 발루치 커뮤니티의 일부이다 그8 . 

들의 고향은 발루치스탄 남부지역과 신드 주에 형성되어 있다 이 주는 이 국가의 남동부에 . 

위치해 있다 파키스탄 외에도 발루치족은 이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 , , , , 

소말리아 스리랑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발루치 , , UAE . 

그룹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구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언어들은 세 그룹, .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부 서부 그리고 남부 발루치어이다, , .

그들의 이름인 발루치 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고대 “ ” . 

페르시아 단어의 의미로 수탉의 볏 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이것의 의미가 유목민 이라고 “ ” , “ ”

이야기한다 그들의 역사는 단지 신비스럽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기원을 니므롯 구스의 . . , 

아들 노아의 손자 에서 추적한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는 세기에 그들( ), . , 12

이 이 지역으로 처음 이동했다는 것을 안다 무굴 제국 시대에 이 영토가 발루치스탄 으로 . “ ”

알려지게 되었다.   

생활양식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높고 건조한 지역은 오랫동안 지속된 강들에 의해 물이 풍부했기에 ,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다고도 한다 오늘날은 황량한 지역이다 돌산의 불모지 마른 . . , 

계곡 그리고 반사막 평원이다 강우량은 낮고 의존할 수 없는 정도이고 온덕에는 나무가 . , , 

거의 없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눈이 녹을 때면 마른 강은 갈색의 급류가 되어 흐르고 풍. , , 

경은 다시 한 번 푸르게 변한다.  

발루치족은 전통적으로 농사와 반유목 생활의 조합에 의해 그들의 생계유지를 한다 그들 . 

은 보통 양 염소 그리고 소를 기른다 농사는 좋지 않은 기후로 인해 제한적이다 그럼에, . . 

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한다 주 농작물은 밀이다 가족의 경제를 지. . 



원하기 위해서 어떤 농부들은 닭을 기르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야생과일과 채소에 의존하. 

기도 한다 난쟁이 야자라 불리는 한 야생 식물은 식이 보충재로 사용된다 야자의 알맹이. . 

는 먹고 잎사귀는 지붕 신발 매트 그리고 텐트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 , . 

그들의 생존 기술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각 커뮤니티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기르고, ,  

많은 다른 종류의 농작물을 기르려고 노력한다 만약 지역 경제가 적절한 직업 제공의 기회. 

를 주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은 종종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을 한다, .

시골의 거주지는 진흙집의 무리로 되어 있고 지역 리더의 집 주위로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 

다 그들은 여름 시기에 불변하는 산과 계곡의 정착지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겨울에는 그들. . 

의 가축을 위해 녹초 지를 찾아 평지와 연안지역으로 이주한다 이 시기 동안에 그들은 텐. 

트에서 생활하고 기후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풍경을 따라 이동한다 이러한 임시 거주지는 , . 

작고 혈연으로 밀접한 관계들로 구성된다, .

가족 내에서 모든 식구들은 가족의 양떼를 치는 책임이 있다 남자들이 밭을 갈고 심기를 . 

마치면 여자들은 타작과 수확을 분리하는 일을 한다 전통적으로 땅은 개인적으로 소유가 , . 

되지 않지만 전체 부족에게 속해있다.  

종교

발루치족은 순니 무슬림이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사적인 것이고 국교로서의 개념은 없다. , . 

세속 권위의 모든 형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영적 권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필요

발루치족은 파키스탄의 열악한 기후로 인해 산악 지역에서의 의소소통의 어려움과 그들의 

도둑이라고 하는 평판으로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다 이란 정부 아프가니스탄 정부 그리. , 

고 파키스탄 정부 이래로 모두 발루치스탄의 복지를 나누어 가졌다 그들은 도로를 닦고. , 

농업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발루치족은 이러한 발달 변화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 

남아 있었다.   

남부 발루치족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거의 없다 예수 영화는 있다 그러나 그들 가. . 

운데 신자는 소수이다. 

발루치인들의 문맹률은 매우 높다 크리스천 사역자들은 파키스탄에서 교사로서의 사역의 .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제목

- 발루치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꺼이 파키스탄에 갈 자들을 부르시도록 기도하

자. 

발루치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결려- 

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발루치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남부 발루치인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유순- 

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자.



파키스탄 정부의 리더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자- .

남부 발루치인들 가운데 견고한 교회를 세우시도록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