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카타르계 아랍: (Arab, Qatar of Qatar)

인 구 : 355,000(joshuaproject.net)

언 어 걸프 아랍어: 

종 교 순니파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미확인 : 

개요 역사/ 

사우디 아라비아는 여러 아랍 그룹들의 근원지이다 사우디 아랍인들은 보통 걸프 아랍이라. (

고 더 알려져 있음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아랍에미레) , , 

이트 그리고 카타르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카타르에 있는 사우디 아랍인들은 아라비야 혹. 

은 걸프 아랍어 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음 를 사용한다( ) . 

아랍 문화는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마을 사람들과 유목 부족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후에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북부 아프리카로 이주를 했다 아랍에는 두 기본 계층이 있다. . 

진정한 유목민과 농업을 함께 하는 펠라힌 농부들 이다 유목민들은 낙타를 타고 황량한 사( ) . 

막을 가로지르는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따끔씩 그들의 경로를 가로지르는 캐러반들을 습. 

격하기도 한다 펠라힌들은 더 정착하고 있고 사막의 가장자리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 , . 

사우디 아랍인들은 목동들로서 겨울의 우기 동안에 사막 안에서 이동한다 그리고 뜨거운 . 

여름의 건기 때에는 사막의 가장자리로 돌아온다. 

생활양식

걸프 아랍인들의 삶은 소유한 약간의 물질들을 가지고 존재하는 암울한 존재들 중 하나이

다 그들의 주 소유물은 염소나 동물들의 털로 짜서 만든 긴 텐트의 집이다 이 텐트들은 . . 

영구적인 거주지가 아니고 가타라고 하는 장식 파티션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형적. 

으로 텐트의 절반은 여자들과 아이들 조리기구 창고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자, , , 

들을 위한 것이다 남자들의 섹션은 진흙으로 만든 난로가 있고 이곳은 손님 접대 장소로 . , 

사용된다 여자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동안 남자들은 모여 앉아서 그룹의 계획들을 세운. 

다. 

걸프 아랍인들의 삶에 있어서 동물들은 매우 중요하다 사막의 가장자리에서 거주하는 이들. 

에게는 양과 염소의 떼가 있다 이러므로 사막에서의 여행이나 습격을 할 때 이들은 전적으. 



로 낙타에 의존하고 있다 양과 염소들은 금전적 가치를 위해 길러지고 낙타는 교통수단으. 

로 의해 사용되어진다.

유제품은 걸프 아랍인들을 위한 전통적인 식량이 되었다 낙타와 염소의 우유는 신선하게 . 

마시거나 요거트나 기 라고 불리는 버터로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랍 음식은 우유나 요‘ ’ . 

거트를 담은 그릇 혹은 밥에 기 를 얹힌 것들이다 무교병과 같은 둥근 빵이 가능할 시에는 ‘ ’ . 

내 놓기도 한다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추야자는 음식을 먹은 후에 후식으. 

로 먹기도 한다 고기는 손님 대접 혼인 잔치와 같은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기념일에 먹는. , 

다. 

이슬람 종교의 영향에 대한 반영으로 사우디 아랍인들은 동족결혼을 작은 사회 구조 안에서(

의 결혼 행한다 상속은 부계질서이다 그 다음 남자 가족 구성원에 의해 승계된다 사우) . .( .) 

디 아랍인들의 의복은 혹독한 기후에 맞게 제작된다 가볍고 밝은 색 천 그리고 옷이 딱 . , 

맞지 않고 여유 있게 만들어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사우디 아랍인들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수치고 굴욕으로 여겨졌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것이 변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보건과 삶의 형편 개선 그리. . 

고 더 많은 수입을 필요로 하기에 임금을 지불 받는 직업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여전히 그러한 자리를 경멸한다. 

종교

세기 이슬람의 창립은 사우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오늘날 카타르에 있는 사우디 아7 . 

랍의 가장 큰 그룹은 한발리 와하비 무슬림들이다 년대 중반에 압드 알 와합의 아들( ) . 1700

인 모하메드가 그의 근본주의 그룹을 형성했다 그리고 오늘날 사우디는 자신들을 참 이슬. 

람 신앙의 보존자로 보고 있다 와하비들은 세기 이후에 매우 전통적인 그들의 이슬람 행. 3

위와 그 존재 안에 소개된 모든 혁신들을 거부한다 그들의 욕망은 이슬람의 참된 길로서 .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필요

카타르에 거주하는 사우디 아랍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예수 . 

안에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그의 가족 명예 혹은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을 , 

것이다 이 그룹의 전도는 아랍의 삶의 본질과 신앙 체계에 도전이 될 것이다 기도가 복음. . 

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열쇠이다. 

기도제목

카타르의 문을 여셔서 복음의 전파가 있도록 기도하자- .

사우디 아랍인들 가운데 핵심 리더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구주로 선포-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사우디 아랍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자- .

사우디 아랍인들 가운데 견고한 지역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자- .

이 사람들의 주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자- .



이 사람들의 주 언어로 예수 영화가 가능케 되도록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