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아랍: (Arab, Saudi of Saudi Arabia)

인 구 : 833,000(joshuaproject.net)

언 어 걸프 아랍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10%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아랍 문화는 유목 부족과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곳으로부. 

터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아랍 세계의 확장을 주도했다 오늘날 사우, . 

디아라비아는 다른 유형의 많은 아랍들의 고향이다 걸프 아랍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알려져 . (

있는 은 주로 아라비아 사막의 남부 가장자리를 따라 거주한다 그들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 

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걸프 아랍어로 알려져 있다.

아랍종족에는 두 개의 기본 계층이 있다 본래 유목민들과 펠라힌 혹은 농업을 받아들인 사. 

람들이다 유목민들은 낙타를 타고 불모의 사막을 여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때로 그들. . 

의 경로를 가로질러 카라반을 공격하기도 한다 펠라힌은 더 정착되었고 사막의 가장자리. , 

에서 거주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걸프 아랍인들은 주로 동물 목축업을 한다 그들은 겨울의 우기 동안에는 . 

사막 안으로 이동하고 건조하고 뜨거운 여름 동안에는 사막의 가장자리로 돌아온다, .

생활양식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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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아랍인들의 삶에 있어서 동물들은 매우 중요하다 사막의 가장자리에서 거주하는 이. 

들에게는 양과 염소의 떼가 있다 이러므로 사막에서의 여행이나 습격을 할 때 이들은 전적. 

으로 낙타에 의존하고 있다 양과 염소들은 금전적 가치를 위해 길러지고 낙타는 교통수단. 

으로 의해 사용되어진다.

유제품은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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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무슬림 종교에 따르면 걸프 아랍인들은 전형적으로 동족결혼을 행한다 이것은 오직 . 

작은 사회 구조 안에서의 결혼을 의미한다 상속은 부계질서이다 그 다음 남자 가족 구성. .(

원에 의해 계승된다 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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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프 아랍인들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수치고 굴욕으로 여겨졌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것이 변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보건과 삶의 형편 개선 그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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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여전히 그러한 자리를 경멸한다. 

종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절반 정도의 걸프 아랍인들은 샤피트 무슬림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 

발리 와하비 무슬림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라키 무슬림들이다 무슬림으로서 그들은 선( ) . . 

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성서인 . 

꾸란의 가르침을 통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들의 종교는 다음의 다섯 기둥들 에 기초한 행위. ‘ ’

이다 무슬림은 하나님은 한분이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이다 를 반드시 고백해야 . (1) ‘ , .’

한다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해야 한다 구제를 해야만 한다 무슬. (2) . (3) . (4) 

림력의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해야만 한다 인생에 최소한 한 번은 성. (5) 

지인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가족 그의 명예 그의 직업 혹은 심지어 , , 

그의 목숨까지도 지불할 수 있다 이 민족 그룹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랍인들의 생활양. 

식과 믿음 체계의 특성으로 인한 도전이 될 것이다 기도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 

수 있는 열쇠이다.

기도제목

추수의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자- .

걸프 아랍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길 기도하자- .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계시해 주시길 기도하자- .

예배와 중보를 통해 그 땅을 흔들 기도팀을 세우주시길 기도하자- .

걸프 아랍인들 가운데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예수 영화가 보급 가능하도록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