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아: 알라위(Alawite of Syria)

인 구 : 1,280,000(joshua project.net)

언 어 : 아랍어, 북부 레반트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알라위" 라는 말은 알라위족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1920년까지 외부

인들은 그들을 "누사이리스(Nusayris)" 나 "안사리(Ansaris)"라고 불렀다. 프랑스가 시리아를 

점령하면서 이름이 변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누사리"가 이슬람과 다른 

그 집단의 특성을 강조한다면, "알라위"는 알리에 대한 지지와 시아파 이슬람과의 비슷한 

점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아싸드(Assad)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은 주로 전자의 이름을 사

용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은 후자를 사용한다. 알라위는 오늘날 약 160만 명에 달한다. 

그 중에 100만명이 시리아에 살고 있으며, 시리아 인구의 12퍼센트를 차지한다. 시리아에 

사는 알라위족의 4분의 3은 북서쪽 지방인 라타키아(Latakia)에 살며, 그 곳의 거의 3분의 

2 인구에 해당한다. 

거주지역

알라위족 공동체는 천 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중해를 바라보는 북서 시리아의 산지인 자발 

알 누사이리야(Jabal al-Nusayriyah)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혼합주의적 신앙을 열렬히 보수

해왔다. 알라위스는 반복되는 핍박과, 그들을 순수한 종교활동이 불가능한 이단으로 생각했

던 순니파 다수와 지도자들에 의한 전멸의 위협 가운데서도 독특한 민족으로 살아남았다. 

삶의양식

시리아의 산지는 안전을 찾는 소수 민족들에게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세 이슬람 

종파가 거기서 피난처를 찾았다. 아싸신(Assassins) 즉, 니자리 이스마일리스 (Nizari 

Isma'ilis)와 드루즈족(Druze)은 이집트의 이스마일리 7이맘파 파티마 왕조의 직계 후손들이

었다. 좀 더 과격한 시아의 12 이맘파에 기반하며, 혼합주의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알아위족도 있다. 알라위족은 "굴라트"(과장하는 자들)라고 불리는 과격한 시아

파에 속하는 몇몇 그룹들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시아파들은 알리와 그의 가족들을 숭상하



지만, 굴라트파는 숭상의 정도를 벗어나 알리가 하나님의 현현이 된다고 생각한다. 알라위

족은 부족을 이루고 살며, 4 개의 주요한 부족들로 나누어진다. 그들은 폐쇄적인 사회를 이

루고, 자신들을 핍박당하고 멸시당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며, 어둠의 세상에

서 빛을 본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핍박을 피하

기 위해 지배적인 종교를 따르는 것처럼 가장한다. 알라위 공동체는 종교의 비밀을 전수받

은 종교 지도자 계층인 "카싸"와 무지한 대다수인 "암마"로 나누어진다.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종교 전수를 받을 수 있다. 그는 영적 인도자에게 소속되어 

점차로 더 높은 지위로 입문할 수 있다. (나집, 나틱, 이맘) 모든 카사들은 신앙의 비밀들과 

의무들을 지키도록 맹세를 해야 한다.(킷만) 무지한 암마들은 일반적인 도적 규범만을 지키

고, 공동체의 영적지도자들에게 충성하면 된다. 그들은 또한, 알라위 축제를 지키고, 여러 

성자들의 무덤으로 순례를 해야 한다. 

종교

알라위족은 모든 사람들이 빛의 세상에서 별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순종때문에 거기서 

떨어졌다. 그들은 알리가 왕자로 있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7번 환생해야 한다고 믿

는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속죄가 끝나기까지 크리스천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불시자들은 동물로 환생할 것이다. 알라위의 신앙과 행위들은 그들의 "키탑 알 마즈무"라는 

책에 근거하고 있다. 

방문객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알라위족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 

사실 알라와이트는 방문객에게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자신 또한 그렇게 생

각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알라와이트 사람들은 그가 속한 그룹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한 가르침은 비밀로 지켜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