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레이트 오만계 아랍: (Arab, Omani of United Arab Emirates)

인 구 : 334,000(joshuaproject.net)

언 어 오만 아랍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페르시아만의 남쪽에 위치한 아랍 에미리트 연방국은 일곱개의 독립 국가가 모인 연맹국가

이다 오만의 아랍인들은 이 나라 인구의 단지 를 차지하고 있다 가 크게 도시화되. 3% . UAE

었지만 오만의 아랍인들의 대부분은 아부 다비의 농촌 지역이나 두바이의 마을에 살고 있

다 오만의 아랍인들의 언어와 문화는 이슬람의 로 부터 영향을 받아 아랍 에미리트 . Ibadi

연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다 그들은 관대하고 정중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 , 

거리감을 가지고 산다.

 

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같은 지역에서 살아온 부족 아랍인들이다 부족 간UAE . 

의 경쟁은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년 중반까지 이 지역은 세. 1900

계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지역 중 하나였다 그러나 년대 후반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 1950

갑작스러운 부를 가져왔고 현대 산업과 도시가 개발되었다 년대에 이르러서는 , . 1970 UAE

는 세계 최고 인당 소득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생활 양식

많은 오만의 아랍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나 도시의 외각에 거주한다 그들은 작은 초가집에. 

서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 전형적인 농촌에서는 돌 또는 햇볕에 말린 진흙으로 만들어진 가. 

정집이 무리를 지어 산다 농부들은 대추 야자 보리 기장 그리고 망고를 키운다 오. , , , , . 

만의 아랍인들은 종종 장터에 모여 물건을 사고 팔으며 친목을 다진다 그들은 이야기를 , . 

나누고 코란에 있는 시나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을 즐겨하며 친구들을 방문하기도 한다, , .

 

오만의 아랍인들은 대가족 단위로 산다 그들의 사회는 가부장적이다 그 의미는 그들의 삶. . 

이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는 가족에 대한 궁극적, 

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남성들은 두려움보다 존경심으로 순종해야한다고 믿기 때문에 권위. 

를 남용하지 않는다 또한 남녀에게 명확하게 구분된 역할이 있다 여성이 가정에서 일하고 . . 



있는 동안 남자들은 밭에서 일을 한다 남성과 여성은 종종 따로 먹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 

다 남자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성들은 가정에서여성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 , 

예배에 참석한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리 정합니다 그들이 자녀를 가정의 가장 큰 . . 

자산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노동력과 사회 보장 부모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만의 아랍인들은 주로 유제품 양고기 쌀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그들이 가장 , , .

좋아하는 음료는 차와 커피다 이슬람 율법은 돼지고기를 먹거나 알코올을 마시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만의 아랍인들은 전통 의상을 선호하지만 최근에는 서구적인 의류. 

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남자들은 흰 두루마기와 터번을 착용한다 그들은 또한 밝은 색 . . 

장식 띠에 칼을 가지고 다닌다 여성들은 다채로운 색상의 옷 위에 긴 검은색 드레스를 입. 

는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한다. .

 

아랍 에미리트 연방국에서는 여섯살부터 열두살까지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에미리트. 

에는 초등과 중등 학교가 있다 나라의 유일한 고등 교육기관은 년에 문을 연 아랍 에. 1977

미리트 연방 대학이다 에서는 모든 교육을 무료로 받는다. UAE .

 

종교

세기에는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지에 대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무슬림들 사이7

에서 있었다 라는 이슬람 종파가 이 일로 인해 생겨났다 는 주류 이슬람교. Ibadaya . Ibadis

에서 빠져나온 후 그들은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로 이전하였다 의 오만, , UAE . UAE

의 아랍인들은 이 부류의 이슬람에 속해있다.

 

은 코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슬람보다 더 문자 그대로 받아드Ibadis

리는 편이다 오만의 아립인은 타인들의 기준대로 받아드리는 것을 그들의 기준을 생각하고 .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하다고 할 만큼 관대한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을 그들은 무례. , 

하다고 본다 회심한 무슬림만 아니라면 기독교인도 그들에게는 용납이 된다. 

 

필요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서 알려진 오만의 아랍인 출신 기독교인 몇명 뿐이다 오직 기도만이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만의 아랍 이슬람교도를 관통시키는 열쇠입니다.

 

기도 제목

의 오만의 아랍인에게 주력하고 있는 선교 기관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 UAE

도록 기도하자.

에 살고 있는 몇 명의 오만의 신자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UAE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오만의 아랍인을 위한 예수에 관한 영상물이 제작되도록 기도하자* .

제시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오만의 아랍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 

도하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소중한 오만의 아랍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도* 

하자.



중보기도로 그 땅을 일굴 수 있는 중보팀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 .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 사는 오만의 아랍인들 가운데 강한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 

하자.

이들의 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길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된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상영되기를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