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레이트 남부 발루치: (Baloch, Southern of United Arab Emirates)

인 구 : 580,000(joshuaproject.net)

언 어 발루치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의 남부 발루치 는 여덟 만명으로 발루치 공동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의 UAE (Baluch) . 

국토는 남부 발루치스탄 과 남부 파키스탄의 신드 지방 에 자리(Baluchistan) (Sind Provinces)

하고 있다 년 전 아랍 땅에서 기름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도 그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 70

다 그들의 이름인 발루치 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목민 을 뜻한. " (Baluch)" . " "

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수탉의 볏 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는 구스 노, " " .  (

아의 손자 의 아들인 니므롯으로 그들의 기원을 추적하기도 했다 이런 불확실함 가운데 ) .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세기에 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때는 무글 기간으로 12 . 

발루치스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고향과의 접촉이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민족성과 언어의 차별성, 

을 보존했다 다양한 발루치 그룹은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 언어를 구사한다 이 언어는 . .  

동부 서부 또는 남부 발루치어로 구분이 되었다, , . 

 

생활 양식

아랍 에미리트 연방은 일곱 왕국 또는 수장국의 연합으로 년 하나로 결합되었다 동부 1971 .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에미리트는 석유에서 얻는 수입에 대한 의존으로 연결되어 있다. 

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이 이 지역에 거주한 부족 아랍인들이다 부족 간의 U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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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가장 개발이 안된 지역 중 하나였다 그러나 년대 후반에 석유의 발견과 함께 갑. , 1950 

자기 부한 국가가 되었고 현대 산업과 도시들이 개발되었다 년대 는 세계에서 , . 1970 , UAE

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가 되었다.

는 대부분 도시화 되어있고 남부 발루치인들은 미숙련 노동자 경찰관 또는 어부로서 UAE , , ,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어떤 발루치인들은 군에 지원했다 어떤 이들은 석유 분야와 부. . 

유한 만 연안 제국에 위치한 농장에서 일을 한다 발루치인들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해야 하. 



지만 이 삶이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발루치스탄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다 의 남부 발루치인들은 말과 옷차림에 있어서 아립인들과 흡사하지만 그들은 . UAE , 

별도의 발루치 지역 사회에 살고 있다.

 

전통 발루치 경제는 농업과 반 유목 방식의 양치기에 기반한다 생존법은 다르나 각 사회. , 

는 다양한 동물과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발루치마야르 는 발루치가 따르는 예법이다 환대와 자비를 베푸는 것 서로에(Baluchmayar) . , 

게 정직할 것 이방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신념, . 

은 노래와 시를 통해 보존되어졌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만약 . ,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조롱을 당한다.

 

종교

발루치인들은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모두 이슬람을 따른다 대부분이 수니파 이슬람교도이, . 

지만 그들의 이슬람 신앙 저변에는 애니미즘 인간이 아닌 것에도 영혼이 있다는 신앙 이 , ( )

어둡게 깔려있다 이슬람교의 출현 전 발루치인들은 아마도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 아. , 

스터교의 추종자들이었을 것이다 옛 종교와 이슬람교의 혼합으로 발루치인(Zoroastrianism) . 

들은 정통 아랍인들보다는 덜 신실한 경향이 있다. 

 

필요

수니파 이슬람은 의 국가 종교이지만 종교 소수민족은 예배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미UAE , . 

전도 원주민에 대한 어떠한 포교활동도 공식적으로 허락되어있지 않다 도시에서 교육받은 .  

사람이건 시골 문맹이건 복음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슬람 법률에 의하면 예. , 

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무슬림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낮은 수치의 . 

발루치인의 회심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수에 관한 영화와 복음 라디오 등의 성경 자료는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들이 열매를 . 

맻기 위한 도구들이며 많은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 

 

기도 제목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 UAE

도하자.

성령님께서 남부 발루치인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 

도록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남부 발루치인들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줄 것을 기도하자* . 

남부 발루치 신자들이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에 들이는 노력이 * 

더욱 확대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남부 발루치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을 채울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시길 기* 

도하자. 

남부 발루치인들 가운데 강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