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멘 소코트란 : (Socotran of Yemen)

 

인 구 : 118,000 (joshuaproject.net)

언 어 소코트리어: 

종 교 이슬람: 

복음 주의자 : 0.20 %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소코트란 족은 아프리카의 뿔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소코트라 섬에 살고 있다 소코트라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어 로 추적되며 . ( )

뜻은 희열이 머무르는 섬 을 의미하여 여러 전설들에서 언급되었다" " . 

 

소코트라의 주민들은 본토 아랍 다르게 그리스인 포르투갈인 아프리카와 아랍인이 섞여있, , 

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의 언어는 여러 세기 동안 전 이슬람 아라비아에서 쓰였던 고대 . ( )前

힘야르어의 한 버전이다. 

 

소코트라는 오랫동안 예멘의 남동부 마흐라의 술탄에 의해 통치되었었다 미흐라의 통치는 . 

년에서 년 사이 포르투갈의 점령으로 인해 끝이 났다 년에는 영국이 섬을 1507 1511 . 1834

구매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년대에는 국왕 술탄이 자신의 직위보호를 . 1880

위해 영국의 보호를 받아들였다 술탄의 통치가 드디어 끝났을 년 소코트라는 예멘으. 1967 , 

로 흡수되었다. 

 

생활양식

소코트란 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세상의 끝 이라고 여겨지던 소코트라 . " "

섬을 방문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섬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가 진행된 것. 

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소코트라는 온화한 기후에 바람이 많은 섬이다 하지르 산들은 북쪽의 좁은 해안 평야와 남. 

쪽의 넓은 평야와 함께 섬의 내부를 차지하고 있다 소코트라는 유일한 소비행장이 있지만 . 

예정 항공편은 없다 섬은 우기 동안에는 배로 들어갈 수 없다. . 

 



사람들은 다른 두 지역에서 생활양식에서 다르게 또 비슷하게 살고 있다 연안 사람들은 어. 

부다 일부는 진주를 캐기 위해 잠수를 한다 산악 소코트라족은 반 유목민 베두인이다. . ( ) . 半

그들은 집이 있는 마을을 두고 염소 소 양 등을 치러 매우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두 , , , . 

지역 다 낙타를 키운다 낙타는 짐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며 고기 털가죽과 우유를 제공. , 

한다 당나귀 또한 섬 전체에 퍼져있다. . 

 

섬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게 버터의 일종 생선 및 유향 등이 있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 ), . 

하디보는 북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기본 식단은 쌀 생선 해안 빵 염소와 양고기이다 바다가 조용하고 해적들이 설치지만 , ( ) , . 

않는다면 가루 설탕 쌀 및 기타 품목들은 대개 격주로 배로 들여올 수 있다, , . 

 

섬에 강우량이 낮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적어 연료는 매우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스 병. 

을 배로 들여온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주는 아니다 디젤과 가스 연료 부족은 일상이다. . . 

 

과학자들은 섬에 있는 희귀식물 종들에 매료되어 있다 이 지역의 식물은 북동 아프리카 고. 

원과 소말리아의 평원 지역의 식물과 관련되어 있다 모두 종이 소코트라에만 있는 것. 216 

이고 그 중 종이 멸종 위기에 있다 식물의 대부분은 경제적 또는 약용 가치를 가지고 85 . 

있지만 제대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 

 

최초로 기독교가 소코트라에 들어온 건 서기 네스토리아 주교가 이 섬에 살면서 부터 535 

라는 기록이 있다 그곳의 있는 기독교 교회는 사도 도마의 사역의 결과라고 전해진다. . 

 

소코트란족의 믿음은 년 성 프란시스가 인도로 가는 길에 그들을 방문 할 때 까지 유1542

지되었다 안타깝게도 년에 들어선 후 기독교는 아랍의 억제와 네스토리아 족장들의 . 1680

선교 지원 외면으로 사실상 멸종되었다. 

 

종교

오늘날 소코트란족은 거의 모두 무슬림이다 그들의 절반 정도는 시아파 제이디스 종파로 . 

꽤 광신도적이고 격식을 따지는 유형이다 제이디스의 대부분은 전사들이며 모든 전쟁을 지. 

하드의 발현 이교도에 대한 무슬림 거룩한 전쟁 또는 성전 으로 인식한다 이름은 최초로 ( " " ) . 

카스피 해의 남쪽에 주 설립하고 서기 년에 죽은 자이드에서 따왔다 자이드는 모든 ( ) 864 . 州

수피교 이슬람교의 미신적 종파 의 형태를 거부한다 나머지 소코트라족은 수니파 무슬림이( ) . 

거나 작은 범위 이스마엘 족 중 하나이다( ) . 

 

그들의 신념은 최근 몇 년까지 주로 이슬람에 근거하였지만 많이 절제되어 왔다 보다 근본. 

적으로는 본토 출신의 영향이 사람들의 종교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들은 몇 년 . 

전까지만 해도 리트마나 검정 부르카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떨어진 산악 마을의 여성들은 . 

자유스럽고 전형적으로 밝은 색상을 착용한다. 

 

필요



그들의 필요는 주로 음식과 의료 쪽에 있다 상업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곳이 없을 뿐더러 . 

빈약한 물 공급에 의지해 소규모 밭만 경작할 뿐이다 병원은 최신 장비를 위한 자금 부족. 

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러시아인들로 직원을 구성하고 있

다 위생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 . 

 

더 많은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 영어 학습이야말로 성장하는 관광산업과 . 

상업에서 직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교육 시스템은 도시와 마을에 있을 교사가 항상 . 

부족하다 많은 교사들이 본토에서 임시직으로 온다. . 

 

비 소코트란의 섬은 환경이 좋지 않다 그곳은 일 년 내내 더우며 개월간의 여름 우기( ) . 4非

의 바람이 배를 정박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떠나면 모든 일과 학교는 가동을 중. 

지한다. 

 

소코트란족의 세상과의 단절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준다. 

섬 방문 허가는 예멘 군대에서 얻어야 하며 섬의 유일한 호텔도 군데용으로 유보되어 있다. 

 

성경은 영적 돌파구 같은 것 없이는 나눠줄 수 없다 기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 ??? 

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 제목

소코트란족의 삶을 목회할 일군을 보내주시길 추수의 주님께 기도하자* .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소코트란어로 방송되길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통해 소코트란족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길 기도하자* .

소코트란족 성도들에게 동족과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

도하자 

중보 기도팀이 일어나 예배와 중보기도로 소코트란족의 마음밭을 일굴 수 있게 기도하* ( )

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소코트란 교회에 승리를 가져오시길 기도하자* .

그들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되길 기도하자* . 

이들의 주언어로 된 영화 예수 가 상영되기를 기도하자* " " .

이들에게 복음이 오디오 포맷으로 전해지길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