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멘 북부 예멘 : (Somali of Yemen)

 

인 구 : 1,014,000 (joshuaproject.net)

언 어 소말리어: 

종 교 이슬람: 

복음 주의자 : 0.02 %

성경 번역 전권 : (1979)

 

개요 역사/ 

소말리족은 천만 명이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북동부 아프리카의 개국과 중동에 흩8

어져 살고 있다 소말리아공화국에는 약 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같은 언어 한 신장. 5 . , , 

그리고 공통된 문화유산을 이어받은 그들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단일된 무리 중 하나이다. 

 

이슬람 시대의 초기 동부 아프리카 해안은 박해로부터 탈출한 많은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의 , 

피난처가 되었다 서기 년에가 소말리는 아라비아인들의 영향에 의해 이슬람교로 변환. 1550

되었다. 

 

오늘날 약 십만 명의 소말리족이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에 살고 있다 국가는 남서부의 , 70 . 

아덴만에서부터 지부티와 소말리아로 분리되어 있다 예멘은 놀라울 정도로 비옥하여 대부. 

분의 토지가 농경에 적합하다 강우량이 충분해 관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 

 

생활양식

약 만 천명의 소말리족이 예멘의 수도인 아덴에서 크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형성하여 살고 5 5

있다 소말리인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지만 대부분은 상인이다 소말리아의 내전과 기. , . 

근을 피해 예멘으로 도망 오는 소말리아 난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소말리라는 이름은 이라는 가서 너를 위해 야수의 젖을 짜라 는 뜻의 단어에서 "so maal" " ."

파생되었다 소말리족에 이 표현은 사실은 환대의 거친 표현이다 그들의 사회는 핵가족으. . 

로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은 남자이다 전형적인 가족은 양 또는 , , . . 

염소 떼와 운송용 낙타를 소유한다 일부 사람들은 사육과 우유 짜는 목적으로 낙타를 소유. 

하는 경우도 있다 낙타가 많을수록 그 남자의 명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아덴에 사는 다수의 소말리족은 예멘의 공식 언어인 소말리어와 아랍어 둘 다 구사한다 소. 



말리어는 년까지 글자가 없었다1972 . 

 

예멘의 대부분의 소말리족은 세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농촌 농민 도시 거주자 그: , , 

리고 유목민 목자다 농민의 주요 재배 작물은 감자 수수 날짜 보리 옥수수 등이 있. , , , , , 

다 나라의 약 분의 인 초원에서 양 염소 소 떼 들을 키운다 낙타 또한 사육되고 있. 3 1 , , . 

으며 농촌 지역의 교통수단으로도 사용 되고 있다. 

 

유목민들은 나뭇가지와 잔디로 덮인 이동용 오두막에서 산다 오두막은 쉽게 접어 동물 등. 

에 싣고 가축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그들의 식단은 우유 고기 야생 과일이다 녹차 즐겨 . , , . 

마신다. 

 

좀 더 안정된 농민들은 피트 정도의 둥글고 영구적인 오두막에서 산다 그들은 곡물6~9 . , 

계란 가금류 바나나 대추야자 망고 커피를 포함하는 다양한 식단을 가지고 있다, , , , , .

 

일반적으로 소말리는 토가와 같은 몸에 걸치는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다 남자는 킬츠를 입. 

기도 한다 아덴 사람들은 때때로 서양식 옷을 입기도 한다. . 

 

종교

소말리족 대부분 샤피트 이슬람교도지만 이슬람 관행은 수많은 신념과 전통과 혼합되어 버, 

렸다 그들은 주문을 외거나 마약을 함으로 무아지경 에 도달한다 표준 이슬람기도는 일. " " . 

반적으로 준행되나 소말리족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베일을 쓰지는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축복 기도 그리고 세상일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종교전문가, 

인 와다드를 자주 찾는다 그들은 하늘 신 인 최고남성을 믿고 기우제뿐만 아니라 가축을 . " "

제물로 바친다. 

 

필요

소말리족 중에 신자로 알려진 사람은 몇몇 뿐이다 기독교 인도주의 원조 노동자들에게 예. 

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기도 제목

예멘의 소말리족 가운데 살며 일할 장기 선교사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그 땅을 일굴 기도팀을 세우시길 기도하자* . 

소말리족에 주력하고 있는 선교 기관에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자* . 

그들 가운데 영화 예수 가 효력을 나타내도록 기도하자* " " .

하나님께서 소말리족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때 기름부어주시길 *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자* . 

그들의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변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님이 만져* 

주시길 기도하자.

주님이 강한 지역교회를 소말리족 중에 세우시기를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