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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아라비아반도 7개국을 위해
(The 7 countries in the
Arabian Peninsula)

아라비아반도는 바레인, 사우
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의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예멘을 제외한 6개국을
‘걸프국가’라고 부르는데, 이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 개발
을 통해 1970년대 이후 급격
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아
라비아반도 국가들의 종교는
이슬람이고, 타종교의 전파

와 개종은 엄격히 금지된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에는 공식
적으로 현지인 기독교인들이
소수 존재한다. 그러나 그 외
국가들에서는 소수의 비밀 신
자들이 있을 뿐이며, 일꾼들
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슬람이 시작되었고 아직도
이슬람의 중심인 난공불락과
같은 아라비아반도가 복음으
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집중적
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파송되도록
기도하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
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
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
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
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습
2:11)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바레인 교회와 기독교인을
위해
(Bahraini Church and
Christians)

걸프 해운의 중심에 위치한
바레인은 수세기 동안 국제
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해
왔다. 1890 년대에 사무엘
즈웨머와 아라비아 미국 선
교회(Arabian-American
Mission)는 바레인에 들어
와 걸프만에 최초의 선교 병
원과 학교를 세웠다. 무슬림
국가로서 공개 전도와 개종
은 허용되지 않지만 바레인
시민권을 가진 기독교인들

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우
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들
은 대략 1,000 여명으로 파
악되며, 이들 대부분은 오래
전 바레인으로 온 이주민들
의 후손들이다.
이들을 통해 바레인에 주님
의 사랑과 구원이 전해지도
록, 소수의 바레인 기독교인
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
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
랑과 은혜로 자라가도록, 바

레인의 선교 병원, 기독 서점
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바레
인과 이웃 국가들에 전해지
도록 기도하자(자료 출처:
PTAP).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
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
로 이루어지게 하옵소
서...(행4:29, 30)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개방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
아를 위해
(Saudi Arabia Opening
Up)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적 어
려움, 규제를 완화하라는 외
부세계의 압력과 오히려 더
욱 강력한 이슬람화를 요구하
는 내부의 압력에 직면해 있
었다. 사우디는 최근 무함마
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하
에 급격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여성에게 운전, 투표, 경

기장 입장이 허락되었고, 남
성 보호자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슬
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관광
비자가 허락되었다.
새로운 발전이 사람들에게 유
익하고 복음에 더 큰 개방성
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기도
하자. 이슬람 종주국의 국민

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사우디
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
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
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
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시 22:27-28)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변화 속의 아랍 에미리트
(UAE)를 위해
(The United Arab
Emirates in Transition)

아랍에미리트는 활발히 변화
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이스라
엘과의 외교 관계형성, 경제,
교육 분야에 대한 엄청난 혁
신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UAE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면서, 우주 개
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위정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
이 되어 지혜롭게 국가를 다
스릴 수 있도록, 정직하고 열
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미래를 계
획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또한 복음
에도 문을 열고 자유롭게 신

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
하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
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43:19)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전쟁으로 고통 받는 예멘에
참된 희망과 평화가 임하도록
(True Hope and Peace to
C o m e t o Ye m e n
Suffering from War)

예멘 내전은 2015년 3월 26
일 시작되었다. 이란의 후원
을 받고 있는 후티와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영국과 프랑
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수니
파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질병을 앓
고 있고 기아 상태에 있다. 뿐
만 아니라 알카이다와 IS 등

테러 조직들이 이 혼잡한 상
황을 악용해 예멘 안에 혼란
과 폭력을 더하고 있다.

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
도록 기도하자(자료출처:
PTAP).

내전이 멈추고 이 땅을 괴롭
힌 테러와 폭력이 종식 될 수
있도록, 예멘의 신자들이 고
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도록.
폭력의 한가운데서 여성과 아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
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시46: 9)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오만의 새로운 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Oman’s New Sultan.
Haitham Bin Tariq Al
Said)

오만은 술탄(왕)이 국가 원수
인 동시에 최고 군사령관과
총리를 겸직하며 행정, 사
법, 입법에 걸쳐 절대군주로
통치하고 있다. 2020년 1
월 10일, 오만을 50년간 통
치해 온 카부스 알 사이드 국
왕이 별세하면서, 그의 사촌
동생인 하이삼 알 사이드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코로나

와 원유값 하락으로 인한 경
제 침체, 높은 실업률로 국민
들의 불만이 이미 가득 차있
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
세 등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
과되고, 물가도 가파르게 상
승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술탄 하이삼이 하나님을 두
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함

으로 오만을 통치하며, 개종
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기도
하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딤
전2:1)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
해 복음의 문도 열리도록
(Doors for the Gospel
to Open through 2022
Qatar World Cup)

카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
유한 국가이다.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 개발, 금융, 건
강, 교육 및 인프라에 막대
한 투자를 함으로써 신속하
게 국가를 개발하고 있다.
2006년 아시안게임을 개최
했고, 2022년 월드컵과
2030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준비하면서 유능한 스포츠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카타르
로 영입하고 있다.
이들이 스포츠를 사랑하고
스포츠를 통해 세계와 소통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에도 열리도록 기도하자. 스
포츠 전문인 사역자들과 기
독교인들이 카타르에 들어
가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2022년 월드컵이 카타르에
서 주 예수의 진리를 위한 많
은 문을 열어 주도록 기도하
자(자료출처: PTAP).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
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
리라(계3:20)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쿠웨이트 기독교인과 교회를
위해
(Kuwaiti church and
Christians)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시민권
을 보유한 현지인 기독교인
과 교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한
다. 쿠웨이트 현지인 기독교
인의 인구는 대략 259명에
서 400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들은 쿠웨이트 국가 형성
이전 이라크, 터키, 팔레스타
인 등지에서 넘어온 기독교인

들의 후손들이다. 무슬림의
개종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기독교 가문에 속한 자들의
기독교 신앙은 인정된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
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도
록,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교회들이 연합되도록,

세속화로 인한 공허함이 가득
한 쿠웨이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 충만함을 얻도
록 기도하자(자료출처:
PTAP).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
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
께 돌아오더라(행11:21)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위정자들을 위해
(Political Leaders in the
Arabian Peninsula)

예멘을 제외한 아라비아반
도 6개국은 호칭은 다르지
만 사실상 왕이 다스리는 군
주 국가이다. 왕은 오일 달러
로 벌어들인 경제적인 수입
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권력
을 누리고 행사해왔다. 왕위
는 형제간 혹은 부자간 계승
된다. 걸프 아랍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보
좌관들을 채용해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도 한다.
지도 위에 각국 지도자의 이
름이 표기되어 있다. 하나님
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

는 지도자가 되도록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 이
들 주변에 신실한 외국인 기
독교인 참모들이 세워져 하
나님의 의와 법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세워지도록, 또
한 선교와 개종에 우호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아라비아반도의 종족들을
위해
( U n r e a c h e d Pe o p l e
Groups in the Arabian
Peninsula)

아라비아반도의 주요 종족은
아랍족이다. 이슬람의 창시
자 무함마드도 그들 중 하나
였다. 그 외에 발루치, 잔지바
르, 쿰자리, 도파리, 마흐라,
쇼호우, 아자미... 등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그들의 종
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하
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종족들을 국가적 정체성으로
연합하려고 힘쓴다. 이들은
종족의 일원으로 태어남과 동
시에 무슬림으로 태어나며,
평생 자신들의 종족을 지켜
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종교
를 엄격하게 지켜 나간다. 그
들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없는 종족이 다수이다.

아라비아반도의 모든 종족 가
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
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함께 축복 받아야 할 이스마
엘의 자손들
(Descendants of
Ishmael who are to be
Blessed Along with Us)

북아라비아의 아랍인들은 이
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스마엘의 아
들 중 하나가 '미스마'인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
니 미스마’부족의 조상이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
은 ‘검은 천막에 사는 사람들’
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베두
인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이
름이 되었다. 그들은 사막의

아랍족이고 걸프 부족들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하갈
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갈의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
름을 지어주셨다. 이는 ‘하나
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
시매 그가 장성하였다. 오늘
날도 하나님은 수많은 하갈
들과 이스마엘들을 잊지 않

으셨고, 여전히 그들의 부르
짖음을 들으신다.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 이
스마엘의 자손들인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족들에게 풍성
히 부어지도록, 하갈과 이스
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반응하도
록 기도하자(자료출처: UAE
를 위한 31일 기도).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 Yo u n g A d u l t s a n d
College Students)

아라비아반도의 대학들은 코
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수
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
다. 기존의 대면 수업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형태
의 수업과 강의를 접할 수 있
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학생과 교수들
은 하루 빨리 팬데믹이 종식
되고 캠퍼스에서 서로 자유롭

게 만나기를 원한다. 유가하
락 및 예멘, 이란과의 불안정
한 정세는 기업 활동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는
고스란히 청년층의 취업에 있
어서도 불황을 가져왔다.
대학생들이 개인과 나라의 미
래를 향한 꿈을 품고 공부하
도록,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 기독교인 직원들이 선교
적인 사명으로 학생들을 가르
치도록, 청년 대학생들이 그
동안 만연해왔던 공기업 취업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기
업에도 취업하여 다양한 분야
에 경쟁력을 갖춘 미래의 성
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여성들을 위해
(Women)

젊은 여성들의 삶은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얻게 되면서
급격히 바뀌었다. 그들은 캠
퍼스와 직장, 다양한 매체와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 세계
와 접촉하고 있다. 또한 자연
스럽게 외국 기독교인 여성들
과 만나고 친구가 되었다. 그
들 중 일부는 기독교를 궁금
해 하면서 성경을 요청하기
도 한다. 그러나 만약 가족들

이 이들의 변화를 알게 될 경
우 새롭게 얻은 자유를 박탈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
다. 또한 아내들은 남편이 다
른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한 두
려움을 안고 산다.
여성들이 그들의 조상 하갈
이 발견했던 것처럼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창
16:13)을 알게 되도록, 여성

들이 가문이나 남편의 소유
가 아닌 한 인간으로 사랑 받
고 존중 받도록, 선교사들이
루디아(행 16:14,15)와 같
은 신실한 현지 여성들을 만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가족들
에게 복음을 나누는 복의 통
로가 되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Children and Teenagers)

아라비아반도 인구의 50%
이상이 15세 미만의 젊은 인
구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모나 가정부에 의해 양육
된다. 비록 많은 어린이와 청
소년들이 금전적으로 풍족하
지만, 그들의 부모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부족하고 종
종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란다. 사립학교 뿐

아니라 일부 공립학교에서
도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면
서, 아랍어보다는 영어에 더
익숙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인터넷, 대중 매체를 통
해 글로벌화 된 사고와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
적, 육체적, 영적인 필요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창조적

인 사역들이 개발되도록 기
도하자. 외국인 기독교인 가
정들이 경건한 자녀교육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많은 기
독교인 보모들(주로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노동자)이 말과 행동으로 어
머니들과 아이들에게 예수님
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물질주의 - 세상의 부가 아닌
하늘의 부를 쌓도록
(Materialism – For the
people not to Store
Wo r l d l y R i c h e s b u t
Riches in Heaven)

아라비아반도는 고대로부터
땅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안
되기에 유목을 하거나 어업으
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
나 석유가 나오면서 모든 것
이 변했다. 석유로 인해 그들
은 지난 시대에 누릴 수 없었
던 큰 부자가 되었고, 그 부
는 오히려 그들의 우상이 되
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
리면서도 더 많은 부에 목말

라한다. 이들은 노동을 멸시
하고 고된 일을 할 바에야 정
부 보조금을 받아 생계를 꾸
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석유 관련 사업은 국가 수입
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하지만 유가 하락과 전 세
계적인 경제 침체, 대체 에너
지의 개발로 부유한 걸프 국
가들도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부유한 아랍인들의 영혼을 파
괴하는 물질주의에 대항하여
기도하자. 부와 지위와 관련
된 우상에서 그들을 풀어 주
시도록, 그들에게 회개와 믿
음을 주셔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치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라마단(금식월)
(Ramadan the Fasting Month)

이슬람력 9월인 라마단월은
전 세계 무슬림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달이다. 라마단월은
무슬림들에게 가장 거룩한 달
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먹지
도, 마시지도, 흡연도 하지 않
는다. 해가 지는 시점에 맞춰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식사
를 시작한다. 무슬림들은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통해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
며 자선을 실천하고 꾸란을 읽
고 기도하는 등 경건생활에 더
욱 힘을 쓴다. 또한 라마단 기
간 동안은 지난해의 어떤 잘못
에 대해서도 다 말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래서 서로 방문하여 용서를 구
하기도 한다.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며 진
리를 찾는 아라비아반도의 무
슬림들이 길과 생명, 진리이
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
자(자료출처: UAE를 위한 31
일 기도).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권능의 밤
(The Night of Power)

‘권능의 밤’은 무슬림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날로서, 무함
마드가 꾸란의 첫 계시를 받
은 날로 여겨진다. 라마단월
의 27일째 되는 날을 ‘권능
의 밤’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라마단월의 마
지막 10일의 홀수 날 중 한
날이라고 알려져 있다.

권능의 밤에 무슬림들은 모
스크에 모여 이 밤에 알라가
베풀 축복과 보상을 받기 위
해 밤새도록 꾸란을 읽으며
기도한다. 이 밤에 간절히 기
도하는 무슬림들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
고 믿는다.
알라의 권능을 구하는 무슬
림들이 모든 능력 위에 뛰어

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
절히 기도하는 무슬림들에
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으로 죄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1:7)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메카와 핫즈(성지순례)
(Mecca and the Hajj)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 메
디나와 함께 무슬림들에게 가
장 성스러운 곳이다. 핫즈
(Hajj)는 매년 200백만 명 이
상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순례
하며 종교적 의례에 참가하는
일로 이슬람의 기본적인 종교
의무 중 하나이다. 정규적인
순례를 마친 자를 ‘하지
(Haji)‘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믿
는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하
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바라보
며 기도한다. 메카는 무슬림
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
도록 엄격하게 통제된 곳이
다. 메카에 있는 ’무슬림권연
맹‘은 막대한 액수의 오일 달
러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이슬
람을 전파하는 센터이다.

주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악함
을 파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서 메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길 기도하자. 메카에 신자
들이 생겨나며, 교회가 세워지
길 기도하자. 메카 순례를 통
해 구원을 기대하는 무슬림들
을 만나 주셔서, 이들이 믿음
을 향한 순례를 시작할 수 있
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fi

이드 알-아드하(희생절)
- 온전한 희생제물
(Eid al Adha - Sacri cial
Festival)

‘이드 알-아드하(희생절)’는
아라비아반도에서 가장 큰
명절이다. 희생절은 메카로
의 순례(핫즈)의 끝을 알리
는 명절로서 라마단이 끝나
고 70일 후에 치러진다. 희생
절 첫날은 집집마다 양이나
염소, 소 등의 희생제물을 잡
는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명령
에 순종해서 알라의 시험을

통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인들도 아브
라함처럼 자녀까지도 알라
께 바칠 수 있다는 믿음의 표
현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
를 담당하시려고 그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고,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음을 감사하자. 완

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희생 절기를 지키는 모든 이
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자
(자료출처: UAE를 위한 31
일 기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
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9:2)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아라비아반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기독교인)을
위해
(Expact Christians
Working in the Arabian
Peninsula)

걸프 국가들의 대부분의 노
동력은 외국에서 온 이주 노
동자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
은 인도와 필리핀,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주
변 아랍 국가들과 유럽, 미국
에서 걸프 지역의 직업적 기
회를 찾아 이주해 왔다. 이들
중 대략 6%가 거듭난 기독
교인들이다. 현지 정부가 타

종교 예배를 허락함에 따라
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와
예배 모임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현지 무슬림들에게 복
음을 전하거나, 개종을 요구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직장 동료나 이웃, 친구들에
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
은 가능하다.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실을 통해 무슬림 이웃들
에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도록, 믿음을 나눌 때 담대함
과 지혜를 주시도록, 선교자
적 삶을 살 더 많은 기독교인
들을 아라비아반도로 보내주
시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
한 신자들을 위해
(Muslim Background
Believers(MBBs) who
Converted from Islam to
Christianity)

중동 기독교 연구의 세계적
인 권위자이며 이슬람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과 오랫동
안 교류하며 연구해 온 듀에
인 알렉산더 밀러 박사
(Duane Alexander
Miller)는 아라비아반도에
서 지난 50년 동안 약
63,000명 이상의 무슬림들
이 꿈과 환상, 인터넷, 서적,

기독교 위성 등 다양한 방법
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기독교인이 되었
다는 사실 만으로 이들은 가
족과 사회로부터 많은 불이
익과 박해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이
슬람의 거짓을 발견했지만
개종의 사회적 결과가 두려
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

정하지 못하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들이 거짓
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담대
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꿈
과 환상 등으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며 모
든 선한 일에 구비되도록 기
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전쟁과 핍박 속에서 성장하
고 있는 예멘 교회와 신자들
을 위해
(Yemeni Church and
Christians Growing in
the Midst of War and
Persecution)

예멘은 전쟁과 질병으로 휩
싸인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이다. 국제 원조
는 이슬람 구호 기관을 통해
배포되기에 기독교인들의 경
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크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가
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
고 죽음을 초래한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출신의 수백 명의 예멘인들

이 해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들은 텔레비전, 라디
오, 인터넷을 통해 또는 믿는
친척과 이웃의 간증, 꿈과 환
상을 통해 주께 나온다.
주님을 믿게 된 지체들이 그
들의 죄에서 떠나 신앙을 굳
건히 하고 은혜와 지식 안에
서 성장하도록, 예멘 신자들
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지역 신자들의 모
임과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자. 두려움 때문
에 또는 거리 때문에 고립된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성
장하는 예멘 교회가 아라비
아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자료
출처: PTAP).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아라비아반도의 한인교회들
을 위해
(Korean Churches in the
Arabian Peninsula)

사우디와 예멘을 제외한 5개
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
만, 카타르, 쿠웨이트)은 정부
의 승인 아래 정해진 장소(종
교부지)에서 외국인 기독교인
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러나 현지인을 향한 선교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라비아반
도의 한인교회는 1970년대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진출하

면서 시작됐다. 초기 교회들
은 대부분 가정 교회로 출발
했고, 초교파적 성격을 띠는
독립교회가 많다. 한인교회
성도들은 현지인들과 직장 동
료로 또는 이웃으로 교제하
고 있다.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이
웃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
는 삶을 살고, 아라비아반도

를 위한 중보자들이 되도록,
각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의 뜻을 행하는 견고한 공동
체가 되도록 기도하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
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되리라(행1:8)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개
발되고 활용되도록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Various
tools to Spread the
Gospel through the
Internet)

아라비아반도 국가에서도 코
로나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대
학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
행되었다. 이는 이 지역의 인
터넷 시스템을 훨씬 빠르게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다. 자
녀가 평균 3명 이상인 가정에
서 자녀들이 모두 온라인 수
업을 들으려면 컴퓨터 등 수
업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해
야 했다. 또한 여럿이 함께 사

용하여도 끊어지지 않고 빠
른 인터넷 라인이 필요했다.
대부분 소셜미디어(SNS)로
한정되어 있던 여성들의 인터
넷 사용은 보다 다양한 컨텐
츠로 확대되고 있다. 이전보
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더
욱 활발해지고 수월해 진 것
이다. 2020년 통계에 의하
면 아랍에미리트 거주자들은
하루에 평균 7시간 이상 인터

넷을 사용하며, 대략 99%의
현지인들이 소셜미디어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
이 된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기도
하자. 현지인들이 이러한 프
로그램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한류 - 단순한 관심을 떠나 문
화에 대한 성숙한 이해

fi

(Korean Wave – For a
Matur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rather
than a Super cial
Interest)

초기 한류는 한국드라마 및
K-Pop음악에 대한 관심으
로 시작되었다. 이제는 한류
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 역사, 음
식 및 사회적 이슈 그리고 의
료분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으로 교류되고 있다. 자발적
이고 민간주도의 활동 뿐 하
니라 한국문화원, 국제교류재

단 및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
하고 성숙된 단계의 한류를
볼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에
자발적으로 형성된 한류동아
리 및 한글공부 모임 등은 한
류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좋은 문화(가족 및 공
동체 중심 등)가 소개되어 질
수 있도록, 한류의 연결고리

를 통해 무슬림과의 많은 만
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적 삶
을 나누는 성숙한 관계로 발
전 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
원, 관광공사 등 한류와 관련
된 공공기관에 기독교인들을
보내주셔서 창의적이고 선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
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라
비아반도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해
(Foreign Students from
the Arabian Peninsula
Studying in Korea)

해마다 아라비아반도에서 약
45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국
으로 유학 온다. 이들 대부분
은 우수한 인재들로 한국 정
부 혹은 자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3~5년 동안 공부를 하
게 된다. 처음 한국에 오면 한
국 문화와 학업 적응에 어려
움을 느낀다. 따라서 한국어

와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도
록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랍인들
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편
견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들
이 많지 않다.

있도록, 학생사역단체들과 교
회가 아라비아반도에서 온 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
길 수 있도록, 또한 유학생들
이 한국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에서 온 학생들
이 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수,
학생을 만나 복음을 들을 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
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
네 되었음이니라(신10:19)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국내에 거주하는 예멘 난민
들을 위해
( Ye m e n i R e f u g e e s
Staying in Korea)

지난 2018년 6월, 예멘 출
신 난민 484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국정부에 난민 지
위 인정을 요청했다. 이로 인
해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에
이슈로 대두 되었다. 난민 신
청자 중 법무부의 정식 인정
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이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를 받았다. 한국은 난민 인정
률이 낮은데, 난민이라는 개

념 자체가 사회에 익숙하지
않고 또한 신청자에 대한 인
도적 체류 허가를 뒷받침해
주는 제도에서도 아직 난민
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있
다. 한국 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은 모두 쉽지 않다. 일자리
가 불안정한 난민들은 코로
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욱 많다.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이 사
마리아인과 같은 기독교인들
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주님
을 알 수 있도록, 한국 교회
가 난민에 대한 사랑의 돌봄
과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또한 인도적 차원을 넘
어 복음 증거의 기회로 인식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
는 아랍인들을 위해
(Arabs Visiting Korea for
Hospital Care)

대형 병원에 가보면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아랍 사람들
을 흔히 보게 된다. 2019년
8,983명의 환자가 중동에
서 치료차 한국에 왔고, 이
들 중 45.6%가 아랍에미리
트에서 온 환자들이다. 이들
은 최소 1명 내지 4명 정도
의 보호자와 함께, 몇 주에

서 몇 년까지 한국에 거주하
며 치료를 받는다. 낯선 외
국 땅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들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외
롭기 마련이다.
이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기
도해 주는 기독교인들이 많
아지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육체적 병을 치료하시고, 이

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
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
지라(눅7:21)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아라비아반도의 선교사들을
위해
(For Missionaries in the
Arabian Peninsula)

아라비아반도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는 전체 한국 선
교사 파송 비율의 1% 미만이
다. 이는 인근 중동과 북아프
리카에 천여 명의 선교사들
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서도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
다. 이슬람의 종주국이면서
여전히 강력한 이슬람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지역에
서의 선교는 박해와 추방을

의미한다. 선교사들이 비자
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취업
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열어
야 한다. NGO는 정부 차원
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걸프
6개국은 직업을 갖고 선한
이웃으로 동료로 친구로 이
땅에서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또
한 이 곳에서 직업을 얻고, 선

교자적인 삶을 살 기독교인
들이 더 많이 와야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
내주시도록, 선교사들이 팬
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과 소
망을 나눌 수 있도록, 사역자
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
시도록 기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위한 기도
기도로의 부름, 아단
(The Call to Prayers)

무슬림들의 삶은 새벽기도로
부르는 아단 소리로 시작된
다. 정오기도와 오후기도, 일
몰기도를 아단에 맞춰하고, 마
지막 기도를 알리는 아단이 울
리면 밤기도를 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잠을 자다가도 일
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을 알리
는 아단이 울리면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다. 기도는 이들의 삶의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진심이든 형

식이든 하루에 다섯 번씩 드리
는 기도는 이슬람 공동체를 지
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하나
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형벌이 무서워
서가 아니라, 우리와 늘 교제
하며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아
뢰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
로 나아갈 수 있다(자료출처:
UAE를 위한 31일 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슬림
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로 우리
를 부르고 계신다. 하루에 한
번 이라도 아리바이반도의 무
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자. 아라
비아반도를 위한 더 많은 중보
가 일어나고, 일꾼들이 파송되
도록,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슬
림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
해지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