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이란를
위한 중보기도

(11월4일~10일)

이라크

개요

o 수 도 : 바그다드
o 인 구 : 31,466,698
o 면 적 : 438,317㎢
o언
어 : 아랍어, KAR은 쿠르드어를 사용한다.
전체언어 26

경제

석유에 기반한 경제(창세기 11장 이후부터)로,
사담이 통치하는 동안 석유에서 얻은 수익은 군
사력 증강에 사용되었음. 이란과의 전쟁으로 경
제 발전이 멈췄음. 두 차례 걸프전과 13년 UN
경제 제재로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은 가난해짐.
이라크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셋째로 많음.
석유로 얻은 부를 관리함. 폭정과 전쟁이 난무
한 50년을 겪은 후 국가 기반시설을 재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 정부의 불안정으로 훨
씬 더 어려워졌다. 실업률이 높고(18-30%), 인구
구성은 젊다(40세 이하 83%).

이란
.o 수 도 : 테헤란
o 인 구 : 75,077,547명
o 면 적 : 1,648,196㎢
o언
어 : 페르시아어(파시어. 다리어와 타지크어
가 주 방언이다). 거의 모든 이란인이 모국어 또는
제2언어로 페르시아어 형태를 사용한다. 전체언어
79.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얻은 거대한 부가 수출 소
득의 80%를 차지함. 경제의 20%만 사적인 영역
이다. 부패와 정치·종교적 전쟁으로 많은 잠재적
인 외국 투자자가 투자를 뒤로 미루고 있음. 소
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최근
개혁도 충분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 급속한
도시화와 초기 급속한 인구 성장은 도시에 수백
만 명의 청년 실업자를 양산함. 실업률이 최근
28%에 달함. 동양과 서양 사이, 카스피 해와 페
르시아 만 사이에 있는 이란의 전략적 위치는
앞으로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임.

정치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동맹국이 세운 독립
국임. 2005년 선거 후 시아파 정당이 통치했으
나, 2010년 선거는 수니파가 지지하는 세속적인
정치 집단 동맹이 간신히 승리했음. 대의제와
입헌 민주주의, 정책은 종종 인종적·종교적 노선
에 따라 조정됨. 이슬람 테러리즘과 결합하여
오래 계속된 분열과 경쟁(시아파와 수니파, 아랍
인과 쿠르드족)이 치명적으로 뒤섞여 나라를 평
화롭게 다스리기가 어려움.

2005년 선거에서는 강경파 마흐무드 아마디네
자드가 당선됨. 빈민에게 돌아갈 몫을 개선하고
혁명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전체적으로 실패함. 그러나 그가 2009년도 선거
에서 다시 당선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
남. 이 시위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격
렬했고 오랫동안 대규모로 이어짐. 핵무기를 보
유하려는 이란의 결심과 그 권리에 대한 굳은
신념이 거의 모든 이란인을 단합시키고 있음.
서구 세계가 이 문제를 잘못 다룬다면 전 세계
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기도제목

미움과 핍박에 관대함과 용서, 사랑으로 반응하
여 무슬림들을 그리스도 중심의 태도를 지닌 신
자들이 연합하도록.
고대 기독교 전통에 속한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많은 어려움
에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배가하고
성숙하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추시고, 그
들이 무슬림 이웃에게 부담을 가지도록.
공적인 모임을 갖는 교회들이 정부 방침대로 공
공연히 무슬림을 복음화 하도록.

동문

현재 0명의 ACTS 동문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의 ACTS 동문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도24·365(세계기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