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 바레인 아랍(Arab, Bahraini of Bahrain)

인 구 : 732,000(joshua project.net)
언 어 : 아랍어, 바하르나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1.40%%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사우디 아라비아의 동쪽 해안 여러 섬들에 바레이니 아랍족이 산다. 이들은 바레인에서 가
장 큰 종족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섬들을 다우랏 알 바란(바레인의 주)라고 부른다. 여
기에는 페르시아만 심장부에 있는 30개가 넘는 사막 섬들도 포함되어 있다. 바레이니 아랍
족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는 2백만명의 아랍족들과 친척 관계이다. 그들은 종
교적, 문화적 유산을 통해 느슨하게 결속되어 있다. 아랍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
라고 본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몇 세기동안 아랍인들은 베두인 족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처럼 말이다. 7세기에 선지자 무함
마드가 많은 아랍 족속들을 연합시키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인 종교, 이슬람교를 주었다. 바
레인 인구의 약 80%는 아랍족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도 더욱 대
중화되고 있다. " 바레인"이라고 불리는 중심적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아랍 족속들보다
더욱 도시적이다.
생활 양식
대부분의 바레인 사람들은 가장 큰 섬인 바레인의 북쪽에 있는 여러 마을들에 산다. 그들은
아파트나 집들에 거주한다.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석회 벽돌이나 시멘트로 집을
짓고, 이런 집들은 대개 높고, 바람 탑(wind tower)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사방을 천으로
막아서 바람이 어디서 불든지 천을 치고, 아래로 내려오게 한 천연 선풍기이다. 마을 사람
들은 주로 지붕을 이어 만든 오두막에서 산다. 섬들의 연강 강수량은 7.5cm에 불과하지만
바레인 북쪽 해안을 따라 지하수가 나와서 식수는 많다. 농부들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야채
와 멜론에 물을 댄다. 가족들은 대체로 하루 한 번의 식사를 하는데, 여러 신선한 야채들과
양, 물고기, 쌀을 먹는다. 바레인 사람들은 석유 생산으로 인한 수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다. 정부는 무상 교육과 의료 서비스, 탁월한 전기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부
분의 가정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가 있다. 여러 섬들은 간선 도로를 통해 사우디 아라

비아와 연결되어 있다. 바레인 사람들은 다른 어떤 아랍족들보다 도시적인데, 왜냐하면 바
레인에는 몇 세기동안 무역 센터와 항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서구의 영향을 받
은 옷을 입는다. 여자들은 대부분의 다른 아랍 여자들보다 더 많은 기회와 권리를 누린다.
다른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보다 바레인은 서구의 영향에 열려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레
인인들은 새로운 사상들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에 수용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이슬람교는 너무나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슬람 외의 또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렵다. 그들은 서구 크리스천들의 도덕적 가치들이 이교적이라고
생각한다. 바레인은 1932년부터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매장량은 2010년까지
고갈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만에 공해가 증가하여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바레인은, 산
업을 다양화하며, 중동의 금융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바레인인들은 외국인들이 아랍 문화를 존중해주길 기대한다. 서구 문화의 성적 타락으로 인
해 바레이니 사람들은 서구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종교
대부분의 바레이니 아랍인들은 이슬람을 따른다. 이 종교는 그들 전통과 문화의 중심이다.
바레인의 지배적인 가문과 많은 마을 거주자들은 순니파이고, 북쪽에는 시아파들이 산다.
본토에 사는 아랍족들은 바레인인들이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한
다. 여자들은 아직도 머리 가리개와 긴 소매 옷을 입지만, 전통적인 베일의 사용은 점차 줄
어들고 있다. 더 많은 여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는데, 여학교나 산부인과, 은행에서의 존
경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다.
기도제목
- 아랍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바레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자.
- 바레인이 아라비아반도의 복음의 관문이 되도록 기도하자.
- 바레인 영혼들을 위한 사역에 초점을 둔 사역자들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부담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말씀이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 아라비안 크리스천들 가운데 영적 리더들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자.
- 바레인 비즈니스맨들이 예수를 앎으로 급성장하는 금융경제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이들 아랍인들과 이들을 위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지 하지 못하
도록 기도하자.
- 강한 지역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예수 영화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