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레인 우르두: (Urdu of Bahrain)

인 구 : 61,000(joshua project.net)

언 어 우르두어: 

종 교 순니파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전권 년: (1998 )

개요 역사/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인디언들은 바레인 인구의 이하를 차지하고 있만 이 국가내에 세 5%

번째로 큰 종족 그룹이다 바레인은 페르시아만의 중심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동부 해. 

안 섬의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우르두족은 아랍과 페르시아인과 같은 무슬림들이다. .

우르드족은 인도의 델리 지역 근처에서 발생한 인도 아리안종족에 속한다 아리안 부족은 - . 

인도에 약 기원전 년에 들어왔고 몽고 그리스 훈족들과 섞이게 되었다 이것은 인도1500 , , . 

의 특징이 점차 더 많이 카프카즈어와 그들의 언어가 더 다양하게 되는데 기인했다 무슬림 . 

세력이 궁극적으로 우르드어가 발전하는데 언어적 변화를 증진시켰다.

우르드어를 말하는 인디안들과 파키스탄인들이 이슬람의 공통된 정체성에 기인하여 바레인

으로 이주하였다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와 강력한 카스트 제도를 따른다. . 

바레인에서 그들은 더 나은 삶의 환경과 더 견고한 교육 시스템을 누린다.

삶의 양식

대부분의 바레인 사람들은 가장 큰 섬의 북부지방에 있는 도시의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 거

주한다 나무가 부족해 진 이래로 그들은 벽돌이나 시멘트로 집을 지었다 이러한 집들은 . . 

보통 높고 바람을 잡기 위해 풍력 타워가 세워졌다 반면에 시골 사람들은 초가 오두막에서 . 

보통 살고 있다.

이 섬은 일 년에 인치 정도 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바레인의 북부 해안 지방의 3 . 

지하수는 식수와 농사를 위한 충분한 물을 제공한다.

바레인은 다른 중동 국가보다 다국적이며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삶을 즐길 수 있다. 

정부는 무상 교육 의료 지원 그리고 높은 전기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가정은 에어, . 



컨 냉장고 라디오 그리고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 가족들은 하루에 한 번 주된 식사를 , , TV, . 

하는데 야채 양고기 채소 그리고 밥을 먹는다, , .

뜨거운 지역의 우르두 인디언들은 가볍고 얇은 옷을 입는다 많은 남자들은 터번을 쓴다. . 

그러나 젊은 바레인 사람들은 서양의 영향을 반영하는 옷을 입는다. 

무슬림들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는 있다할지라도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인다. 

부모가 여전히 결혼을 주선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종교

우르두인들은 순니 무슬림들로서 그들의 유산과 그들의 문화의 종교이다 북부 시골지역에 . 

시아파들이 살 동안에는 바레인의 아랍 무슬림들의 지배자들과 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순니

파 무슬림들이었다 본토 무슬림들은 바레인 무슬림들을 전통 종교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 

엄격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예를들면 바레인 여성들은 점점 더 공적인 활동을 하고 소수. , 

의 여성들만이 전통적인 베일을 쓰기 쓰고 있다.

필요

바레인은 다른 아랍 국가들과 같지 않게 서양의 영향에 대해 더 열려지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더 현재 우르두인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 삶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고려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는 이슬람 종교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다른 . . 

세계관을 수용하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된다. 

바레인은 년 이래로 석유 산업을 자본화 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매장량은 년이1932 . 2010

면 고갈될 것이다 어업은 걸프지역의 오염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바레인은 다양화되고 . . 

있는데 건설 산업과 중동의 금융 중심이 되고 있다 바레인에서의 외국 기업들을 위한 기, . 

회들의 의미는 기독교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랍어로 방송됨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영어 프로그

램이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온다 영어 성경 기독교 문학과 영어 프로그램이 우르두 문화. , 

에 민감함을 보여주는 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역 단체들은 무슬림들에게 다가가. 

기 위하여 영어와 우르두어로서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바레인은 독립된 아랍 쉐이크돔 지역적으로 쉐이크라 불리는 지도자에 의해 다스려지는 곳( )

이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헌법의 어떤 부분은 쉐이크에 의하여 . , 

기각되어졌다.

바레인 무슬림들은 서양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가치가 이교도가 되었다고 간주하고 그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 

기도제목

모든 우르두인들 특별히 바레인에 있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 .



우르드어 기독교 방송과 그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 

성령께서 우르두인들 가운데 예수 영화의 효과를 증가시키도록 기도하자 이 영화가 바레- . 

인에 있는 우르두인들에게 많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자.

추수의 주님께서 우르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

- 우르두인들 가운데나 혹은 근접한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독 기업인들을 위한 문이 열려져서 우르두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 

록 기도하자.

- 우리가 우르두인들에 대해 더 배우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