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아랍 베두인(Arab, Bedouin of Jordan)

인 구 : 759,000(joshua project.net)
언 어 : 아랍어, 동부 이집트 베두인어
종 교 : 순니파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베두인 종족은 전통적으로 유목적 생활을 했다. 그들은 페르시아만에서 대서양까지, 터키의
경계에서 예멘까지 널리 퍼져 살았다. "베두인"이라는 단어는 아랍 단어 "베두"에서 유래하
는데, 이는 "사막 거주자"라는 뜻이다. 유목 베두인이 중동 인구의 10%를 차지한다는 통계
가 있다.
생활양식
베두인의 삶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낙타, 양, 염소와 소를 친다. 그들은 좋은 목
초지를 찾아 계절에 따라 이주를 한다. 겨울에 약간의 강우량이 있으면 그들은 사막 쪽으로
더 들어가고, 뜨겁고 건조한 여름 기간 동안에는 물 공급이 보장된 지역에서 캠프를 한다.
베두인 인들은 자신들의 부족과 가족에서 정체성을 갖는다. 사람들은 조상과 직업에 따라
여러 사회적 계층으로 나뉘어진다. 한 사회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하
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계층간 결혼을 하는 것은 어렵다.
전통적으로 베두인 종족이 사는 텐트는 커튼에 의해 3 구역이 나누어진다. 남자들의 구역과
가족들의 구역과 부엌이다. 남자들의 구역에 있는 화로 주변에서 손님들이 접대되는데, 주
인이 커피를 끓여준다. 이곳이 베두인족의 사회 생활의 중심 공간이다. 손님을 맞으면 차를
내놓고, 식사 후에는 커피를 대접한다. 이것이 대체로 손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시
는 음료가 된다. 어떤 음식와 음료수를 대접하는지가 주인의 관대한 환대를 나타낸다. 남자
들은 새로운 일들이나 가축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녁을 보낸다. 여자들은 커튼 밖에서 아
이들과 빵을 굽고, 식사를 준비한다. 양고기 덩이가 든 밥이 손님들에게 접대된다.
여자들은 베두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은 아이들을 기를 뿐만 아니
라 양을 치고, 가축의 젖을 모으고, 요리를 하고, 방적을 하고, 옷을 만든다. 텐트를 만드는
데 쓰는 천도 짠다. 베두인 남자들은 불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커피를 홀짝거린다. 그들

은 매 사냥이나 살루키 그레이하운드, 아라비아 종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모든 가축들과
부족에게 중요한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전통적으로 남자들 중에 한 명이 시를 읊
거나 노래를 한다.
저녁의 끝에 주인은 맙카라(mabkhara)에서 향료를 피워 모든 손님들이 들이마시고, 옷에
향 바람을 일으킨다. 베두인의 역사에서 시는 중심적인 문화적 표현수단이었다. 이슬람 역
사 초기에 베두인 사람들의 시는 다른 문화적 공적들과 아랍어에 이상적 기준을 제공했다.
전통 음식은 유제품과 고기이다. 베두인족은 정착민들로부터 농업 생산물을 얻기 위해 유제
품과 고기를 팔거나 물물교환 한다.
베두인 사회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동 규범이 있다. 아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
원들에게 합당한 행동이 요구된다. 베두인들의 생활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족들의 생
존을 위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화로 인해 베두인의 삶의 방식이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이들이 전통적 생활 방식을 고수하도록 가르치고, 현대 기술에 대해서 교
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전통적 생활 방식은 힘들고 위험하다. 그래서 많은 부족들은 도시에 정착했다. 그래서 요즘
은 젊은 베두인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정부는 유목적 생활 방식을 규제하
려고 한다. 그래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도시적 환경이 좋다. 오늘날 아랍 지역은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지
역이다.
종교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는 꾸라이쉬라는 베두인 종족에서 태어나 자랐다.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꾸란은 나중에 아랍어로 쓰이고, 수집되었다. 이슬람의 첫 개종자들은 메카 안과
주변에 살던 베두인 부족들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슬람은 베두인 문화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들의 삶에서 기도는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사막에는 모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
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한다. 정결 의식에서 몸을 씻을 때 물이 있
으면 물을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래를 사용한다.
필요
현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에서 베두인들은 생활 양식에 도전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이
슬람, 부족적 문화에 서구적 영향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현대 문화에 좀더 쉽게
적응하지만 여자들은 명예와 전통에 묶여 가족의 주거지에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
은 발전의 기회가 없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베두인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
된 박탈과 투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에 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자신
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땅, 즉 1948년 원래의 피난민 캠프에 무단 입주해 산다.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는 베두인들은 무상 교육과 의료 해택을 받고, 출산 장려금을 받는다. 이는 베
두인의 높은 출생률(연간 5%성장)에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 실업률이 매우 높으며, 고등학
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4%)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은 더욱 적다(0.6%). 네게

브에서 베두인 인구는 110,000이 넘지만, 신체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이 아직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