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레이트 걸프계 베두인: (Bedouin, Gulf of United Arab Emirates)

인 구 : 765,000(joshuaproject.net)

언 어 아랍어: 

종 교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베두인 이라는 단어는 아랍 단어 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양떼를 몰고 이주하는 " " 'Bedou' .  

무리와 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정착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렇게 구. 

분이 되긴 하지만 두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 , ,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떠도는 유목민으로서 베두인

족을 묘사한다 하지만 그들의 참모습은 훨씬 더 복잡하다 오늘날 많은 베두인족은 반 유. , . , 

목민으로 살며 가축떼를 몰고 이동하기도 하고 특정한 형태의 정착농업에 종사하기도 한, , 

다 대부분의 베두인족은 부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거의 모두가 아랍어를 사용하고 아랍.  , 

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아랍인들이 세기에 정복전쟁을 벌이던 시절에 베두인족들은 빠르게 확장해나갔다 그 당7 . 

시 수천명의 베두인족은 중동을 떠나 북아프리카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막에, . 

서의 유목적인 또는 반유목적인 생활방식에 잘 적응했다 부족간의 협력 외에 베두인 부족. 

간의 구분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생활 양식

베두인족의 경제는 주로 목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 사회의 중심에는 물을 얻고 목초.  

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각 부족에 속한 영. 

토는 잘 구분되어 있으며 그 경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정치적인 국경은 베두, . 

인족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정부의 다양한 제한법이 그들의 이주 , 

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막 지역에서의 식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베두인족은 일생에 적어도 한번은 굶주, 



림을 겪게 되기도 한다 낙농품이 그들의 주요 식량원이다 낙타와 염소에서 짠 우유를 요.  . 

구르트로 만들고 기 라고 하는 일종의 버터를 만들기도 한다 여자들은 또한 돌에" "(ghee) .  

다 빻은 거친 가루로 발효시키지 않은 둥근 빵을 굽는다 사막 오아시스에서 나는 대추.  

와 그 밖의 과일도 구할 수 있을 때 마다 먹는다 결혼식이나 축제 또는 손님을 접대할 . , , 

때와 같은 특별한 때에는 육류도 또한 식탁에 차려진다 그런 때에는 어린 염소나 낙타 양. , 

을 잡아서 굽는다. 

 

사막의 뜨거운 더위를 견디기 위해 베두인들은 가볍고 밝은 색의 옷을 입는다 이것은 매우 . 

헐렁한 옷으로 공기를 순환하게 하고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지만 한편 태양과 불어오는 모, 

래로 부터 보호해준다 그들의 옷은 얼굴 손 발을 제외하고는 온 몸 전체를 덮도록 만들. , , 

어져 있다 남자들이 주로 입는 옷은 면으로 된 타우브 라는 것인데 길게 늘어진 .  " "(thawb)

옷으로 흰색 갈색이나 회색이다 긴 옷 위에다 남자들은 키브르 라고 하는 길다란 , . , " "(kibrs)

비단 또는 면 재킷을 입는다 재킷은 앞이 터져 있고 가죽벨트로 묶는다. . 

 

베두인족의 대부분은 낙타나 염소 털로 짠 낮은 직사각형의 천막에서 지낸다 일직선으로 . 

된 기둥으로 천막의 중심을 지지한다 베두인인은 부자일수록 그의 텐트는 더 길다 천막. , . 

의 양 측면에는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려지게 되어 있으며 비가 올 때나 모래폭풍이 , 

불 때는 완전히 닫아버린다 천막은 가타 라고 하는 장식이 된 칸막이로 공간을 나누. (gatas)

며 그 절반은 남자들이 쓴다 그곳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이 있으며 손님을 접대할 , . 

때 사용한다 나머지 절반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장소이며 물건을 보관하는 데도 사용. , 

된다 거기에도 화덕이 있어서 요리를 할 수 있다. . 

 

여자들이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남자들은 교제를 하며 부족을 위한 계획을 같이 세운, , 

다 베두인의 아이들은 약 살이 될 때까지는 여자들의 거주공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다. 7 . 

소년들은 나이가 들면 가축 돌보는 일을 하거나 손님 심부름을 한다 여자들이 할 일에는 . 

아이들 양육 식사 준비 바느질 동물의 털을 모아 짜는 일 텐트를 박고 다시 빼서 싣는 , , , , 

일 요리할 연료를 수집하는 일 노인 뒷바라지 등이 있다 결혼은 대가족 내에서 이루어지, , . 

는게 이상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사촌이 첫번째 신랑감이 된다. . 

 

베두인족의 사회는 일련의 혈연집단으로 조직되는데 가족이 가장 작은 단위이고 그 위에 , , 

씨족 그리고 부족이 있다 과거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 . 

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전임 또는 시간제로 고용. , 

되어 일을 해야만 한다. 

 

종교

베두인족 대부분은 수니파 무슬림들 이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말리크(Sunni Muslims)

계통이지만 아직도 지니 알라딘 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이름과 같다 라(Malikite) , " "(jinnis, ' ' )

는 영혼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다 무슬림 전설에 따르면 지니는 인간이나 동물의 형태를 .  , 

취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이다, . 

 

소수의 부족들은 수피교 라는 이슬람의 신비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수피는 " "(Sufism) . 



알라로부터 직접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다. 

 

필요

거의 모든 베두인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 그들의 언어로 된 자원은 있지만. , 

베두인족은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을 진리와 단절시키는 장벽들을 깨. 

뜨리기 위해서는 이 부족들을 위한 강렬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 . 

 

기도 제목

성령님께서 베두인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 

도하자.

이미 헌신한 소수의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장기 사역자들을 추가적으로 세워* 

주시도록 기도하자.

베두인족을 위해 신실하게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팀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이 소중한 민족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자* .

성령님께서 베두인 성도들의 마음에 시작된 사역을 적절한 제자훈련을 통하여 완성할 수 * 

있도록 기도하자.

베두인 성도들에게 동족과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 

하자.

셩령님이 베두인족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모든 베두인 부족들 가운데 강건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그들의 주요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되길 기도하자* . 

이들의 주언어된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상영되기를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