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곤드족(Gond)

인 구 : 12,993,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마드야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마하라슈트라, 오리싸 주에 주로 분포.
주요언어 : 힌디어
종 교 : 힌두교
복음주의자 : 미확인(기독교 1.00%)
성경번역 : 전권(2002)
개요 / 역사
진흙 길 위에 투박한 출입 문은 두 개의 나무 장대위에 들보가 가로질러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다. 거기에는 밧줄과 매듭의 흔적들이 있다. 누구라도 그것들 중에 말라비틀어진
새로운 동물가죽을 찾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을 마을 앞에서 보게 된다면, 당신은 곤드족
마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곤드족은 자신들을 코이토르(Koytor)라고 부른다. 곤드는 인도의 마하라슈트라, 마드야 프라데시
그리고 안드라 프라데시 주에서 발견된 부족들이다. 곤드족은 각 지역마다 각자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 남동부의 마라하슈트라 주 즉, 가드치롤리, 찬드라푸르, 야바트말 지구(지역) 그리
고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 아딜라바드 지구에 거주하는 곤드족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많은 유사점
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곤드족은 부족들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보다는 높은 민족
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때에 토착 통치자가 있었다. 8세기경의 낡은 요새는 여전히

찬드라

푸르에 남아 있고 마닉가르에 있는 요새의 유물들도 그들의 왕국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들이다. 왕의 후손들 일부는 여전히 적극적인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곤드족은

매년 다사라 기간 동안 그들의 유산을 기념하고 축하한다. 그 행사기간에는 모든 생

존하는 각 세대의 왕의 상속자들이 팔락(Pallak: 어깨로 실어 나르는 왕실의 운송도구)에 올라타
영광스런 대접을 받는다.
곤드족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숲과 가까운 강바닥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대부분의 곤드족 사
람들은 농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신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쌀, 곡물 그리고 녹색 콩을 재
배한다. 염소와 소를 돌보는 것 또한 흔하게 볼 수 있다. 가난한 곤드족 사람들은 부유한 곤드족
사람의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 농사철을 제외하곤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일이 전혀 없을 때는
하루에 성인 남자는 25 루피, 성인여성은 20루피를 받는다. 그들은 또한 사냥을 좋아하고 야생
고기를 좋아한다.
남쪽의 곤드족은 작은 무리들로 모여 산다. 각 시골 마을은 20~30 채의 오두막들이 있고 주변
은 그들의 밭이 둘러싸고 있다. 시골 마을들은 서로 2~4 Km 정도 떨어져 있다. 가까이에 있는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그들은 수송아지가 끄는 짐수레를 이용한다. 모든 농부들은 매 추수기의
마지막에 희생제물을 드린다. 추수 수확량이 그들이 드리는 동물의 크기를 결정한다. 수확량이
많으면 한 마리 염소, 수확량이 적으면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들에게 우기는 비 뿐 아니라 병도 가져온다. 그들은 악한 영이 병도 일으킨다고 믿는다. 희생
제물은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다. 대제사장 페루말(Perumal)은
3-4개 마을을 책임지고 각 마을마다 제물을 공급받는다. 그 제물은 전체 저녁만찬에 제공될 것
이다. 그 희생제물 염소가 머리를 끄덕임에 의해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승
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 사람들은 그 동물이 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 희생제물은 마을
전체가 목격해야 한다. 그러나 제물로 요리된 저녁식사는 오직 남자들만이 맛보게 될 것이다. 마
을 전체 남자들은 강가에 모여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모인다. 백 야자수 토디(레몬, 설탕과 온수
를 섞어 만든 술), 또는 ‘국민 술’이라 불리 는 흑 토디 술은 저녁식사에 추가될 것이다. 음주는
일반적으로 오직 남자만의 권리은 아니다. 희생제물의 가죽은 건초들과 함께 박제되고 마을 출입
문에 매달려 진다. 이것은 악한 영에게 겁을 주고 마을에는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남부 곤드족
은 공중 보건소의 출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주술사를 선호한다. 그들은 닭 한 마리를 가지고
가야한다. 곤드족은 적의 마법이 그들을 질병에 걸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의식에 사용된 나물과
물은 주술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전이다.
대략 한쪽 면의 지름이

90㎝  1.5m 이 되는 전통적인 드럼은 대부분의 중요한 기념행사에

사용된다. 다사라 외에도‘폴라( Pola)’는 중요한 축제이다. 폴라에서는 암소, 숫소들이 존경의 대
상이다. 이 소들에게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 뿔에 색칠을 하고, 장식되어진 소들은 마을 주민들
을 위해 마을을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장식된 소들에게 사탕과 과일들을 준다.
학교는 마라티어

또는

텔루구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중심 언어인 곤드어 다음으로 텔루구어와

라마티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은 초등교육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13-15세 사이에 시집 보내진다. 결혼은 여름에 행한다. 사랑에 빠진 소녀와 소년
의 도주는 용인된 관습이다. 그들이 돌아오면, 마을회의가 열리고 결혼의 조건들에 대해 논의한

다. 결혼은 또한 그들의 부모에 의해 성사되기도 한다. 가정의 경제 상태에 의해서 신랑의 부모
는 신부의 부모에게 일정액의 돈을 주어야 한다.
남부 곤드 부족들 사이에서는 7개의 씨족사회가 있다. 각 씨족은 1~7개의 신들이 있어 그들은
다른 씨족이 가지고 있는 신의 수에 기초해서 다른 씨족을 식별함으로 자신들이 정체성을 유지
한다. 같은 씨족끼리는 결혼 할 수 없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는 몇 개의 신들이 그의 씨족에 있
는지 묻는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서로 같은 씨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개수의
신을 가지고 있는 씨족끼리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재정
상태가 괜찮다면, 남자는 한 명 이상의 부인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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