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기스(Bugis)족

인 구 :

5,972,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남동쪽에 위치
언 어 : 부기스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
성경번역 : 전권(1997)
개요 / 역사
유기(Ugi)족이라고도 불리는 부기스족은 술라웨시 남부쪽에 산다. 부기스 지역은 Tellumponcoe
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Bone, Soppeng과 Wajo(두문자어 Bosowa로 유명한)지역을 섭정했었기
때문이다. 부기스는 Luwu, Sidenneng, Polam, Pinrang, Pare-pare, Barru, Pangkajene,
Maros, Bulukumba, Sinjia을 섭정하며 정착해왔다. 부기스족은 술라웨시 남부에서 지배적인 사
람들로 여겨지는 역동적이고 매우 유동적인 사람들이다. 많은 부기스족들은 성공과 부를 위해 그
들의 고향을 떠나 숨바와, 자바, 파푸아와 심지어 말레이시아까지 이동했다.
그들의 유기어는 Luwu, Wajo, Bira Selayar, Palaka, Sindenreng, Sawito 등의 여러

방언을

갖고 있다. 부기스어는 칼리만탄 섬의 깜빨라기안족과 두 다야크 족을 포함한 부기스로 불리어지
는 더 넓은 영역의 언어 집단 중에 하나다.

생활양식
대부분의 부기스족은 사냥, 낚시, 농업, 가축 키우기, 수공예품 만들기로 생계를 유지한다. 산에
거주하는 부기스족은 전형적으로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해변가에 사는 부기스족은 어부로 살아
간다. 부기스족의 전통 의복은 Wajo Ponco로 불리우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기원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전통 예식과 전통 춤을 출 때에만 입는다. 부기스족은 매달 첫 번째 수요일과 마지막 목
요일에 열리는 행사나 활동들은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확고히 믿는다. 반대로 토요일은 불행을 가
져다 줄 수 있는 불운한 날로 여긴다.

부기스족 사회에서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여러 개의 사회적 계층이 있다. 왕, 귀족(La
Patau), 지역 관리(Aru Lili)와 여러 계층의 노예들로 구성된다.
부기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적 가치 중 2개는 Siri(개인적 명예)와 siri-pesse(공동의 명예)다.
부기스족은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유지하고, 지켜내야 한다. 개인의 명예를 유지하고 획득하려
는 노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 개인의 명예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심각한 형태의 복수가 행해지기
도 한다. 이슬람은 부기스족의 개인의 명예에 대한 개념을 무슬림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갖
는다는 개념으로 간주하여 강화시켜왔다.
부기스의 혈통은 두 부모 모두를 통해 쌍방향으로 내려온다. 결혼 후, 처음에는 아내 가족과 가
까운 곳에서 잠시 살지라도, 신혼 부부는 남편 쪽이나 아내 쪽의 가정 중 어느 쪽과 가까운 곳
에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종교
부기스족은 수니파 이슬람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
전히 전통적인 물활론적인 애니미즘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적 문화는 종교적 가치 때문에
부기스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필요
현재 부기스족은 재정적 투자와 함께 매우 큰 잠재력이 있는 공공 선박과 어업의 현대화가 필요
하다. 술라웨시 남부 지역의 광산과 산업 또한 전문적인 기술과 투자의 부족으로 아직 손대지
않은 보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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