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카탕족(Katang of Laos)

인 구 : 128,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사바나켓, 사라반 지역 (Source: Faces of the Unreached in Laos, 1999)

언 어 : 카탕족어

종 교 : 민속종교

기독교 : 없음

성경번역 : 없음

개요/역사

  1995년 인구통계 기준에 의하면 라오스내의 카탕족은 95,440명 이었고 크게 6개의 부족으로 

나누었다. 카탕족은 남부 라오스에 넓게 퍼져있다. 주된 그룹은 사바나켓 군의 앗사팡통, 타팡통, 

싼부리, 핀, 쏭콘 그리고 참폰, 사라반 군의 콩세돈, 타오이, 투미안, 사라반, 라옹암, 바피 지역에 

살고 있으며, 몇몇은 참파삭 군의 싸나솜분, 팍콩, 지역에 살고 있다.

  카탕족은 나뭇잎을 꼬아 만든 집을 지어 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많은 수의 카탕족 사람들

이 언덕에서부터 평지로 내려왔다. 이주로 인해 카탕족은 그들의 많은 문화적 유산을 잃어버렸으

며, 라오스의 문화와 언어에 동화되었다.

카탕족 문화의 모형들은 전통적인 카탕족의 공동주택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카탕족

은 한 가족이 모두 한 지붕 아래 살았다. 결혼이 있을 때는 이 후에 자녀들을 생각하여 집을 개조

한다. 사라반 시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툴만 마을에는 방문자들이 머물 수 있는 30 가족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 있다. 카탕족의 전통 직조물들은 다양한 형태의 모양과 색상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생산물들은 서양과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카탕족 남자와 여자는 수세기 동안 대나무 관을 가지고 그들의 귓볼을 늘리는 치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카탕족 사람들에게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비록 카탕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거의 1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는 카탕족 교회가 라오스에 있다. 그들은 카탕족 공동체 내에서 무당과 지도자들에 의해 심각한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오랜 세월동안 제사한 정령들이 자신의 마을을 저주

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카탕족 사람들은 기독교로 회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을 가지고 있다.  

기도제목

1. 카탕족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하자.

2. 하나님께서 라오스에 있는 작은 카탕족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름부으시기를 기도하자.

3. 성령께서 카탕족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  

  견하게 하시길 기도하자.

4. 카탕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를 기도하자.

5. 카탕족 언어로 된 예수 영화가 그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