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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중앙�사마족(Sama,� Central� of� Malaysia)

인�구� :� 55,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Semporna지역,� Sandakan,� Kota� Kinabalu

언� 어� :� 중앙�사마어

종�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신약(2009)

개요� /� 역사

사바주의�동부�말레이시아에�사는�사마족�그룹은�공식적으로�바자우족에�속한다.� 바자우�족은� 주

로� 무슬림이다.� 그들은� 7개나� 되는� 많은� 모국어를�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말레이� 폴리네시아� 언어

군의�하위에�있는�사마� 바자우에�속해�있다.�

사마족� 집단은� 일반적으로� 사바의� 동부� 해안� 바자우족으로� 언급되어진다.� 정부는� 하나의� 바자우�

집단을� 다른� 이들과� 구별하지� 않는다.� 외부인들인� 그들을� 바자우족으로� 부르지만� 그들은� 자신들

을�사마족으로�부르고�있다.�

대부분의� 사마족� 사람들은� � 필리핀� 술루� 제도로부터� 건너왔다.� 그들의� 언어는� 복잡한� 방언의� 사

슬들로� 구성되어� 지는데� 대부분�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사마족� 언어로� 식별되어지는� 것들이다.� 사

마족� 언어는� 3가지� 하위군로� 나눌� 수� 있는데� 북부� 사마,� 남부� 사마,� 그리고� 중앙� 사마족� 언어이

다.� 사마족은� 사바의� 동부� 해안� 지역과� 부분적으로� 타와우(Tawau),� 셈포르나(Semporna),� 라하

드� 다투(Lahad� Datu)� 그리고� 산다칸(Sandakan)� 지구에� 거주한다.� 한� 사마족� 거주지는� 코따

기� 나발루의� 가야(Gaya)섬의� 동부�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다.� 사바주의� 많은� 사마

족� 사람들은� 배� 여행으로� 술루� 영역의� 바자우�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대적

으로�쉽고�일반적인�방법이다.�

생활양식

사마족� 대다수는� 여전히� 바다� 중심적인� 삶이다.� 많은� 이들이� 주로�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한다.� 어

업은� 주요� 경제활동과� 함께� 선박업과� 약간의� 농업도� 참여한다.� 코프라(Copra)를� 통해� 얻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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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작을지라도�코프라가�주� 환물작물이다.� 무역의�주요� 품목은�말린� 물고기,� 해삼,� 진주,� 진주� 껍

질,� 다른� 해산물들이다.� 사마족� 거주지들은� 바닷가에� 죽마� 위에� 세워지거나� 잘� 뻗은� 방어막이� 있

는� 해안가를� 따라� 세워지기도� 한다.� 집들은� 밀집되어� 있고� 좁은� 나무�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다.� �

각� 집은� 일반적으로� 부엌이� 딸린� 한� 개의� 직사각형�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은� 위치와� 친족

에�따라�더�큰�단위로�구성�되어� 진다.�

종교

사마족�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순니파� 무슬림이다.� 이슬람교� 수행에� 있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

과� 같은� 것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수라우(surau)라� 불리는� 기도실에서의� 매일� 기도수행과� 매

주� 금요� 기도는� 모스크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전통적� 관행으로써� 종교� 수행

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죽은� 영혼이� 무덤� 근처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자들

에게� 관심을� 얻기� 원한다고� 믿는다.� 또한� 알라신이� 일� 년에� 한번� 죽은�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 돌

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무덤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이슬람식의� 아랍어� 기

도를�읽는� 특별기도를�올림으로�죽은�영혼들에게�존경을�표한다.�

필요

많은� 사마족� 사람들은� 삶은� 아주� 빈곤하다.� 그들은� 특별히� 물과� 건강� 영역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 나은� 교육과� 운송에� 대한� 기반시설� 또한� 절실하다.� 하나님께서� 사마족에게� 도울� 사람들과� 이

러한�필요들을�보내달라고�기도하자.�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사랑과�축복의�통로가�되도록�기도하

자.� 사마족�언어로�된� 성경은�구할� 수� 있으니�사마족�사람들이�성경을�접할� 수� 있도록�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