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술루� 타우숙족(Tausug,� Sulu� of� Malaysia)

인�구� :� 203,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Sempurna,� Sandakan,� Tawau,� Lahad� Datu,� Labuk-Sugut,� Kudat�지역

언�어� :� 타우숙어

종�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신약(2002년)

개요� /� 역사

타우숙은� ‘조류의� 사람들(people� of� the� sea� current)"’이라는� 뜻으로� 사바에서� 술룩

(Suluks)� 또는� 술루(Sulu)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최초로� 필리핀의� 술루� 제도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18세기에� 사바(Sabah)로�이주했고,� 지금의� 사바한(Sabahans)을�건설했다.�

타우숙�사람들은�동부�사바의�해안� 지역의�공동체에서�주로�찾을� 수� 있다.�

과거에� 타우숙은� 해적이었으나,� 지금은� 농업,� 어업과� 가축들을� 키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그

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타우숙이라� 불리며,� 그들만의� 문화의� 양태로� 인해� 바자우족

(Bajau)과는�구별된다.�

생활양식

타우숙� 사람들의� 주요� 생계� 형태는� 농업과� 어업이다.� 일부� 농부들은� 나무와� 덤풀들을� 베어� 버리

고� 마르게� 내버려� 둔� 후� 태워서� 다시� 새롭게� 경작하는� 화전농업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재에�

의해서� 비옥해진� 땅에� 벼를� 심는다.� 주요� 농작물로는� 마른� 쌀,� 젖은� 쌀,� 코코넛,� 커피,� 얌,� 카사

바,� 옥수수와� 다양한� 과일들이다.� 어업은� 근해� 바다에서� 동력보트를� 타고� 그물이나� 대나무� 덫,�

갈고리,� 줄을�이용한다.� 그들은�또한� 물소나�소,� 염소,� 닭,� 거위나�오리� 등의� 가축을�기른다.�



특별한� 경우와� 결혼식에서는� ‘달링� 달링daling-daling’� (춤추는� 사람은� 손끝에� 구부러진� 쇠� 손톱을�

붙인다)이라� 불리는� 전통댄스를� 선보이고,� ‘술루� 판툰Sulu� pantun’� (술루의� 시)을� 대나무� 실로폰

인� ‘갑방gabbang’의� 반주에� � 맞춰� 노래한다.�

전형적인�타우숙� 가옥은�직사각형�모양으로,� 벽은� 재목이나�대나무�장대로�만들고�코코넛이나�니

파� 야자나무� 잎으로� 에워싼다.� 지붕은� 초가지붕이고,� 지상에서� 3-4m위의� 죽마� 위에� 놓여있다.�

가옥은� 분리된� 부엌으로,� 일련의� 가는� 베란다로� 둘러싸인다.� 일반적으로� 벽은� 보호를� 위해� 빙� 둘

러� 있다.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가� 타우숙� 다수인의� 종교이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쿠란(이슬람교� 경전)의� 종교적

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개인교사를� 갖게� 된다.� 이슬람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령신앙을�

지키고� 영적� 세계와� 연관된� 관습을� 이행한다.� 그들은� 또한� 행운이나� 질병을� 야기� 시키는� 모든�

환경적인�주위의�영혼(신)들을� 믿는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슬람교� 신앙과� 영혼을� 믿는� 비정통적인� 신앙이� 섞여있다.� 그들은�

죽으면� 그의� 육체를� 떠나는� 영혼이� 네� 개라고� 믿고� 있다.� 죽은� 사람의� 몸은� 그의� 죄에� 대한� 벌

을� 받기�위해� 지옥에�가서� 살면서� � 지었던�범죄들이�모두�폭로되어�진다고�한다.�

필요

많은� 타우숙� 사람들은� 가난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 더� 효과적인� 농업� 방법과� 더� 획기적인� 어

업� 기술은� 그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상된� 의료� 서비스� 또한� 필요하다.�

타우숙� 사람들을� 돕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또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알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타우숙� 언어로� 번역물은� 이미� 완성됐다.� 하나님이� 타우숙� 인들에게� 접촉기회를�

주시고�그들에게�수용적인�마음을�주시도록�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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