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리타니아 풀라르 투쿨로르: (Tukulor, Pulaar of Mauritania)

인 구 : 261,000(joshuaproject.net)

주요언어 풀라르어: 

종 교 이슬람 순니파: ( ) 

복음주의자 : 0.21%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서아프리카국 세네갈 감비아 모리 타니 기니 그리고 말리 에만 만명 이상의 ( , , , , ) 100

투쿨로르인이 살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세네갈에 있으면 그곳 인구의 분의 을 . 10 1

차지한다 그들은 주로 다가나 강 근처 중동 세네갈 강 계곡에 집중되어 있다 투쿨로르는 . . 

모리 타니아에도 큰 인구를 자지하고 다. 

 

투쿨로르는 폴라니와 월로프나 세레레스 족의 후손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 

세기 중간 세네갈 강 계곡 근처 영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 아랍어 단어 11 , 

타쿠르어에서 파생되었다 오늘날 투쿨로르족은 풀라르와 토로베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 

있다 그들은 각 언어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아랍어에도 능통하다. . 

 

투쿨로르족의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살며 가축 농장 그리고 어획을 생계유지로 하고 , , 

있다 꾸준히 인구상승과 토지의 불평등 분배는 많은 투쿨로르인 특히 청소년들 들이 더 . ( )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활 양식

전통 투쿨로르 사회는 각 계급 개급의 주요 사회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들의 12 , 4 . 

사회 생활은 토착 관습과 이슬람 전통의 혼합물이다 식민지의 결과물인 이슬람이나 여러 . 

국가 지도자들의 목표도 오랜 사회 분열을 지울 수 없었다. 

 

토로베는 귀족 클래스이다 중산층인 림베는 어부 농부 상인 관리자들로 이루어져 잇다. , , , . 

또한 중산층은 장인을 포함하고 하층계급은 노예와 해방노예를 포함한다 사회적 지위가 , . 

거의 불변하나 노예는 매 세대마다 자유인이 된다 투쿨로르족들은 같은 계급 안에서 , 3 . 



결혼하며 여성은 대개 세 남자는 결혼한다 흔치는 않지만 한 남자가 최대 , 16-18 , 25-30 . 

명의 부인을 맞을 수 있다 가족은 보통 대가족이며 평균 가정당 명의 자녀를 둔다. 6 . 

 

전통 농촌 투쿨로르 마을은 작다 그들은 짚으로 만든 지붕에 진흙이나 거친 벽돌로 지은 . , 

둥근 오두막에서 산다 귀족 계급의 장로회가 마을을 다스린다 주식은 쌀 기장 수수. . , , , 

생선 견과류 과일 등이다 평균 일인당 소득은 겨우 달러이다 많은 남성들은 , , . 150~200 . 

현재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프랑스나 세네갈 도심지역과 모리타니아로 가서 보다 높은 

급료의 직업을 찾도록 밀리고 있다. 

 

투쿨로르 여성들은 자신들의 귀의 부드러운 부분에 큰 나무 조각을 깊이 박는다 그리고 . 

양쪽 눈의 바깥쪽 근처에 두 개의 작고 가늘고 긴 구멍이 있다 성기 절단은 불법으로 . 

간주되고 있지만 세 사이의 투쿨로르 여아들의 절반 이상이 결혼하기 깨끗하고 가치 , 3~9 " " 

있다고 평가 받기 위해 여전히 이런 행위를 겪고 있다. 

 

종교

투쿨로르족은 세기에 처음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인간 본성과 사후 운명과 같은 것에 11 . 

관한 전통적 이슬람 신앙이 사람들의 인생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슬람교도들의 . 

형재애는 이슬람을 향한 신비적인 접근방식을 가르친다 사람들은 의식 기도 그리도 다른 . , ,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투쿨로르족의 . 

강신술과 마법에 대한 태도여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주문 부적과 . ,  

주술을 사용한다 투쿨로르족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점을 보는 여러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 

영향을 끼쳤다. 

 

필요

농작물 판매 수익 감소 사하라 사막의 농경지 잠식 삼림 벌채 그리고 인구증가로 인해 , , , 

투쿨로르족은 극심한 재정문제에 처해 있다 또한 세네갈 강에 건설되는 댐은 강변 마을에 . , 

사는 많은 가정들의 살 곳을 잃게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마을 수원이 오염되어 있다. . 

말라리아 및 기타 감염은 매년 큰 타격을 가한다 귀족들 중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 

사람이 있으나 투쿨로르족 대부분은 문맹이다 투쿨로르족과 함께 거주하며 주님의 사랑을 .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독교 교사 인도주의 구호자 의료 팀이 필요하다, , . 

 

기도 제목

투쿨로르에 초점을 맞춘 선교 기관에 지혜와 은혜를 주시길 주님께 기도하자* . 

성령께서 라디오를 통해 투쿨로르족에게 흘러 들어가는 복음에 기름 부어주시길 * 

기도하자. 

주님께서 투쿨로르족에게 주님을 나눌 기독교 교사 의사 인도주의 지원자들을 * , , 

모리타니아와 세네갈로 불러주시길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통해 투쿨로르족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길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모국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중요한 투쿨로르족 리더들을 구해주시길 * 

기도하자. 



중보기도팀이 일어나 예배와 중보기도로 모리타니아와 세네갈의 마음 밭을 일굴 수 있게 * 

기도하자. 

강한 지역 교회를 투쿨로르족 가운데 일으키시길 기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