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 타루족(Tharu)

인 구 : 1,845,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바그마티(Bagmati)지방에 주로 분포됨.
주요언어 : 타루어(Tharu), 라나어(Rana)
종 교 : 힌두교
복음주의자 : 알려진바 없음(기독교신자 0.51%)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역사
타루족은 북인도와 네팔의 남쪽 경계의 880km를 가로질러 펼쳐진 좁고 길쭉한 지역인 떠라이
(Tarai)에 거주한다. 그 땅은 비옥하고 숲이 울창하다. 그 타루족은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뉘며,
라나 타루족은 네팔 남서부의 구석진 곳에 거주한다. 인종적인 그들의 배경은 라자스탄의 상위
카스트에 속하는 그룹인 라지푸트족이다.
16세기에 무굴인들은

인도를 침입했고 무굴 왕은 인도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했다는 설이 있

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동쪽으로 도망했고 그들의 남자들이 남아서
자와 아이들은 숲으로 뒤덮인 지역에 정착했다. 남자들이

무굴인들과 싸우는 동안 여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여정에 동행했던 노예들과 결혼했고 영구적으로 그들의 새로운 가정에 정착했다. 떠라이 숲은 호
랑이와 뱀, 말라리아 늪지대로 가득 차 있다. 그 늪지대는 외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유지되었
고, 라마 타루는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개발했다. 4세기에 걸쳐서 그들 고유의 독특한 문화
와 언어가 탄생했다.
생활양식
라나 타루 인들은 4세기 동안 조용하고 간소하게 생활해왔다.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안과 밖이 진흙과 소똥으로 반죽한 집이 지어진 마을에 산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것이 꼭 굉장
히 부드러운 피부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의 필요한 것을 모든 면에서 ‘예술적 손
길’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들의 집은 크고 공동으로 사용된다. 가족그룹이 함께 살고, 여자는 함

께 요리하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그들의 의복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수가 놓아져 있다. 그들은 직물 상인들의 남은 조각 천 들을 구입해서 만
든 독특하고 아름다운 패션으로 여인들 각자가 자신만의 옷을 입는다. 그들은 아름다운 장신구들
을 착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토기 냄비와
긴 고기잡이 그물을 만든다.

요리용 난로, 나무 바구니들과 나비의 날개처럼 생

쌀은 주요한 농작물이고 옥수수 또한 재배한다. 남자들은 땅을 갈

고 식물을 심고 여자들이 고기 잡는데 사용하는 그물을 직접 짠다. 그들은 또한 숲속에서 사냥
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정갈한 밭과 마을이 생기게 된

배경이다. 여자들은 그들의 집을

석고로 칠하고 냄비와 바구니들을 만든다.
종교
그들은 자신만의 신들을 가지고

Bharra 즉, 바라(샤먼)를 추종한다. 그들은 정령숭배자들이다.

게다가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바라, 마을의 우두머리인 발라만사(bhalamansa), 대부업자 데
시마하잔(Desi-Mahajan)들은 마을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다.
필요
1950년대 외국인들이 모기들을 제거 하기 위해 DDT(살충제)를 가져와 늪지대에 살포했다. 아이
러니컬하게도 말라리아 해충이 사라짐과 함께 그들의 문화는 외부로부터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비양심적인 대부업자들은 주민들의 문맹률로 인해 그들의 토지를 통제할수 있었고 관리 할 수
있었고 지금 그들이 한번에 획득한 땅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산간지방으로부터 온 사
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보호하는 삼림을 자르고 있다. 거대한 동물과 사자들과 코끼리들은
점점 보기 드물다. 라나 타루어 대신 네팔어를 사용해야 하는 압박이 있고, 많은 아이들과 남자
들은 보다 많이 서구 의복을 입는다. 심지어 그들의 집도 바뀌기 시작했고 벽돌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점 더 외부 세계의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저녁의 노변 잡담은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듯 더욱 외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전통가옥은 문이 없었으나 새로운 가옥에
는 문이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닥친 변화에 견뎌내기 위한 총체적인 압박의 상징이다. 새로운
학교들은 마을로 이동했고, 수업시간에는 라나 타루어 대신 네팔어를 가르치면서 부모들은 아이
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토
속 정령신앙을 믿는 대신에 힌두교를 선택하고 있다.
기도제목
1. 타루어를 알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타루족의 풍부한 문화가 보존되도록 기도하자.
3. 타루족이 좋은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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