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소족(So of Laos)

인 구 : 133,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라오스와 태국 국경선 지역(북 사바나켓, 서 사무앙)
언 어 : 소족 어
종 교 : 소승불교
복음주의자: 0.05%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역사
소족은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선을 따라 거주한다. “ 소”( So, 큰 형)라는 이름의 의미로 볼
때, 소족은 아우인 라오족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400년 전
쯤에 타이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소족을 그들의 고향에서 쫓아냈으며 소족은 매콩강 둑을
따라 재정착하면서 점차적으로 타이족과 라오족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였다. 근대 라오스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한 주변 열강들의 정치적 경쟁대상이 되어왔다. 반복되는 전쟁과
강요된 이주 등은 소족의 생활을 혼란케하였다. 언어는 가정에서는 소어, 공식적으로는 라
오어를 사용한다.

생활양식
소족 사람들은 주로 농부들이다. 이들은 주위의 소수종족들보다 더 가난하며, 그런 까닭에
물품과 서비스를 라오족에게 의존하고 있다. 소족은 주위 종족들의 풍습 특히 타이족과 라
오족의 풍습을 받아들였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전통의상, 언어, 교육법, 가옥, 공공행정까
지도 상당히 변했다. 촌락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라고 여긴다. 각 촌마다 수

장이 지도력을 가지며,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지도력을 갖는다. 소족은 깨끗하지 못하며 다
소 더럽고 무질서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
BC 329년 불교가 태국에 소개된 이후에 오늘날 대부분의 소족은 불교도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소족 대부분이 그들의 전통인 정령숭배와 함께 혼합된 불교를 믿고 있다. 또한
그들은 조상숭배와 더불어 초자연적인 영들을 숭배하며 질병과 사고로 부터의 안전을 구하
며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조상의 영을 노엽게 할 경우 집안에 화가 미친다고 믿
고 있어서 대부분의 소족의 가정에는 조상의 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작은 제단을 구비
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령숭배적 요소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필요
소족이 사는 지역은 파괴력이 강한 홍수 피해가 잦은 곳이다. 1996년 농작물피해로 식량부
족 현상을 겪었다. 식량 공급과 기본적인 구호품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의료지원에 있어서
치아 보철술,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족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의료선교 사역자
들이 있다면 소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기도제목
1. 소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에게 주께서 새로운 전략과 은혜를 더하시도록기
도하자.
2. 크리스천 의료사역자들과 구호사역자들이 소족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
도하자.
3. 이 지역의 파괴적 홍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소족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자.
4. 소수의 소족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격려하시며, 보호하시도록 기도하
자.
5. 소족 크리스천들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도록 기도하자.
6. 여러 세대에 걸쳐 소족을 묶고 있는 영적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기도하자.
7. 소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8. 소족의 언어로 성경번역과 예수영화가 번역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