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타이(Tay) 족

 

인 구 : 1,691,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느헤 안, 탄호아 군 지역

언 어 : 타이어 

종 교 : 민속종교(조상숭배) 

기독교 :  복음주의자 0.01%

성경번역 : 없음

개요/역사

  1700년대 말 베트남은 혼란 속에 있었다. 태국어를 구사하는 여러 종족 그룹들의 통합과 

함께 사람들에게 토족으로 알려졌으며, 오늘날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비주류에 종족 그룹

에 속해있다. 토족은 테이족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토’라는 용어는 ‘경멸’의 대

상으로 생각되어진다. 1945년 혁명과 함께 베트남의 남북이 제 통합되었고 그로인한 많은 

지역적 변화가 있었다. 현재 다양한 단체들이 베트남의 삶의 기준을 높이고자 일하고 있다. 

 

생활양식

  거의 대부분의 타이족 사람들은 농부로서 고산지에 거주하며 화전을 일구어 쌀, 옥수수, 

메밀, 물냉이, 사탕수수와 더불어 여러 가지 채소를 경작한다. 산지 생산물과 함께 가내 수

공업을 통해 만든 제품을 내다 팔거나 음식물과 교환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타이족은 사

냥의 대가들이다. 그들은 활과 덧, 철창과 화살을 사용해 동물들을 잡는다. 오늘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사냥꾼의 수는 매우 적다.

  그들의 주거 형태는 매우 간소한편이며, 농지는 공동체의 재산이며 개인이 사유할 수 없

다. 그들의 촌락은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동시에 베트남인과 중국인들의 경제활동과 교역활

동의 센터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테이족들은 베트남에 동질화 되었



다. 작은 가족규모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아이들은 6세 이후의 아이들이 학교에가서 

공부하고 있다. 그들은 베트남어를 공부하며, 젊은이들은 결혼상대를 자신 스스로 선택하여 

결혼에식을 치룬다. 신랑은 신부측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전통이 있다. 

종교

타이족은 정령숭배와 함께 조상숭배를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정령들과 조

상들이 땅과 물과 불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으며, 농본기를 시작하면서 대풍을 기원하기 위

한 의식을 매년 개최한다. 또한 전통 문학과 예술은 그들의 종교적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필요

44년이 넘는 전쟁의 기간동안 베트남의 경제는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그 회복은 너무나 느

리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세계의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기도할 것

은 이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자.

기도제목

1. 타이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2. 하나님께서 타이족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하자

3. 성령께서 타이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4. 성경께서 베트남 지도자이 복음 앞에 맘 문이 열리도록 하시길 기도하자.

5. 예배와 중보기도 팀들을 세우셔서 어둠의 권세가 파하여 지고 떠나가도록 기도하자.

6. 타이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7. 타이족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