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버마족 (Burmese of Myanmar (Burma)

인 구 : 26,937,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남부와 중부에 넓게 퍼져있음(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미얀마어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 0.07%
성경번역 : 전권(2006년)
개요/역사
버마족은 구릉지대 티벳으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었으며,‘바마’라 불리우는 시노 티벳족어를
말한다. 오늘날 미얀마족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미얀마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중부 평
야를 중심으로 편만하게 퍼져 있으며, 넓고 기름진 땅은 일라와디 강과 살라윈 강으로 부터 형성
되었다. 이 지역들은 미얀마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다.
미얀마는 구테타와 전쟁과 반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1세기 버마왕국 이래로 종족의 구
분과 함께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어 왔다. 오늘날, 미얀마 군부는 종족그룹들을 무력으로 통제하여
미얀마화 시키려하고 있다. 1994년 5월, 17번이 넘는 전투가 샨족 지역에서 있었으며, 군부는 발
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버마족은 불안정한 삶
가운데 두려움과, 비통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생활양식
쌀은 버마족에게 있어서 주요 수입원이 되는 농산물이다. 매일 아주 작은 아이들까지 포함한 버
마족의 전 가족은 들판으로 나가 일한다. 황소와 물소는 나무로 된 무거운 쟁기를 끌기에 유용한
동물로 쓰이고 있다. 쌀은 버마족에게 주식이며, 생선도 그들의 주요한 음식이다. 특별히, 해안 주
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육식은 채식 경향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드문 음식이다.
버마족 농부들은 마을 숲속과 길 주변, 강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집의 형태는 나무로 지어져
있으며, 방은 1개뿐이다. 방에 펼쳐 놓는 매트는 잠을 자는 밤에만 사용하고 낮에는 말아 놓거나

접어 놓는다. 집안에서의 모든 활동이 바닥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을 신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
은 가장 불손한 태도이다.
마을 공동체의 리더는 오직 한명만 뽑으며, 지역연합은 정부에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 주민들에
게 불, 가뭄, 홍수, 전염병, 그리고 정부는 다섯 가지 적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군에서 복무할
것을 요구한다.
버마족은 씨족이나 혈통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혼제도는 1부1처 제도이며, 부모에 의해 상대가
정해진다. 젊은 부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장려되며, 젊은 여성은 결혼한 후에 임신할 수 있
다. 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신랑부모와 함께 살며, 결혼 후 2년 또는 3년을 함께 생활한 뒤 자신
들의 집을 지어 생활한다.
종교
버마족은 대부분 불교도이다.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중도를 걸어 열반에 이르러 참 평안을 구하
는 것에 있다. 버마족은 불교와 정령숭배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버마족 사람들은 정령에게
구하여 위험으로부터 또는 다른 영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드린다. 모든 버마사
람들의 집에는 정령을 숭배하는 제단과 동시에 불상도 있다. 슬프게도, 농부들은 가족들의 교육,
건강, 의식주의 문제보다 정령을 숭배하는 것에 더 투자하고 있다.
버마족 사람들에게도 다른 불교도들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위협적 대상이 되지 못한
다. 대신에 죽음은 그저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며, 다른 삶으로 가는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그
들에게 있어서 환생은 선행과 악행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덕을 많이 쌓지 못한
사람들은 대시 태어나서 악령, 귀신, 동물, 또는 지옥에 간다고 믿고 있다.
필요
과거 몇 년 동안 여러 면에서 발전했지만, 미얀마는 여전히 심각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다. 군
부는 엄격하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튀기는 내전은 나라를 계속적
으로 황폐화 시키고 있다.
기도제목
1. 주님께서 미얀마의 버마족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2. 주님께서 버마족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길 기도하자.
3. 주님께서 버마족 사람들 위한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4. 버마족 사람들에게 예수 영화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자.
5. 주님께서 버마족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향하여 맘이 열리고 받게 하시길 기
도하자.
6. 버마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