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타이족(Thai of Thailand)

인 구 : 20,058,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태국 중부, 방콕, 나콘라차시마 코랏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타이어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 0.5%(operation world 2010)
성경번역 : 전권(2000년)
개요/역사
중부 타이족 또는 시암족 사람들은 풍족한 중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짜오 프라야 강
이 흐르고 있는 방콕시를 포함하고 있다. 중부 타이족은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들 스스로를 ‘콘 타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자유인” 이라는 뜻이다.
수세기 전 타이족은 중국의 양즈강에 살고 있었다. 중국으로 부터의 혹독한 압박은 그들
은 남부지역으로 몰아내었다. 그들은 많은 민족과 문화들을 정복했고, 10세기경 태국 중부
에 정착했다. 1932년 서구화된 지성들에 의해 주도된 ‘무혈혁명’은 민주화 정부를 수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부의 수업이 많은 격변들이 있었다.
오늘날 불교는 태국인들의 중심이며, 연대를 이루는 힘임과 동시에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구심점이다. 중부 타이족은 타이어를 말하며, 태국의 공식 언어이다.
생활양식
중부 타이족은 평상시 정중하고, 예의바르며, 환대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중부 타이
족 사람들은 자녀들을 훈육하여 기르며 연장자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할 것들에 대해 가르친다. 연령은 중부 타이 사회에서 높이 존경받는다. 직업의 종류, 재
산, 거주지의 형태등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 농부, 상인, 공무원, 성직자등 그룹들은 분리되
어 있다. 가족은 타이족 사회의 핵심이다. 시골지방의 평상시 가족의 일상은, 함께 살며 먹

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젊은 부부들은 그들의 집을 얻을 때 까지 신부의 집에 함께 거
주한다. 중부 타이족은 남녀 모두 밭을 갈고, 물고기를 잡고, 요리를 하고, 아기를 돌보고,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한다. 쌀은 주된 경제작물이며, 주식이다.
부유한 타이족은 목재구조 지어진 주택에 살고 있으며 단단한 나무 또는 마호가니 판넬을
사용하여 지으며 타일 지붕르 만든다. 빈곤한 사람들의 마을은 대나무로 지어져 있으며 여
러 종류의 주택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으며 불교사원과 학교가 마을 안에 있다.

종교
테라바다 불교는 주전 329년에 태국에 전해졌다. 거의 모든 타이사람들은 부처를 따르고
있으며 고통으로 부터의 해방과 더 나은 내세의 삶을 위해 공덕을 쌓아 영원한 평안을 누리
는 단계인 ‘니르바나’의 단계에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승려들을 먹이는 것가 사
원에 후원하고, 사원에 나아가 절하는 것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전통적으로 젊은 남자는 불교사원에 들어가 불교에 대해 3개월동안 배워야한다. 또한 타
이족들은 불교와 함께 정령숭배를 함께 신봉하고 있다.
필요
태국은 심각한 공공보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간염이 유해하고 지방에서는 말라리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HIV 바이러스는 도시에서 만연한 질병이다.
매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거의 20만~50만명의 매춘여성들이 가족의 가난의 문제
를 해결하고자 가난한 지방으로부터 올라와 그들의 몸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
다. 교육과 함께 여성에게 제한된 고용의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건에 있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도제목
1. 예배팀과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2. 주님께서 중부 타이족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시길 기도하자
3. 중부 타이족 가운데 그리스도인 교사와 의료팀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4. 성령께서 중부 타이족 사람들의 맘을 부드럽게하사 복음을 받게 하시길 기도하자.
5. 주님께서 강력한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