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참족: (Cham, Western, Cambodian of Cambodia)

 

인 구 :  217,000(joshua project.net)

위 치 프놈펜을 포함한 대도시 근접 매콩강 유역에 거주:  

언 어 참족어:  

종 교 이슬람 순니파:  ( )

복음주의자: 0.01%

성경번역 미확인: 

개요 역사/

서부 참족 또는 크메르 이슬람이라 불리우는 참족은 프놈펜을 포함한 캄보디아 주요도시에 

근접한 매콩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참족 어와 말라요 폴리네시안어를 말한다 먼 . . 

옛날 참족은 베트남 서부에 위치한 참파 라고 불리운 매우 큰 왕조였다 참파왕조는 , “ ” . 1400

년대 왕조의 융성기에 이르기 까지 전쟁은 계속되었다 년 베트남인들에 의해 침략당. 1471

하고 파괴당한 참족의 남은 사람들은 캄보디아로 도망쳤다.

년 까지 번성한 캄보디아는 이후 크메르 루즈가 집권한 기간동안 정부와  1969 (1975-1979) 

공산주의자들 간의 시민전쟁으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오늘날까지 무력. 

정변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생활양식

오늘날 참족의 대부분은 농업 어업 선박제조업 경상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베트남, , , . 

과의 전쟁과 내전들은 농업경제에 막을 내리게 했다 땅은 기름지지 않고 매년 우기 홍수로. 

가 난다 참족 마을은 매우 가난하며 대나무로 세운 집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상으. 



로부터 위에 건축하고 살고 있다 주식은 물고기와 쌀 야채이며 대부분의 삶의 필요들이 . , 

매우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모계사회인 참족은 여성의 의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종교

참파왕조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 인도의 힌두교와 말레이의 이슬람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  

다 그 결과 참족은 정통 이슬람이 아닌 변형된 이슬람 문화가 되어 버렸다 참 족의 장래. . 

문화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곧 죽으면 바로 매장한 뒤 일 년 후 다시 매, 

장된 시신의 뼈를 꺼내고 그의 반지와 함께 다시 묻으면 영원한 장소로 옮겨지게 된다고 믿

는다.    

필요

참 족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족 선교상황은 여전히 느리

게 진행되고 있다.

기도제목

참족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체우시기를 기도하  1. 

자   .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족에게 나아가 헌신할 장기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길 기  2. 

도하자   .

소수의 참족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3. .

참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팀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자4. .

참족 가운데 견고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5. .

참족의 언어로 성경번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