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브라만(Brahman)

인 구 : 57,835,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인도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비하르(Bihar), 라자스탄(Rajasthan) 등 인도
전지역에 분포
주요언어 : 힌디어
종 교 : 힌두교
복음주의자 : 미확인(기독교인: 0.01%)
성경번역 : 전권(2000)
정체성
브라민은

힌두교의

인도

카스트계급이다.

‘브라민(brahmin)’은

산스크리트어의

‘브라마나(Brahmana)의 영어식 표기이다. 브라만은 힌두교의 ‘초 자아’ 혹은 ‘신들의 처음’을
뜻한다. 브라민은 그 각 개개인을 의미한다.
1931년(계급을

기록하는

마지막

인구조사)에서

브라민들은

인도

전체

인구의

4.32%를

차지했다. 브라만들은 종교, 문화적 전통과 관행, 그들이 속한 베다(Vedic)학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하위 카스트 계급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졌다.
브라만의 하위 계급과 베다의식을 수행하는 브라만인들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포함한
성직자의 의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자, 국회의원, 학자, 의사, 군인, 작가, 시인,
대지주, 정치가로 탁월하게 활동한다. 유명한 인도인으로 브라만인들이 많이 있다.
브라만의 역사는 보통 사나타나 달마(Sanatana Dharma)로 알려진 초기 힌두교의 베다종교와
관련되어 있다. 베다경전(Vedas)은 브라만 관행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브라만들은 인도에서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그룹이 되었고, 많은 브라만들이 낮은 카스트 계급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일부 브라만들이 계급차별반대를 주장한다.

거주지역
브라만들은 인도 전반에 걸쳐 거주하고 있지만 주로 우타르 프라데쉬, 안드라 프라데쉬 같은
북부지역의 주에 많이 거주한다. 타밀 나두, 카나타카, 케렐라 같은 인도 남부의 주에서도 적은
수가 거주한다.
생활양식
브라만들은 베다경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루 세번 기도시간을 갖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브라만들은

채식주의자이거나

락토-채식주의자(유제품과

계란을

먹는

채식주의자)이다.

채식주의자가 아닌 브라만들은 주로 카슈미르, 히마찰 프라데쉬, 네팔과 같은 선선한 산지에
주로 거주한다. 벵갈인 같은 해안 지역의 브라만들은 생선을 먹는다.
종교
브라만들은 힌두교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에 이르는 세가지 수행의 길이 있는데 그 첫번째는
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길, 두번째는 지식(지냐나)의 길, 세번째 요가 등이 있다. 모든
브라만의 가르침과 경전은 이 세가지 중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한 수행의
길만 선택할 수 있다. 브라만은 베다교의 성직자로 베다경전연구, 신을 모시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이 세 가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기도제목
1. 브라만들은 힌두교를 유지하는 인도의 주요 공동체이다. 복음의 빛이 그들이 빛를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하는 사단의 베일을 뚫고 장막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하자.
2. 진리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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