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쿠이족(수에이) Kui, Kuay, Suei of Cambodia

인 구 : 30,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캄보디아 북부, 태국 중부 및 라오스 일부
언 어 : 중부 크메르어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0.53%)
성경번역 : 전권(1998년)
개요/역사
쿠이족이 살고 있던 초기 그들은 크메르족처럼 문명화를 이루지 못했다. 크메르족은‘카멘 보
란’(고대 캄보디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쿠이족을 합병하였다. 과거 그들은 강철 재련공으로 인정받
았으나, 이제 그러한 기술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쿠이족은 대부분 태국 북동부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라오스 등지와 캄보디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마을은 대부분 크메르족 마을과
멀리 떨어져 흩어져 있으며, 최근 몇 몇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로부터 가까운 주 도로쪽으로 이주
하고 있다.
외모상 쿠이족은 크메르족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와 글을 가지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한 마을의 장로가 그들의 글을 돼지가죽에 옮겨 적었는데, 개가 그것을 먹어 치워버렸고
그래서 글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쿠이족은 몬-크레르 어군에 속해있으며, 많은 방언들이
있다. 크게 주요한 방언 두 가지는 캄보디아 내에서 통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쿠이족들은 크메르어
를 말하며, 어떤 곳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곳도 있다.
생활양식
쿠이족은 대부분 벼농사를 한다. 농사일을 할 때 그들을 물소를 이용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다. 벼농사뿐만 아니라 캐슈넛과 같은 작물들도 재배한다. 또한 닭, 돼지와 같은 가축들을 기르며
송진 채취와 벌목으로 인한 급속한 황무지로 변하고 있다. 쿠이족은 소금과 매우 고추를 가미한
쌀을 먹는다.

쿠이족 사람들은 크메르족 사람들과 같이 대나무 또는 목재를 이요한 집을 지어 집성촌을 이루
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의복도 크메르족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 대부분은 서구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으나 남녀 모두 캄보디아 스타일의 옷과 장신구를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쿠이족은 구전문학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2-3년 동안 크메르어를 배우는
데, 이것으로 인해 캄보디아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
종교
쿠이족은 소승불교와 애니미즘이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영적세계와 육체가 상호관
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어떤 영들은 자연적 객체인 나무 또는 들판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영
들이 사람들의 도움과 안내, 저주와 질병을 준다고 믿는다. 불교는 크메르족 사람들과 점점 더 동
화되어 가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태국 내 쿠이족 사역은 1955년부터 C&MA에서 시작하였으며, 그곳에 몇몇의 교회들이 있다. 쿠
이족을 위한 기독교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내에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역별 방언이 다양하고, 글자가 태국어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라오스 내에 알려진 사
역은 없으며, 캄보디아 내에서 쿠이족을 대상하는 몇 몇 선교사들만이 사역할 뿐이다.
필요
쿠이족은 캄보디아 내에서 경제적으로 극빈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메르족에 의해 깔봄을
당한다. 쿠이족은 건강검진과 같은 케어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건강을 돌보는
일과 함께 깨끗한 물, 농사법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자.

기도제목
1. 헌신된 캄보디아 사람들과 또 다른 신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쿠이족에게 나아가게 되길 기도하
자.
2. 복음전도와 제자훈련에 필요한 스토리텔링 자원들이 생겨나길 기도하자.
3. 쿠이족을 상대로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주시길 기도하자.
4. 쿠이족 신자들이 자신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동기와 용기를 주시길 기도하자.
5. 쿠이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