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라오 푸안(Lao Phuan of Laos)

인 구 : 126,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주류는 태국 북동부 10개 지방( 특히 우돈타니, 롭부리, 수코타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라  

        오스의 중부와 북부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푸안족의 주된 거류지는 시앙콩 군 가까  

        운 지역에 있다. (Source: Peoples of the Buddhist World, 2004)

언 어 : 푸아족어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0.07%)

성경번역 : 없음 

개요/역사

  라오 푸안족은 라오스에 살고 있으며, 다른 큰 그룹은 이웃 국가인 태국에 살고 있다. 두 그룹은 

모두 푸안족어를 말하며, 그들의 언어는 치앙 셍 계열의 언어 군이다. 태국에서 라오 푸안이라는 

단어는 “라오스로 옮겨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라오족어를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라오 푸안족은 그들만의 종족과 언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오푸안족은 자신들이 테이족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13세기 동안, 테이족 사람들이 

중국의 압박으로 태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그들은 많은 종족들을 정복하였고 문화를 수용하였다. 

1827년부터 1890년까지 라오 푸안족 사람들은 라오스와 태국 사람들간의 전쟁 가운데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주류의 그룹들은 라오스에 남게 되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반복된 

전쟁과, 재정착에 따른 막중한 사회적 부담감이 라오 푸안족에게 있었다. 

생활양식

  대부분의 라오푸안족 사람들은 농부이며, 기름진 땅과 푸르른 계곡에 쌀농사를 하고 있다. 그들

은 관계식 농사를 하고 있으며, 몇 몇은 산지에 화전을 일구어 생활하고 있다. 소수의 라오푸안족 

사람들은 상업로 주변에 마을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농사일 보다 다른 직업을 찾아 살아가



는데, 대장장이 또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제적 증진을 위

해 농부들은 상인, 사업가, 숙련공, 가정부와 같은 다른 직업들을 찾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오 푸안족의 사회법은 마을 공동체의 가장 고령인 사람이 다스린다. 라오 푸안족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강한 티크, 마호가니 목재로 땅 위에 집을 지으며, 널빤지 또는 타일을 깔아 생활한다. 

좀 덜 부유한 사람들은 대나무로 된 집을 짓고 살아간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불교사원

이다. 사원은 마을 공동체의 연합과 함께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공처이다. 

 

  라오 푸안족의 가장 기초적인 연합은 가족이다. 비록 가부장적 사회구조라 할지라도, 남자와 여

자의 관계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성별 노동분업은 거의 없으며, 남녀 둘 다 쟁기질, 낚시, 요리, 

아이양육, 청소, 빨래일을 함께 한다.

  일반적으로, 라오 푸안족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며, 정직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은 미래의 쓸 것을 위해 절약하는 습관이 있다. 라오 푸안족의 사회적 생활은 ‘공덕쌓기’, 의식, 

승려 인준, 결혼, 집들이와 같은 것들 주변에서 반복된다.  

종교

  태국의 라오 푸안족은 불교도들이다. 반면 라오스의 거의 모든 라오 푸안족은 그들의 전통 민속 

종교를 믿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전통 정령숭배를 혼합하여 신앙하고 있으며, 정령에

게 도움을 구한다. 그들은 ‘수호 영’과 ‘지역 영’을 믿고 있다. 그것들은 사회적 구조마다 모

두 다르다. 어째든 그들은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필요 

  라오 푸안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전혀 없다. 비록 태국에서 라오 푸안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두 개의 선교단체가 있지만, 현재 라오스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

교단체는 없다.

  라오 푸안족 여자들은 종종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신 또는 어린 자녀들을 매춘하기도 한다. 그

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이 소망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역

자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사역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제목

1. 주님께서 라오 푸안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2. 하나님께서 라오 푸안족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족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  

   게 하시길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라오 푸안족을 위한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4.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라오 푸안족 교회에게 승리를 주시길 기도하자.

5. 라오 푸안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를 기도하자.

6. 라오 푸안족 언어로 된 예수 영화와 라디오 매체가 복음전도에 유용하게 사용되길 기도하자.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