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 몬 (Mon, Talaing of Myanmar (Burma)

인 구 :722,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몬족의 주류는 미얀마 동부 양곤의 삼각주 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 많은 수의 몬족들은
태국 국경지방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Source: Peoples of the Buddhist World, 2004)
언 어 : 몬족어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0.70%
성경번역 : 전권 1928 년
개요/ 역사
일반적으로 미얀마의 몬족은 양곤의 동부지역과 카인주 해안선을 따라 거주하고 있다 . 이들은
태국과 미얀마의 북부로부터 이주했으며 , 최초로 문명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수경농법을 개발했고,
불교를 소개하고 그들의 문자를 전달했다 . 5-8세기는 몬족이 가장 절정에 이른 때였지만 ,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버마족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1757년 결국 몬족은 버마족에게 패하고 말았고 , 그들의 정치적 독립은 끝나게 되었다 . 오늘날,
대부분의 몬족은 버마족으로 도망친 사람들이다.
거주지역, 생활양식
몬족은 3-4백년 전 정착된 마을에 살고 있고 있다 . 그들의 주거형태는 언제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타이족의 것과 비슷한 형태이다. 사각형의 목재로 지어진 형태이며 , 땅
위에 기둥을 세워 지은 구조이다 . 벽과 마루는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며 , 지붕은 야자잎과 같은 나무
로 잎으로 덮었다 . 집 앞에는 베란다가 있고, 뒤에는 주방이 위치해 있다 . 불교사원은 각 마을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몬족들은 소작농들이며 , 몇 몇 상인들과 기술자들이 있다 .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과일과
채소를 재배한다 . 비옥한 쌀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작물이며 , 그들이 먹고 또 판매한다 . 물
소와 황소를 이용해 쌀 농사를 하며, 사탕수수, 채소, 파인애플을 집 정원에 기른다. 여자들이 도자
기를 굽거나 , 바느질 , 바구니 만들기를 할 때 남자들은 목수일을 하거나 벽돌을 굽는다 . 몇 몇 남
자들은 대장장이 일을 업으로 삼는다.
Mon families are not particularly patrilineal (male-dominated), except when dealing with the
"house spirit." This deity is located in the home of the eldest living male of a lineage. The
spirit's clothing and gear hang in a basket on the southeastern post of the house.
The Mon do not have formal weddings. Instead, when a boy and girl decide to marry, the
boy's friends tell the girl's parents. The groom is allowed to move in with the bride and her
family for up to three years. The couple then establishes their own separate household.
Physically, the Mon are taller and stronger than the Thai. Today, most of them dress like the
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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