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타라잉 몬족(Mon, Talaing of Thailand)

인 구 : 120,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미얀마 국경, 깐짜나부리, 파툼타니, 랏부리, 수랏타니, 롭부리, 코랏; 방콕 북부와
남부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몬족어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 0.03%
성경번역 : 1928년(전권)
개요/역사
몬족(때때로 탈라잉으로 알려진)은 방콕 북부와 남부 그리고 코랏, 깐짜나부리, 롭부리,
파툼타니, 수랏타니, 랏부리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몬-크메르어을 말하며 ‘몬’이라
말한다. 대부분의 몬족은 주변의 타이족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해왔으며, 그들의 글을 읽지
못한다. 몬족은 태국과 미얀마의 북부지방으로부터 이주해왔으며, 첫 번째로 문명화를 이뤘
고, 주종법 벼농사의 개척자이며, 불교를 소개했다. 1000년 가까운 세월동안 버마족과의 전
쟁이 끊이지 않으며, 1757년 몬족은 마침내 버마족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그들의 정치적 독
립고 끝이 나게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몬족은 버마족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의 후손이다.

생활양식
몬족은 촌락을 구성하여 300-40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다. 그들의 주택은 동쪽과 서쪽에
세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타이족 사람들의 주택과 거의 흡사하다. 주택의 모양은 사각으로
되었으며, 땅 위에서 목재로 지어 세웠다. 주택의 문과 마루는 대나무재료를 사용했으며 지
붕은 초가지붕이다. 부유한 몬족 사람은 널빤지로 된 문과 벽을 세워 집을 만들고 베란다는
집 앞에 부엌은 집 뒤편에 만든다. 또한 집 주변에는 불교사원이 함께 위치해있다.

대부분의 몬족 사람들은 몇몇의 상인들과 기술자들을 제외하고 소작농들이다. 농부들은 과
일과 채소들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쌀은 그들의 주식이며 다양한 작물을 길러내
팔기도하고 교환하기도 한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소(물소)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야채
들과, 사탕수수, 파일애플을 집 정원에 기르기도 한다. 이밖에 일로는 남자들은 목수일과
벽돌굽는 일을 할 동안 여자들은 도자기를 굽거나, 옷을 짜기, 바구니 만들기등과 같은 일
을 한다. 몇 몇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대장장이일을 한다.
몬족의 가족은 집안에 모신 영을 다룰 때를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부계주의 가정이다. 몬
족의 결혼은 일반적이지 않다. 한 소년이나 소녀가 결혼하기를 결심할 때 소년의 친구들이
소녀의 부모에게 말한다. 결혼을 하게되면 신랑은 신부측 집에서 3-4년을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 후 부부가 분가하여 가정을 꾸리게된다. 몬족은 타이족보다 크고 강한 체질의 사
람들이다. 오늘날 그들 대부분이 타이족과 같은 옷을 입는다.

종교
몬족에게 종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들의 주 종교는 불교이지만 정령숭배가 혼합되
어진 불교이다.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소승불교도들이다. 그들의 종교는 선한영과 악한영
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있지 않는 객체로 믿고 있다. 그들의 종교는 힌두교사상에 영향을 받
았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정령들(칼록)은 그들에게 생사화복을 전해주는 영들이다. 불교승
려들을 사람들과 영들의 중계자로 본다.
필요
소수의 몬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
하여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전파 수단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도제목
1. 주께서 태국의 몬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2. 몬족에 초점을 맞춰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은총 주시길 기도하
자.
3. 주님께서 복음을 받은 몬족 사람들이 용기있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하자.
4.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팀과 예배팀을 세워주셔서 중보케 하시도록 기도하자.
5.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는 몬족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