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몽족 (Muong of Vietnam)

인 구 : 1,315,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탄 호아, 빈 푸, 손 라, 옌 바이, 호아빈 지방 (Source: Peoples of Vietnam, 1998)
언 어 : 몽족어
종 교 : 민속종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 0.05%
성경번역 : 없음
개요/역사
몽족은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 가운데서 가장 큰 종족 중 하나이며, 게다가 베트남에서 두 번째
로 큰 종족이다. 그들은 북부 지방 산간지역에 거주하며, 다 강에서부터 마 강까지 닫는 지경에 거
주한다. 몽족은 몬-크메르어를 말하며 베트남족의 언어와 가깝다. 베트남족과 몽족은 통일된 종족
그룹이다. 베트남 사람들의 선조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이주한 사람들이며, 몽족의 선조들은 산
간지방에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였다. 이런 식으로 두 종족은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몽족
사람들은 북부 베트남에 거할 때 중국 문화의 영향을 거부하였으며, 1954년 베트남의 공산주의자
들은 몽족을 공산주의 구조와 체제에 동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생활양식
몽족은 독특하게 통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는 서로 나누고 도우며, 서로를 의지하고 고
통을 분담한다. 농업은 몽족의 경제원이다. 또한 수확과 낚시, 사냥, 동물사육, 수공예품 만들기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농부들은 계단식 수경농사법을 하고 있으며, 화전을 일구어 파
종하기도 한다. 생산물의 양은 작지만, 몽족은 계피 수화, 벌목 생산을 통해 그들의 마을은 교역의
중심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몽족 마을은 10~50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상적으로 그들은 목초
지나 물에서 가까운 지역 또는 고산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땅위에서 약 2미터 정도 높이에
목재로 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큰 사각형 모양의 집을 어깨 높이 정도의 대나무로
된 칸막이를 치고 방을 나누어 살고 있다. 몽족의 각 집에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제단들이 설치되

있다.
1945년 혁명이 때 까지, 몽족 사회 구조는 상류층이었으며, 족장이 사법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혁명 이후, 몽족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로 변한 후
사회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45년 족장제가 패기 되었으며, 개별적으
로 일하던 몽족의 농부들은‘집단농장’에서 일하고 생산물을 배급받는다. 오늘날, 소작농들은
7-10%의 생산물을 가져가고 있다.
종교
몽족은 그들의 민속종교를 고수하고 있다. 조상의 영을 예배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숭배한다. 그
들은 정령숭배주의자들이며, 고인이 된 지역의 영웅들을 숭상한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소개된 이후,
많은 부분의 전통적인 미신행위들이 거부되고 있다.
필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많은 수의 남자와 여자가 죽었다. 그로 인해 몽족은 남녀의 성비가 불균
형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여전히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속하여 의무를
행해야 한다. 몽족은 전쟁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
리스도가 필요하다. 선교사역자들과, 복음전도 도구들, 중보기도가 몽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현재 몽족 가운데 사역하는 단체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자.
2. 몽족에게 전해지는 라디오 복음방송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기도하
자.
3. 몽족 신자들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기를 기도하자.
4. 하나님께서 기독교 구호단체들을 통해 베트남의 몽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하자.
5. 몽족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6. 몽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7. 몽족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전해지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