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 Rohingya of Myanmar (Burma)

인 구 : 879,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라킨 군(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로힝야
종 교 : 이슬람
기독교 : 복음주의자 없음
성경번역 : 없음
개요/역사
역사적 관점에서 아라칸은 미얀마의 도시들보다 동부 인도의 전방지역이다. 10세기 몽골족과 티
벳 버마인들이 들어온 10세기 까지 아라칸 지역은 아리안 계열에 속한 인도인들의 땅이었으며, 벵
갈의 인구와 맞먹는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아라칸에 이슬람에 전파된 동안 그리고 잘 알
려진 바와 같이, 1203년 벵갈이 무슬림 화 된 이후 이슬람 문명은 아라칸은 큰 영향을 미쳤다.
역사에 의하면, 8세기 후반 이슬람이 아라칸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슬람화 되었고, 아라
칸에서 이슬람은 문명화의 가속을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1430~1638 까지 아라칸은 무
슬림에 의해 약 200년 동안 통치를 받았으며, 정부는 이슬람의 술탄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다. 그
것은 14~15세기의 무슬림 독립 왕국이었다.
거주지역
아라칸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였으나, 지금은 미얀마의 한 주에 속해 있다. 아라칸 주는 벵갈만
의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방글라데시 북서쪽과 근접해 있다. 아라칸 지역은 지역적 다양성이라는
축복 가운데 있다. 높은 산맥들과, 푸르른 숲, 수 많은 종류의 꽃들, 큰 폭포, 서쪽 지방 벵갈만의
해변들이 있다.

생활양식
대부분의 로힝야족의 장로(elderly)들은 턱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히잡을 입는다. 모든 로힝야족
의 주택들은 높은 대나무 벽으로 둘러싸여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을에는 “사마이”라고 부르는
마을 연대가 존재하고 있다. 모든 사회복지 활동은 고기를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들
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며, 결혼과 장례는 사마이를 통해 행해진다.
울레마(이슬람 법학자)는 가족과 개인적 법에 대한 처결을 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불행히도,
오늘날, 문화적 문제는 미얀마의 로힝양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무슬림들은
불교도들에 대하여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에게서 서구적 스타일의 삶은 찾아 볼 수 없다.
종교
로힝야족은 충실한 이슬람교도들이다. 모든 마을마다, 모스크와 이슬람학교가 있으며, 남자는 대중
앞에 설 수 있지만, 여자들은 집에서 활동한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로힝야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길 기도하자.
2. 하나님께서 기독교 구호 단체들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길 기도하자.
3. 미얀마의 로힝양족을 향한 압박이 멈추고 그들 가운데 자유가 임하길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