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샨족(Shan of Laos)

인 구 : 4,084,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미얀마 동북부, 태국 치앙라이, 치앙마이, 매홍손
(출처: Peoples of the Buddhist World, 2004)
언 어 : 샨족어
종 교 : 소승불교
복음주의자: 0.70%
성경번역 : 전권(2002년)
개요/역사
미얀마 산족은 문명화된 큰 종족그룹으로 중국 남부로부터 이주한 뒤 미얀마에 세 게의 큰
도시를 세웠다. 산족어는 서남부 성조를 가진 언어에 속하다. 산족은 그들 스스로를 “위대
한 타이” 라고 부른다.
미얀마는 쿠테타, 전쟁, 반역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종족의 분열과 정치적 불안정
은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산족은 미얀마 정부군에 대항하는 그들만의 군대를 가지
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군은 군사적 압력을 가하여 미얀마내의 다양한 소수 종족을 억압하
고 있다. 특별히 샨족은 미얀마인들과 동일한 정치적 경제적 대우를 원하고 있지만, 미얀만
정부군과의 전쟁으로 인해 샨족의 많은 가족들이 나뉘게 되었고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
았다.

생활양식
농업은 샨족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된 업이다. 쌀은 주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샨족이 불법

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아편은 전 세계 생산의 15%를 차지한다.
샨족의 계급제도에 바탕한 사회문화는 나이, 성별, 재산에 따라 분류된다. 전통적으로 서
민들에게 5가지 적이 존재하는데 정부와, 화재, 기근, 홍수, 전염병을 말한다. 샨족의 도매
상인들은 태국 동북부와 미얀마 동부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교통편의 발
달과 함께 여성들은 국내 시장의 소매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은세공업과 함께 아름
다운 공예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며, 대나무로 만든 상품과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종교
미얀마에 불교가 소개된 것은 15세이며 샨족은 불교를 받아드렸다. 샨족 사람들에게 불교
와 불교승려들은 매우 영향력 있는 존재들이며, 샨족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불교의 정신을
을 가지고 함께 생활한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다른 삶을 동경하며 선한행적을 쌓으려 노력
하고 있다.

필요
미얀마 내의 샨족의 작은 교회들은 리더십과 함께 그들의 리더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산족어로 번역된 성경과 함께 예수영화 그리고 기독교라디오 방송을 사용하여 복
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산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하자.
2. 성령께서 산족 그리스도인들의 제자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자.
3. 산족 가운데서 예수 영화가 효과적인 복음전파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4. 중보기도팀을 일으키셔서 미얀마의 어둠의 세력을 파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5. 산족선교에 주력할 수 있는 선교단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
6. 산족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리더가 세워지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도회가 있도록 기도하
자.
7. 주께서 ‘비아 라디오’ 방송에 기름부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8. 주께서 산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