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싱할라족(Sinhalese)

인 구 : 11,123,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스리랑카 전역
언 어 : 싱할라어
종 교 : 불교
기독교 : 없음
성경번역 : 전권(1982년)
개요/역사
싱할라족은 인도 동서부 연안에서 가장 유력한 지배 종족이었다. 그들은 스리랑카의 중부
와 동서부의 가장 큰 종족이며, 스리랑카에서 2,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살아왔다. 4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유럽인들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이후
로, 스리랑카 북쪽지방의 타밀족과 계속되는 분쟁 가운데 있다.
생활양식
싱할라족 가운데 가장 큰 카스트는 농작일을 담당하는 카스트이다. 싱할라족 인구의 절반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쌀, 코코넛, 토마토, 감자, 양파와 같은 농작물을 재
배한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은 동물들을 돌보고, 물소와 양, 염소, 닭과 돼지를
치며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싱할라족은 일부일처제를 결혼제도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아내가 한 명 더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
식의 형식을 갖고 있지 않고 부모의 동의아래 남녀가 함께 동거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와 같은 결혼형식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남녀가 결혼식과 함께 혼인서
약에 서명함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스리랑카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 면에 있어
서도 충분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는 서아시아 국가 중 산업성장률에 잇어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다.
거주지역
싱할라족은 크게 두 종족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산지에 거주하는 ‘칸디얀 싱할라’이
며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그룹이다. 두 번째 그룹은 저지대에 사는 싱할라족이다. 그들
은 저지대에 살며 도시에 거주하며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싱할라족은 인도 유럽피
언 언어인 ‘싱할라어’를 사용한다.
종교
대부분의 싱할라족은 소승불교의 줄기에 속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은 사람들이 불
교의 기본적 교리를 따르지만 그들은 또한 힌두교도 함께 믿으며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필요
싱할라족의 육체적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필요들이 시급하다. 유럽의 식민지 기간동안 스리
랑카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 열렬한 중보기도와, 복음의 도구들과 함께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를 아는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기도제목
1. 스리랑카의 내전이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추수의 주님께서 문화적 상대성 가운데 있는 싱할라족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기도하자.
3. 주님께서 싱할라족의 맘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드릴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하자.
4. 싱할라족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그들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
자.
5. 주님께서 싱할라족을 위해 기도할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하자.
6. 싱할리족 가운데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