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코랏족(Thai, Khorat of Thailand)

인 구 : 559,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나콘라차시마, 촉차이(반 넝텝 프랑, 반 농 삼롱)
언 어 : 중부 타이어, 이산어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 0.5%
성경번역 : 전권(2000년)
개요/역사
태국 동북부 17개 중에 흩어져 거주하는 코랏 타이족(동북부타이)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자질을 가진 라오족 계열의 사람들이다. 중앙 타이 정부는 이들을 중앙 타이 문화로 속하게
하려고 오랫동안 무력정책을 주로 사용했다. 그들은 언어, 식생활습관, 구별된 사회계급에
의해서 독특한 문화적 집단으로 유지되어져 왔다. 최근 정부는 관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일지라도 정부의 양보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코랏 타이족을 비롯한
동북부 타이족은 가정에서는 동북부 타이어(이산, isan)를 사용하며, 다수의 사람들은 태국
의 공식어인 중부 타이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생활양식
대부분 농부이며 주로 관개와 계단식 논밭을 사용하여 쌀, 카사바, 사탕수수를 재배한다.
일반적으로 연령, 직업, 부, 주거에 따라 계층을 형성한다. 주로 남편이 가정의 대표가 되지
만, 아내가 가족의 가계를 꾸리는 책임을 갖는다. 친절함과 솔직함으로 유명하고, 가족과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적이지 않고 낙천적인 성격이다. 북부나 중부
타이족보다 문화적 발달은 뒤쳐져있지만, 공교육과 북동부 지역의 발단된 교통시설로 인하

여 최근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
종교
소승불교가 주된 종교로서, 이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다라 고통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며 공
적을 쌓으므로 열반, 해탈의 경지에 오르고자 한다. 이들은 승려들을 먹이고, 절에 공양하
고, 불교행사에 참여함으로 공적을 쌓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전통적으로 젊은 남자들이 불교
를 공부하기 위하여 석 달씩 불교 사원에 들어간다.
필요
기독교인은 0.5% 미만이다. 빈번한 가뭄으로 고통 받기 때문에,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약 십만 명이 시각장애인데, 비타민 결핍, 성병, 무분별한 약물 사용 등이 원인
이며, 이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된다. 영적뿐만 아니라 신체적 필요로 치료해줄 크리스천 의
료팀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성교육, AIDS 경고, 술과 마약 남용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
는 향상이 필요하다.
기도제목
1.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한체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자.
2. 선교를 위한 교회와 단체들 사이에 비전과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시도하는 자원하는 마
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3. 코랏 타이족을 포함한 모든 동북부 타이족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복
음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도록 기도하자.
4. 의료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의료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자.
5. 견고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복음의 도구들을 통하여 복음화되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