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미얀마을
위한 중보기도

(10월21일~27일)
네팔
개요

o수
o인
o면
o언

경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3분
의 1 정도는 1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최저 생
활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음. 전체 인구의 90%가 자
급형 농업을 하며 GDP의 38%를 차지함. 지형적 고립,
험난한 지형, 마오쩌둥주의자의 충돌로 파괴되거나 손
상된 빈약한 사회 기반시설, 가속화된 삼림벌채, 환경
피해, 자연재해의 민감성 등 모든 요소가 나라의 발전
을 막고 있음. 최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되면서 회복은 더 어려워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사실상 고립된 중세 왕국이던 네팔은 지난 50년간 눈
에 띄게 진전했음. 수력발전과 관광산업이 커다란 잠재
력을 보이고 있음.

티크 숲과 비옥한 농경지, 보석과 광물, 해양의 석유
와 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국민은 대부분 가난하
거나 최저 생활수준임. 군사정부의 약탈과 파괴로 아
시아의 곡창으로 불리던 미얀마는 3분의 2 이상의 아
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대부분 1인당 하루 평균 1
달러 이하 생활비로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음. 불법
약물인 암페타민이 아편을 대체했음. 물가 상승, 정치
적 고립과 더불어 2008년에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피
해를 입으면서 이미 빈곤한 국민이 받는 압력은 더욱
강화되었음.

정치

오래된 세습 군주제가 2008년도에 막을 내리고
다수당 입헌 공화국이 되었음. 식민 통치를 받은
역사가 없으며 외부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고립
된 상황이 1951년에 끝났음. 1962년에 국왕은
정당 없이 정부체제의 실권을 장악했음. 1990년
대와 2000년대에는 주로 마오쩌둥주의 반군에
의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불안이 있었음.
2008년에는 2년간 다른 정당들과의 공방 끝에
마오쩌둥주의 정부가 들어섰음. 그러나 2010년에
총리가 사임했음. 정부는 파산하고, 헌법 개혁은
연기되었음. 2만 명의 강력한 마오쩌둥주의 군대
가 국군으로 통합되는 문제도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임. 지역 공동체의 빈곤을 해결하는 일과
“외부 간섭”의 저항적 인식이 정치적 수사학을
지배하고 있음.

인도에 속해 있다가 영국에게 지배당하고,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일본이 점령함. 1948년 독립했으나,
중앙정부가 약속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종족 지
역에서 무장 분리 운동을 일으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1990년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지만 군부는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감금하고 선거
결과를 묵살함. 아웅산 수지 여사는 대부분의 생을
억류된 채 보냄. 비밀 군사정부인 “국가 평화발전
위원회”는 반대파를 투옥시키고 강제 노동과 집단
학살을 일삼았으며 소수 집단을 억압하고 모든 반대
의견을 억눌렀음. 2007년에 일어난 저항을 강력 탄
압하고 수도를 네피도로 이전한 일로 국민은 군사정
부에서 더 멀어짐. ASEAN 회원국이며, 2008년 부정
선거로 군사정권의 새 헌법이 작성됨. 다음 선거는
2010년에 실시될 예정임.

기도제목

동문

도:
구:
적:
어:

카트만두
29,852,682명
147,181㎢
네팔어. 전체언어 127.

미얀마
o수
o인
o면
o언

도:
구:
적:
어:

네피도
50,495,672명
676,577㎢
버마어. 전체언어 116.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소수 종족 출신이지만 이것
지도자 훈련이 교회에서 정규 훈련으로 이루어 질
이 쓴 부리가 되지 않고 다른 종족에 대한 증오,
수 있도록.
신앙의 타협, 선교 비전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지
빈곤한 가운데 목회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않도록.
종교적 다수,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핍박으로써 신
핍박과 가난, 고립이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교회를
자들이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정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현재 39명의 ACTS 동문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52명의 ACTS 동문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도24·365(세계기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