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선교보고
주최: 한길교회 청년부
2017년 2월 13일~22일 인센교회방문

문형진 목사, 신민자 전도사, 이동선 전도사, 김다희 청년, 권희준 청년, 문선아 청년, 김진솔 청년, 노승만 청년, 서은해 학생



미얀마 개관

네피도

▶ 수도 : 2005년  네피도로 이전

▶ 주요도시 :   
     양곤,  바간,  인레호수,  만달레이

▶ 날씨 : 30도 전 후(6-9월 우기)

▶ 인구 : 5400만명

▶ 민족구성 :  버마족(66.94%), 
    샨족(10.46%), 꺼인족(6.24%), 
    라까인족(4.17%), 몬족(2.62%), 
    친족(2.04%), 까친족(1.42%), 
    꺼야족(0.44%), 기타(5,67%)

▶ 종교 :    
  불교 89.4%, 기독교 4.9%, 이슬람교 3.9%, 
  힌두교 0.5%, 토속신앙 1.2%, 기타 0.1%

▶ 면적 : 67.7만 ㎢(한반도의 3배)



미얀마 개관

➤ 1970년대 아시아 축구 강국 버마(현 미얀마)

➤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로 우리나라의  3배였으며, 필리핀과 함께 동남아
시아 강국이었다.  그 무렵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가 자국 국민에게 “버마만큼 잘살게 해주
겠다”고 했다.  2016년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세계 159위), 우리나라가 28,000 
달러(세계 31위), 싱가포르 53,000달러(세계 11위)- 한국경제TV 통계 

➤ 제3차 영국-미얀마 전쟁이 끝나면서 1885년 영국의 지배 아래에서 미얀마는 인도의 일개 
주(州)로 전락했다. 

➤ 1937년 영국은 미얀마를 인도에서 분리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일본에 점령당
했으며 1948년 초까지 다시 영국의 통치를 받았다.

➤ 미얀마가 1962년에 각각 군부 로 군부정권이 북한처럼 폐쇄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면
서 (대부분의 기업과 천연자원을 국유화함)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다.

➤ 다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구심점으로 묶어준 불교는 생활의 중심이다.





미얀마의 
교통

















거리 풍경















주거 환경











인센 
성경신학교
(신학생 26명, 교수 4명, 강사 6명)



성경신학교 졸업식



성경신학교 졸업식



졸업식 후 만찬



이장봉권사님 기념식수 단체사진





인센 성경신학교 학생들과 미니 올림픽



인센 성경신학교 학생들과 현지식 식사



한국인의 밤



강의실                                 기숙사



  산칭  
어린이  
교육원
원장 : Phoebe



유치원 : 30명/ 고아원 : 10명





선교사 
카와스 
사역지

MISSIONARY : KYA’S 
성도 :   40여명







베들레헴 
교회

(MISSIONARY : TIN MAUNG 
SHWE/  

  유치원사역 10명 어린이 돌봄)







벧엘 교회
(MISSIONARY : AIH 

KHAM GO/ 35여명)







와타야 
교회

MISSIONARY : TOE TOE 
성도 :   40여명





목회자 
가정방문

2월 19일 오후





인센교회 
성도 

가정방문
2월 19일 오후





함께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형진 목사, 신민자 전도사, 이동선 전도사, 
김다희, 권희준, 문선아, 김진솔, 노승만, 서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