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아체(Aceh)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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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4,132,000� (Joshua� project.net)

위�치� :� 인도네시아의�수마트라�섬의�북쪽(아체�지방� 해안가)

언�어� :� 아체어

종�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전권� (1997)

�

개요� /� 역사

아체족은� 수마트라� 섬� 북쪽� 끝부분에� 살고�있으며,� 반다� 아체(Banda� Aceh)의� 지방� 수도는� 남동�

아시안� 무슬림들이� 메카에�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지나갈� 때� 들르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 도시는�

‘메카의� 베란다’로� 알려져� 있다.� Akhir,� A-Tsing,� Urueng는� 아체족에서� 주요� 큰� 종족� 그룹이다.�

인도네시아�전역에서�헌신적인�이슬람�추종자로�알려져�있는� 그들은,� 자신의�무슬림� 신앙을�매우�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의� 삶은� 이슬람의� 법에� 매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인도네시

아� 국가의� � 법보다� 이슬람의� 법을� 적용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다.� 아체족은� 자신들이� 고유� 언어

로�말하고�또한� 인도네시아�국가�언어로도�말한다.�

생활양식

대부분의� 아체족은� 농부이거나� 어부이다.� 전통� 집은� 침실과,� 재로� 가득� 찬� 직사각형의� 진흙� 난로

가� 있는� 부엌이� 함께� 있는� 넓은� 거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집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높은� 금

속� 기둥� 위에� 지어진다.� 집� 밑에서는� 소,� 양,� 염소,� 병아리들을� 키우거나� 도구나� 목재를� 보관한

다.� 마루와� 벽은� 대나무나� 코코넛� 목재로� 만들어진다.� 지붕은� 진흙� 타일이나� 야자나무의� 잎으로�

엮은� 이엉으로�덮여있다.� 그러나�오늘날�지어지는� 대부분의�집은�시멘트�벽돌과�회반죽으로�만들

어진다.�

전통적으로� 아체족의� 남녀� 모두� 허리에� 단정하고� 다양한� 색의� 천인� 사롱(sarong)을� 둘러� 입는

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슬람식� 옷차림으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아체족의� 무기는� 렌콩



(rencong)과�화려하게�장식된�칼이다.� 남자들은�그것을�접어� 장식품처럼�사롱속에�찬다.�

전형적으로�여자들이�가계를�운영한다.� 남자들은�아이들을�돌보는�것을� 포함하여�가사�일에는�관

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모든� 아이들은� 막내까지도� 집안일을� 도와야만� 한다.� 유산은� 이슬람법에�

따라�남자가� 2배를�받는다.� 그러나�집과� 땅은�항상� 여자에게�물려진다.

종교

아체족은� 아주� 엄격한� 수니파� 무슬림이다.� ‘아체족이� 되는� 것은�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 전역과� 남동부� 아시아� 국가에� 이슬람을�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체족은� 개종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심지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반대한다.�

왜냐하면� 아체족이�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Shari'a)� 이슬람� 법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첫� 번째� 지

방이고,� 다른� 강력한� 이슬람� 지방에서도� 샤리아� 법을� 시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은� 무슬림이� 아닐지라도� 모든� 여성은� 머리를� 천으로� 덮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체� 지방에�

살고� 있는� 다른� 종족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를� 경배한다.� 정통파� 이슬람인� 많은� 아체족� 또한� 다

양한� 미신들과� 정령들을� 숭배하는� 물활론� 신앙이� 섞여있다.� 이� 신앙의� 중심은� 선하거나� 악한� 영

들을�마술을�통하여�달래거나�지배함으로써�보호받기를�추구하는�것이다.

필요

아체�지역은� 농업,� 광업과�산업� 발달에� 필요한�자원이� 풍부하며,� 관광업�또한� 더욱� 발전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세가� 험하고,� 기반� 산업이� 미비하여� 그�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아체

인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력� 개발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독립� 운동과�관련된�수� 십� 년간의�사회� 불안과�폭력� 문제가�해결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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