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마두라(Madura)족�

�

인�구� :� 7,987,000(Joshua� project.net)

위�치� :� 인도네시아의�동부자바의�북쪽�해안� 지대,� 사푸디�섬,� 마두라섬

언�어� :� 마두라어

종�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 전권(1994)�

�

개요� /� 역사

마두라족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미전도� 종족이며� 주로� 마두라� 섬과� 자바� 섬의� 동부에�

살고�있다.� 그� 외에�자카르타,� 칼리만탄,� 술라웨시와�심지어�싱가포르에서도�발견되어진다.�

‘E� tembang� pote� matah,� angok� pote� tolang'은�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를� 뜻한다.� 이것은� 마두라족의� 기본� 정서가� 자존심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들은� 사나운� 싸움꾼이면서도� 굉장히� 부지런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다.� 친구에게는� 매우� 충실하

며,� 적에게는� 매우� 사납다.� 그들의� 냉혹한� 성격과� 생활양식이� 유명한데,� 이것은� 분명� 그들을� 힘

들게� 했던� 자연�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 받아오던� 역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리,� 도덕을� 기준으로� 그들의� 일을� 평가할� 때에는� 대부분� 매우� 열심히� 일하고� 포기를� 모르기� 때

문에� 그들의� 냉혈한� 기질이� 긍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자들도�힘든�일에� 몸을� 사리지�않는다.�

마두라족은� 여러� 방언들과� 함께� 그들�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방칼란� 방언은� 방칼란과� 삼팡�

지역에서� 사용된다.� 파메카산� 방언은� 파메카산� 남쪽� 지역과� 마두라� 섬의� 중앙� 지역에서� 사용된

다.� 수메넵� 방언은� 수메넵� 지역에서� 사용되고,� 또한� 길파파스와� 칸진� 방언도� 소수의� 인구에� 의해�

사용된다.

생활양식

섬에� 사는� 마두라족� 다수는� 긴밀한� 농업�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기후가� 매우� 건조하고�

땅이� 비옥하지� 않아� 농사로부터는� 거의� 수입을� 얻지� 못한다.� 대부분의� 마두라족은� 어부,� 염전� 농

부,� 섬들� 사이의�화물선을�운행하는�뱃사람,� 자전거�택시�운전사,� 숙련되지�않은�노동자가�된다.�

마두라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그들의� 꼬치� 케밥인� 사테(sate)와� 고기� 수프인� 소토(soto)로도� 유



명하다.�

마두라족의� 결혼� 전통은� 먼저� 아들에게� 적합한� 젊은� 여자를� 부모가� 찾는� 것이다.� 그� 후� 여자의�

가족과�만나� 그들이�받아들이면�약혼식을�올린다.� 마두라족은�같은�할아버지를�두고� 있는� 사촌이

나�먼� 사촌이나�가까운�가족으로�간주하기에�대가족을�유지한다.�

종교

마두라족� 대부분은� 매우� 헌신적인� 수니파� 무슬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두라족은� 선

하고� 악한� 영들을� 통제하기� 위해� 마력을� 사용함으로서� 안전을� 찾는다.� 마두라족에게� Kyai(전통적

인� 이슬람� 교육을� 위한� 기관인� 페산트렌의� 지도자)와� � Hajj(메카� 순례를� 만든� 사람� 중의� 한� 명)

는� 아주�특별한�명예를�지닌� 자들이다.�

필요

평균적으로� 마두라족은� 인도네시아인� 수입의� 1/3로� 살아간다.� 경제� 성장과� 확산되는� 산업화는�

그들의� 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직업�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 중

학교� 이상의�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매우� 건조하고� 짠� 토양은� 염분� 제거� 기술을� 사용해서� 농작

물의�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벌거숭이가� 되어가는� 땅과�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향상된�

어부� 기술� 또한� 필요하다.� 바닷물에서� 신선한� 물을� 추출해내는� 것은� 또� 하나의�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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