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파당� 미낭카바우족(Minangkabau,� Padang� of� Indonesia)

�

인� 구� :� 6,025,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인도네시아의�서부,� 수마트라�섬의�중서부에�위치

언� 어� :� 미낭카바우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2%

성경번역� :� 신약(1996)�

�

개요� /� 역사

미낭(Minang)족이라고도� 불리는� 미낭카바우족은� 수마트라� 서부� 출신으로� 멘타와이(Mentawai)�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들� 외� 대부분� 지방의� 주요� 집단이다.� 많은� 방언을� 갖고� 있는� 미낭어를� 사

용한다.� 미낭족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갔다.� 그들은� 인도네시

아에서� 4번째로�큰� 민족�집단이기에�많은�영향력을�갖고�있다.�

미낭카바우라는� 이름은� 고도의� 재치를� 뜻한다.� 문자적으로는� 승리,� 물소다.� 아마도� 전쟁의� 결과

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고대의� 시합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낭카바우족의� 투사로� 어

린� 송아지를� 선택하였고,� 자바족은� 물소를� 선택했다.� 미낭카바우족은� 싸우기� 전에� 어린� 소를� 굶

긴� 후� 그� 입에� 칼을� 묶어두었다.� 동물들이� 만났을� 때,� 미칠� 정도로� 배고픈� 어린� 소는� 젖을� 먹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자바족의� 짐승은� 출혈로� 죽게� 되었다.� 오늘날� 물소는� 미낭카바우족의�

신화,� 문화,� 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낭카바우족의� 전통� 집의� 지붕의� 처

마는�물소의�뿔과�같이� 바깥으로�솟구쳐있다.

생활양식

예전에� 지도자와� 조언가가� 다스리던� 미낭카바우족의� 마을은� 작았지만,� 모두� 각각의� 자치권을� 가

지고� 있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간섭하지� 못했다.� 미낭카바우족은�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그들

의� 요리법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전체에� 식당을� 갖고� 있다.� 미낭카바우는� 식당을� 경

영하는�것� 외에� 상인으로도�유명하다.� 그들은�주로� 옷과� 보석을�거래한다.�



미낭카바우족은� 그들의� 전통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의� 모계� 문화에서� 가족의� 이름과� 부는�

딸에� 의해� 전승된다.� 집의� 가장� 큰� 책임은� ninik� mamak으로� 불리는� 아내의� 남자� 형제들이� 갖

고� 있다.� 삼촌이� 조카들을� 돌보고� 집의� 가보와� 상속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호한다.� 최근에� 미

낭카바우족도� 남편이� 가정을� 이끄는� 생활양식으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삼촌의� 역할은� 점차� 줄어

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지역을� 떠나� 이동해왔던� 미낭카바우족에게서�

주로�보여진다.�

종교

대부분의� 미낭카바우족은� 정통파� 무슬림들이다.� 미낭카바우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슬람교도가� 되

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이슬람을� 떠난� 미낭카바우족은� 그들의� 가정,� 이웃과� 의절해야� 하며,� 직

업도�잃는다.� 1800년대에�네덜란드인들은�자신의�힘을� 키우기�위해� 미낭카바우�전통의�후견인과�

무슬림�종교� 리더간의�갈등을�이용했다.� 그래서�종교� 리더들과�전통을�따르는� 원로들이�네덜란드

인들과�겨루기�위해� 연합하였고,� 그�뒤로� 이슬람이�미낭카바우족의�전통이�되었다.�

필요

교육과� 사업에서� 미낭카바우족은�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다른� 종족보다� 우수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마트라� 서부의� 교육과� 산업은� 여전히� 발전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은� 주로� 바느질,� 뜨

개질,� 엮는� 것이다.� 이런�수공예는�더욱�성장할�잠재력을�갖고�있다.�

여행� 관광은�멘타와이(Mentawai)섬과� 마닌자우(Maninjau)호와� 싱크락(Singkrak)호와� 부키팅기(�

Bukittinggi)지역에서�발전될�수�있는� 유일한�산업이다.�

참고자료

� http://www.joshuaproje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