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빠따니 말레이족(Malay, Pattani of Thailand) 

 

인 구 : 1,045,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북부, 송클라 지방, 찬나, 남부 빠따니 나라티왓, 얄라, 사이부리, 탁 바이  

언 어 : 빠따니 말레이어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 

성경번역 : 정보없음

개요/역사

  파타니 말레이족은 태국 남부 지방에 위치한 종족이다. 파타니 말레이족은 무슬림들이며 

말레이시안 무슬림들의 자손이다. 그들은 열렬한 이슬람 신앙으로 태국 내에서 뚜렷한 정체

성을 가지고 있다. 태국의 주요한 종교는 불교이며 이슬람은 소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초기 말레이 왕국이 시작된 이후, 이슬람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나티 말레이족은 반란과 혁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년 후, 그들의 독특한 무슬림 

문화는 태국정부에 대항하는 분리주의 운동을 이끌어갔다. 왜냐하면, 파나니 지역이 태국 

중앙 정부에 소속되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파타니족은 독립과 자유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적으로 국가에 소속된 한 주로 결집시켜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독립시도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정부를 향한 분노를 초래했다.  

  

생활양식

  대부분의 파타니족 사람들은 농부와 어부이다. 태국 남부지방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풍부

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파타니족은 열대과일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대량어획 사업으로 인해 최근 들어 파타니 족의 어업활동



이 위기 가운데 있다. 태국 남부는 풍부한 광물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주석, 금, 텅스텐, 

망간과 함께 천영가스가 풍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타니 말레이족은 가난과의 투쟁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존하는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파나니 말레이족은 이슬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말레이계열의 사회 정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파타니 말레이족 문화권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사회계급인 통치자와 평민이 

존재한다. 지배 계급의 우두머리는 ‘술탄’이라 불리우며 비 지배 계급으로 종교인 및 일반 

지도자를 말한다. 두 계급은 상호의 필요에 따른 공생관계이다.  

 종교

  태국의 주요종교인 불교와 달리 파나니족은 무슬림들이다. 그들은 ‘샤리아’라 불리는 이슬

람법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하며, 코란을 통해 이슬람 교리

를 배우고, 오직 “신은 오직 알라 밖에 없으며 그의 선지자는 무함마드”라고 가르친다.

 

 필요

  파타니족은 ‘생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부터의 발

전으로 얻는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여러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더욱 더 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칠 사람

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한 이윤창출을 이루어 줄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파타니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현재 파타니 말레이족어로 

신약성경이 번역되었고, 예수영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타니족은 복음으로 부터 

외각에 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사역자들을 파나니 말레이족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케하시길 기  

   도하자.

2. 하나님께서 파타니 말레이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에게 지혜와 은총주시길 기  

   도하자.

3.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루디아와 같은 “Kye Person"을 파타니족 가운데서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4. 하나님께서 소수의 파타니 말레이족 신자들을 통해 그들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  

   길 기도하자.

5. 파타니 말레이족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세워지길 기도하자.

6. 하나님께서 파타니 말레이족 가운데 있는 지역교회들이 승리케 하셔서 그의 이름에 영광  

  을 돌리게 하시길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