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미낭카바우족(Minangkabau,� Orang� Negeri� of� Malaysia)

인�구� :� 601,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쿠알라룸푸르�남동쪽� Ulu� Muar지역

언�어� :� Negeri� Sembilan� Malay

종� 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말레이시아� 반도의� 네게리� 셈빌란� 주의� 과반수� 이상이� 미낭카바우(혹은� 미낭Minang)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인도� 서부� 수마트라에서� 온� 미낭카바우� 족의� 자손인� 말레이시아� 미낭� 사람들은� 독

특한� 문화와� 몇� 세기에� 걸친� 왕실� 역사을� 가지고� 있다.� 미낭족은� 말레이시아� 국어를� 말하지만�

그들의�인도네시아�유산인�언어인�그들의�방언을�가짐으로�그들의�뿌리를�반영한다.� � 말레이시아

안에서�미낭인들은�자신들을�네게리에서�온�사람이나�오랑�네게리라고�여긴다.�

생활양식

미낭족은� 아다트� 페파티adat� pepatih�대한� 준수(모계� 유전)로� 유명하다.� 네게리� 셈빌란의� 일부�

지역들은� 결혼의식의� 복잡성과� 전통적인� 부계� 유전의� 다른� 말라이� 그룹에서� 온� 공동체들의� 혼합�

때문에� 이� 전통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쿠알라� 필라,� 탐핀,� 세리� 메난티와� 젤레부� 지역들은� 여

전히� 강하게� 그들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계속� 이� 전통을� 따른다.� 미낭족은� 여자들에게� 큰� 중점

을� 둔다.�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재산은� 모계를� 통해� 전승된다.� 딸들은� 같은� 그

룹�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가족의� 토지에서�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들은� 그룹� 바깥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지만,� 그들� 또한� 역시� 부인이� 유산으로� 물려

받은� 토지가� 없으므로� 가족의� 토지에� 사는� 그들의� 권리를� 상실한다.� 신혼부부들은� 그들� 소유의�

토지에서�또는�신부가족과�함께�산다.� �



미낭족의� 씨족장들은� 그� 지역� 안에서� � 씨족� 토지의� 대략� 35,000km2의� 토지를� 소요하고� 있다.� �

이� 땅은� 여자의� 이름으로� 하지만� 남자� 씨족장들은� 권력의� 규모로� 중심을� 유지한다.� 씨족장들은�

그들의� 수쿠(씨족� 집단)안에서� 그들만의� 직위를� 가지며,� 엄격한� 계급구조는� 각� 씨족� 집단� 안에�

얼마나�많은� 리더가�있는지�허용되는지에�따라�정해진다.

미낭족의�가옥과� 건축은�오래되고�전통적인�집들이� 여전히�존재하지만,� 지난� 세대를� 거치면서�더�

현대적으로� 되어� 간다.� 전통� 가옥의� 지붕은� 물소의� 뿔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양쪽� 끝이� 살짝� 올

라와�있고,� 이런�지붕들과�함께�매운� 음식은�미낭카바우의� 2가지�대표적�특징이다.�

종교

미낭족은� 모계유전임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이슬람교인들이다.� 미낭족� 문화에는� 일부다처제가� 드

물다.� 왜냐하면� 순수� 유전� 계승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모계� 유전의� 양상과� 남자들이� 두번째�

부인을�취하지�못하게�하는�것은� 근본적인�이슬람교�사람들로부터�비판을�받고�있다.�

미낭족은� 이슬람교의� 5개� 믿음의� 기둥을� 실행하고,� 말레이시아� 전역을� 통해� 거주하는� 다른� 말레

이� 집단� 사람들과� 동일한� 이슬람� 의상을� 입는다.� 아주� 다수의� 미낭족� 여자들은� 머리� 덮개(히잡)

를� 하지만�일부� 젊은�세대들은�착용하지�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이슬람�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할례를� 받는다.� 남자아

이들은� 12살� 때,� 여자� 아이들은�아기일�때�행하며�오직�남자의�할례만이�축하를�받는다.

필요

미낭족은� 미래에� 자신들의� 문화가� 외래로부터� 동화되는�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문화를� 보호�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네게리� 셈빌란의� 다른� 지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말레이� 집단과와� 혼

합은� 그들의� 독특한� 모계� 풍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미낭족은� 정체성의�

상실을�느끼고�있다.�

참고자료

http://www.joshuaproje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