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오랑�판타이�티무르족(Orang� Pantai� Timur� of� Malaysia)

인�구� :� 2,378,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말레이반도,� 사라왁(Sarawak)주의�일부에�넓게�퍼져� 있음.

언� 어� :� 말레이어

종�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0.40%

성경번역� :� 전권(1996)

개요� /� 역사

오랑�판타이�티무르�족(동쪽� 해안가의�사람들)은� 말레이시아�반도�동쪽� 해안가를�따라�살고� 있는�

말레이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주로� 테렝가누(Terengganu)와� 켈란탄(Kelantan)� 이� 두

개의� 주에� 살고� 있으나� 일부는� 직업의� 기회가� 많은�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 오랑�

판타이� 티무르는� 말레이시아의� 국어인� 바하사� 말레이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만의� 독특한� 억

양은�말레이시아,� 부르나이�그리고�싱가폴에�있는�말레이족들과�구별된다.

생활양식

많은� 오랑� 판타이� 티무르� 족이� 낮은� 계급의� 관직이나� 샐러리맨� 전문직으로� 전환하고� 안정을� 찾

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다수는� 전통적인� 직업인� 어업에� 종사하지만� 쌀농사와� 야채를� 재배하기

도� 한다.� 여전히� 여자들은� 주부로서� 집에� 머물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중매결혼이� 성행했다.� 오늘날에는� 배우자를� 개인이� 선택하지만� 부모

나� 가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배우자� 후보라면� 여전히� 거부할� 수� 있다.� 부모들은�

테렝가누와� 켈란탄� 주� 출신을� 가장� 좋아하며,�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말레이인이고� 성

격이�괜찮다면�허락하는�편이다.�

결혼식은� 신부나� 신랑의� 집에서� 행해진다.� 이것은� 많은� 다른� 말레이인이� 지역� 이슬람� 사원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랑� 판타이� 티무르� 족의� 독특한� 관습이다.� 아다트� 테멩궁adat�



temenggung(남자� 상속)을� 지킴으로써� 결혼식은� 자주� 신랑의� 집에서� 열린다.� 신혼부부는� 그들

만의�집에서�살지만�일반적인�문화�관습은�신랑� 부모의�집에� 사는�것을� 강조한다.�

또� 다른� 일반적인� 문화� 관습은� 결혼� 후� 곧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가난하다면� 아

이를� 갖는� 것을� 늦추게� 될� 것이다.� 늦춰진� 출산계획은� 자주� 다른� 가족들로부터의� 압박을� 가져온

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도� 가족� 수는� 많은� 편이다.� 오랑� 판타이� 티무르� 부부는� 보통� 3명에서� 7

명의�자녀를�가진다.�

종교

오랑� 판타이� 티무르족은� 이슬람교도이고,� 이슬람� 신앙의� 전통을� 신실하게� 따른다.� 여자들은� 얼굴

의� 베일은� 하지� 않지만� 머리와� 몸� 전체를� 덮는� 치마나� 바지를� 입는다.� 남자는� 복장� 규정이� 그리�

엄하지� 않지만,� 독실한� 이슬람교도인� 남자는� 이슬람� 모자와� 전통� 이슬람� 의상을� 입는다.� 일부� 다

처제� 또한� 오랑� 판타이� 티무르� 남자들에게는� 일반화� 되어� 있다.� 이슬람� 율법상으로는� 한� 남편이�

4명의� 부인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부인과�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초생활을�

제공할�수� 있는� 경제적인�여유가�되는� 남자만이�배우자를�추가로�더� 얻을� 수� 있다고�강조한다.� �

오랑� 판타이� 티무르인은� 모든� 이슬람교� 절기,� 특별히� 3개의� 주요� 축제(하리� 라야Hari� Raya,� 하리�

코르반Hari� Korban,� 하지Haji)를� 지킨다.� � 다른� 말레이�족들과� 차별화된� 점은� 오랑� 판타이� 티무르

는� 하리� 코르반(희생� 날)을� 지킨다는� 것이다.� 제물로� 드리는� 동물은� 염소,� 소,� 물소� 그리고� 수입

된� 낙타들이다.� 장례식은� 이슬람교� 신앙으로� 일관되게� 한다.� 시체는� 씻은� 후에� 하얀� 천으로� 싼

다.� 죽은� 사람은� 죽은� 날� 바로� 땅에� 묻는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사망� 후� 7일� 동안� 기도의식

을� 행하고,� 죽은� 사람이� 남자였다면� 남아� 있는� 과부는� 장례식에� 따라� 60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야�한다.� 과부들을�위한�다른�제약조건은�없다.� �

필요

동쪽� 해안지역은� 석유� 소득이� 풍부하지만,� 오랑� 판타이족은� 이득을� 가지지� 못한다.� 테렝가누와�

켈란탄주는� 말레이시아의� 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다.� 경제� 발전은� 오랑� 판타이� 정치� 투쟁의�

가운데� 갇혀� 여전히� 어렵다.� 소수의� 현지� 기독교인들이� 오랑� 판타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축복을�

전하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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