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 마긴다나오�족(Maguindanao)

�

인�구� :� 1,190,000� (Joshua� project.net)

위�치� :� 필리핀�남부� 민다나오섬

언�어� :� 마긴다나오어

종�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미확인(기독교� 0.14%)

성경번역� :� 미확인

�

개요� /� 역사�

마긴다나오(혹은� 마긴다나우;� Magindanaw)족은� 저지대에� 살고� 있는� 필리핀� 종족� 중의�

하나로서,� 그들은� 수천년전에� 남서� 아시아의� 섬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오늘날� 이들은�

필리핀�남부� 민다나오섬에�주로�거주한다.�

마긴다나오는� � ‘범람원의�사람들’이란�뜻으로�백만이�조금� 넘는�인구가�있다.�

전설에� 따르면� 마긴다나오족은� 선지자� 모하메드의� 직계� 후손이라� 주장한� 무슬림� 왕자� 샤리프�

카붕수완(Sarip� Kabungsuwan)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되었으며,� 그의� 지혜와� 그의� 매력있는�

메시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자신의� 회심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왕자는� 대나무� 줄기에서�

기적적으로�태어난�현지�여인과�결혼했다고�전해진다.� �

생활양식

전통적인� 마긴다나우� 정착촌은� 수로�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는� 배를� 이용한� 수송과� 교류가�

용이하기�때문이다.� 몇몇� 주요� 무역센터가�정치적인�권력으로�자리�잡았고�다른� 정착민이나�수로�

근처는�지역� 촌장(datus)에� 의해� 통제된다.�

그들의� 전통적인� 거주방식은� 자연스런� 수로의� 경로를� 따르지� 않고� 도로위의�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서서히� 변경되었다.� 큰� 마을이� 고속도로를� 따라� 생겨났고� 상업무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다.�

오늘날� 마긴다나오족은� 여전히� 자급자족하여� 살아간다.� 그들은� 여러� 곡식을� 재배하고� 고기를�

잡고� 습지에서� 나는� 야생� 음식을� 얻는다.� 젖은� 쌀은� 저지대에서� 자라나고� 마른� 쌀고� 옥수수는�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그들의� 식단에는� 참마,� 쌀,� 토마토,� 호박,� 콩,� 코코넛과� 단백질� 섭취를�

위한�염소,� 닭,� 달걀� 등이� � 포함되어�있다.�

사회에서� 높은계급의� 사람들은� 육체노동에서� 제외되어� 가고,� 나머지� 중에서� 남자는� 쟁기질,�

농장에서�무거운�짐을� 들어올리는�일을�하고� 여성과�아이들은�집안일을�돌본다.�

그들은� 바구니를� 짜는� 일과� 장신구를� 제작하고,� 화려한� 옷감,� 보석� 장식과� 여러� 액세서리등은�

마긴다나오족의� 독특하고� 화려한� 의상을� 완성한다.� 특별한� 날에는� 징과� 다른� 악기를� 이용하여�

우아한�춤을� 추기도�한다.� �

마긴다나오족의� 친족제도는� 부모� 양쪽� 모두를� 따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신분,� 출신의� 특정�

규칙,� 그리고� 특정한� 결혼� 패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마긴다나오족� 사이에서� 사회적� 신분은�

현연관계보다�덜� 중요하게�여겨진다.�

그들은� 친척들간의� 결혼(특히,� 두번째� 사촌과의� 결혼)을� 선호한다.� 이슬람법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만�대부분의�결혼제도는�일부일처제로�이루어진다.�

혈연관계사이의� 불화는� 이들� 그룹내에서� 가장� 심각하고� 독특한� 갈등유형중� 하나이다.� 보통� 다른�

가족들간�혹은�다른� 공동체간의�살인으로�결론지어지곤�한다.� �

�

종교

마긴다나오족이� 필리핀내에서� 가장� 큰� 무슬림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들의� 신앙체계는� 정통�

이슬람보다는� ‘민속� 이슬람’의� 형태에� 더� 가깝다.� 그들의� 이슬람� 관행은� 보통� 애니미즘(모든�

만물에�영혼이�있다는�믿음)과� 맞닿아�있다.�

무슬림� 종교지도자들(imams과� panditas)은� 어린� 학생들에게� 코란을� 읽고� 외우도록� 가르치는�

종교생활을�주관한다.� 또한� 마긴다나오족은�정기적으로�종교�휴일과�축제들을�축하한다.�

필요

마긴다나오족이� 이슬람의� 엄격한� 양식을� 따르지는� 않지만� 이슬람은�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부� 기독교�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마긴다나오족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들로부터� 어떤�

반응도�볼� 수� 없었다.�

기도제목

1.� 필리핀�마긴다나오족에게�그리스도를�전할�사람을�보내어�주시도록�간구하자.

2.� 하나님께서� 마긴다나오족의� 갈라진� 틈에� 신실하게� 서서� 중보하는� 중보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자.

3.� 그들이�복음을�받아들일만한�심령으로�준비되어�지도록�성령님께�간구하자.



4.� 마긴다나오족의� 소수의� 믿는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자.

5.� 무슬림�마긴다나오족과�접촉한�선교기관에게�창조적인�아이디어를�주시도록�기도하자.

6.� 마긴다나오족에게�강력한�교회가�세워질�수� 있기를�기도하자.

7.� 이� 지역의�주요언어로�성경번역이�완성될�수� 있도록�기도하자.

참고자료

� http://www.joshuaproje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