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라나오�마라나오족(Maranao,� Lanao)

�

인�구� :� 1,158,000(Joshua� project.net)

위�치� :� 필리핀�남부� 민다나오섬(Lanao� del� Norte� &� Lanao� del� Sur지방)

언�어� :� 마라나오어

종�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미확인(기독교� 0.33%)

성경번역� :� 신약(1981)

�

개요� /� 역사�

마라나오족은�적어도� 13세기�이후부터�필리핀�남부� 민다나오에�거주해�왔다.� “마라나오”는� � 라나

오델수르(Lanao� del� Sur)지방에� 있는� 라나오� 호수와� 관련되어� “호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다수의� 마라나오족이� 라나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거하는� 동안에� 많은� 이들은�

마닐라�뿐� 아니라�다른� 지역으로도�이주했다.� 마라나오족은�단순히�사람들의�집단과� 관련이�있는�

것뿐� 아니라� 라나오� 델� 수르� 주� 그리고� 라나오� 델� 노르테(Lanao� del� Norte)주� 지방에� 살고� 있

는� 사람들이�쓰고�있는� 언어와�관련이�있다.�

생활양식

마라나오족은�그들의�대부분이�정체성과�역사를�라나오�호수로부터�이끌어�내고� 있다.� 그들을�둘

러싸고� 있는� 지역� 안에서� 생계의� � 주요� 원천은� 농업으로,� 쌀,� 옥수수,� 고구마,� 땅콩,� 파파야,� 바

나나� 그리고� 빈낭(야자열매)같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호수낚시� 또한� 전통적인� 생업이다.� �

마라나오족은�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자랑하는데� 외부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즐기

고�있는� 것� 같다.� 섬유,� 금속공예,� 목공예�그리고�건축�모두가�중요한�문화적�표현들이다.� 라나오�

호수에서� 사용하는� AWANG과� 통나무배는� 아마도� 가장� 독특하고� 화려한� 장식의� 통나무� 배� 일�

것이다.� 마라나오의�옷감은�착용자의�신분�상태를� 나타내며�굉장히�화려한�디자인과� 색감으로�알

려져� 있다.� 쿨린탕(KULINTANG)은� 마라나오족에게� 중요한� 악기로서� 선율을� 내는� 8개� 독특한� 공

(종)으로� 연주된다.� 쿨린탕� 음악적� 전통은� 이슬람교보다� 선행하였기에� 이슬람교도와� 이슬람교도

가� 아닌� 민다나오� 곳곳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섬나라들과� 남부까지도� 함께�

공유한다.� 마라나오족의� 서사시로� 잘� 알려진� 다랑은(DARANGEN)은� 마라나오족� 사람들의� 지식

의� 부유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2005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의� 구음과� 무형� 유산의� 걸작� 중�

하나로�발표되었다.�



필리핀�전체는�개발도상국으로�높은�식자율을�보여주며,� 이러한� � 현상이�마라나오�사람들에게�또

한� 식자율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75년� 전에� 그곳에서� 지켜보던� Dr.� Frank�

Laubach는� 마라나오족에게� 만연하게� 퍼져있던� 문맹은� 더� 이상� 없다고� 했다.� 반대로� 수많은� 학

사� 소유자들은� 그들의� 교육에� 적합한� 취업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마라나오족의� 다수의�

고학력자들은�어쩔�수� 없이� 전통업인�농업이나�공예업에�기대야만�한다.� 라나오�지방에서의�일자

리�부족은�일부� 마라나오인들을�마닐라로�이주하도록�했다.�

�

종교

마라나오족은� 필리핀의� 몇몇의� 주� 이슬람교도� 집단� 중� 하나로� 나라의� 인구에� 비해서는� 작은� 비

율이다.� 마라나오족의� 라나오델수르(Lanao� del� Sur)지방은� 민다나오(Mandanao)의� 이슬람교� 자

치지구(ARMM)에� 속한다.� 마라나오족은� 필리핀에� 있는�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들처럼� 자신들을� 필

리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슬람교도라고� 여긴다.� 이슬람� 신앙을� 열렬하게� 지키려고� 하고�

전통적인� 섬� 신앙의� 문화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신앙은�마라나오�이슬람교�신앙과�어느� 정도� 섞여서�계속� 집요하게�유지되고�있다.

1902년� 민다나오의� 이슬람� 지역에�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이� 연합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공했

다.� � 프랭크� 라바흐� 박사는(Dr.� Frank� Laubach)� 1930년에� 마라나오족에게� 선교� 사역을� 시작했

으며�그의� 사역인� 세계적인� 식자(글� 읽고� 쓰기)� 프로그램은�마침내� 빛을� 발했다.� 1958년� 루터교�

선교사인� Robert� � McAmis� 또한� 민다나오에�사는�이슬람교도에게�사역을�시작했다.�

이� 선교사들과� 다른� 사역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마라나오족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미전도� 종

족� 그룹으로�남아�있다.� 백� 만명이�넘는� 마라나오�족� 중에� 알려진�기독교인은� 30-50명에� 불과하

다.� 그러나� 선교의� 도구들은� 그� 곳에� 많이� 있다.� � 마라나오� 신약성경은� 1981년� 이후로� 구할� 수�

있고�예수영화와�라디오�방송은�마라나오어로�제작되어�왔다.�

필요

만약� 마라나오족�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민다나오� 섬에� 거주하는� 다른� 이

슬람교인� 집단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

르지만� 그들의� 문화는� 비슷하며� 그들이� 공통으로� 추구했던� 독립으로� 역사적인� 연대감이� 있다.� �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은� 반드시� 마라나오의� 아름답고� 우아한� 문화를� 존중하는�

노력과�함께� 선포되어야�한다.

독특한� 조합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함께� 고학력� 노동자들의� 기회� 부족은� 이� 민족� 그룹의� 아웃

리치을� 위한� 몇몇의� 기회를� 암시한다.� 마라나오� 문화를� 배우려는� 학생이� 기꺼이� 되기� 원하는� 자

들이나� 이� 문화� 수출업자들이� 아마도� 복음의� 문을� 열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역에� 사

업을� 경영하여� 교육을� 받은� 마라나오족의� 가능성� 있는� 취업자들에게� 수준높은� 직업을� 제공하는�

것도�더�많은� 문을� 열게�하는� 기회가�될�것이다.�

기도제목

1. 복음에� 대항하는� 요새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여� 마라나오족�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메세지에�

반응하고,� 교회가�마라나오족�안에�성공적으로�세워지도록�하자.

2. 30-50명의� 마라나오�기독교인들의�안전과�축복을�위해�기도하자.

3. 마라나오족�안에�있는� 소수의�기독교인들의�열매�맺는� 사역과�보호를�위해�기도하자.



4. 마라나오족� 사람들의�필요를� 위해� 기도하자.� 특히� 그곳의�많은� 고학력자들에게� 적합한�일자리

가�제공되도록�기도하자.

참고자료

� http://www.joshuaproje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