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아: 투르크멘(Turkmen, Turkoman of Syria)

인 구 : 134,000(joshuaproject.net)

언 어 : 투르크멘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거의 삼백만의 투르크멘 족이 카스피아 해안을 거쳐 남쪽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투르

키메니스탄에 살고 있다. 많은 투르크멘족들이 아시아 지여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즈벡스탄 등지에 살고 있다. 그들의 문화는 과거에 그들의 언어를 강요한 터키 정복자들

과 그들을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 시킨 아랍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오래전에 그들은  

“사막의 자식들(children of dessert)” 라는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발달 시켰는데 이것은 그

들이 부유한 페르시아 무역 대상들을 약탈하고 했었기 때문이다.

17세기에 그들이 러시아에서 불린 대로 투르크멘 또는 투르크멘즈는 코카서스로 이주했다. 

투르크멘 러시아어를 문학적인 언어로 사용한다.

생활양식

수세기 동안 유목민으로 살았다. 그들의 사회는 목동과 농부 사이의  뚜렷한 경제적 구별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소비에트의 지배로 그들의 목축 생활양식

이 사라지게 되었다. 농경지의 사회주의화는 그들의 전통적 정착 패턴을 변화 시켰고 도시

로의 이동은 그들의 관습과 전통을 자연적으로 약화 시켰다. 

종족적 충성심은 계속해서 투르크멘족 사이에서 강하게 영향을 기치고 있다.가장 큰 하위그

룹은 종족이고 그다음은 씨족 그리고 가족으로 이어진다. 종족의 구성원들은 강한 가족적 

충성심을 가진다. 종족적 충성심은 투르크멘족은 오직 그들의 종족 내에서만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강화된다. 중매가 흔히 일어나고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같은 가족들간의 

결혼을 한다. 수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부구하고 가족생활이나 종교에

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투르크멘족은 특별히 그들의 많은 수공예품이 발견되는 시장 (bazaar)에서의 활발한 상업으

로 잘 알려져 있다.그 중의 몇몇은 금속과 목재 주방기구들과 연장들 그리고 가구들로 이루

어진다.많은 투르크멘족은 또한 그들의 수입을 복잡하게 장식된 카페트를 팔아서 충당한다.

기름과 가스는 그들의 주요 부의 원천이다.

투르크멘은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마르다.그들은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혹독한 환경을 

쉽게 견딘다.그들은 환대와 신실성과 신뢰할 수 있는 성격으로 특징지어진다.그러나 그들은 

성급하고 복수심이 강하다.

남자들은 대부분 헐렁한 바지와 거친 천으로 된 셔츠를 입고 부츠르신고 울로된 모자를 쓴

다.여자들은 보석을 좋아하고 특별히 발찌와 팔찌를 좋아한다.그들은 역시 보석으로 장식된 

터번과 같은 천으로 머리를 덮는다.

종교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들은 AD 4세기 경에 투르크메니스탄에 들어왔다.14세기 초까지 잔존하

고 있던 기독교들은 모두 이슬람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뿐만 일반 시민 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1928년 소비에트 정부는 투르크멘족 사이의 이슬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반종교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중앙아시아의 모든 반종교 공격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다. 오늘날 외견상으로는 이슬람을 따르지만 신비주의나 다른 과거의 종교적 전통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필요

투르크멘 사이에서 기독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천명 미만의 신자들이 있다. 기

독교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 교회 신자들은 서로 만나는 것이 허락 되지 않고 있다. 신자

들은 정부의 감시를 받는다.1997년 이후로 전도 활동에 대한 적의적인 태도가 증가해왔다.

단지 소수의 투르크멘 인구가 투르크메니스탄 북서쪽 국경 지역을 넘어서 카작스탄에 살고 

있지만 성경 연맹(The Bible league)는 거기서 프로젝트 필립(Project Philip)을 사용해서 교

회개척자들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투르크멘족을 위한 일꾼들과 전도적 도구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문화적으로 예민한 투르크멘들이 복음증거에 가장 효과적이다. 투르크멘 목사들은 고난과 

핍빅을 직면하고 있다. 그들 중 몇몇은 벌금형을 받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며 감옥에 갇히기

도 한다. 그들의 희생은 천국의 씨앗으로 투르크멘들의 삶 속에 심어질 것이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투르크멘 신자들을 일으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투르크멘 신자들의 신앙이 더욱 더 견고해

지도록 기도하자.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그의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하자.

*기독교 라디오 방송과 문서 사역이 투르크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소수의 투르크멘 신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보호 하시도록 기도하자.

*신자들의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기독교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단단한 마음 밭을 경작할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키

시도록 기도하자.

* 주님께서 투르크멘 중에서 강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시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