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르키즈스탄 투르크족: (Turk of Kyrgyzstan)

인 구 : 40,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중앙 아시아 키르기즈스탄 : 

언 어 투르크어 : 

종 교 이슬람 :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전권 년: (1941 )

개요 역사/

유럽의 여러 지역에 무슬림 특히 투르크인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이슬람의 역사로 거슬러 , 

올라간다 투르크인은 카스피해와 몽골사막의 사이에 놓여있는 현재 투란라고 불리는 지역. 

에서 기원했다. 

이들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 세기에 터키 소아시아 의 아나톨리아에 이르렀다 년에11 ( ) . 1299 , 

오스만 왕조가 곧 광대한 제국이 되는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헝가리 유고슬라. , 

비아 러시아 남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하여 , , , , , , , 

개 이상의 국가가 이들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이 광대한 제국은 년 터키 공화정 이20 . 1923

전까지 계속되었다. 

오스만족은 크리스챤과 유대인을 용인했다 그러나 등급 시민으로 분리했고 아르메니아 인. 2

들은 많은 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해했다 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이 붕괴된 후 다음은 . 1

그리스와의 전쟁이었다 많은 수의 남아있는 그리스 크리스챤들을 터키 서쪽땅으로 몰아냈. 

다 년부터 터키는 근대화 되었다 국가가 발전하고 개방되며 서방의 크리스챤과 무슬. 1920 . 

림의 중간에 있는 상징적인 나라가 되었다.

터키는 오리엔트 문명 중국과 몽고 과 서구 문명 앵글로 섹슨 슬라브 고트 라틴 이 함께 ( ) ( , , , )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투르크족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 및 지식이 혼합된 곳이기도 하다. .

터키는 인구의 가장 많은 수가 무슬림을 믿고 있을 뿐이지 비종교적인 공화국이다 터키의 . 

법은 이슬람의 율법을 바탕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스위스와 프랑스의 법률 시스템을 . 



따라서 상당히 공화국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

상당수의 투르크족은 그들의 고향에 살고있다 그러나 몇몇의 다른 지역에 사는 이주민들도 . 

있다 수만명의 투르크인들이 독일에 살고있다 홀로 이주 노동을 하고 있거나 독일 시민으. . 

로 살고있다 많은 수의 투르크족은 유럽 또는 북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약간이지만 몇. 

몇 인구들은 시프러스 서쪽에 거주하고 있다.

아르방 투르크족은 기독교화 된 지역의 서양인도 아니고 이슬람 순례객들의 성지도 아닌곳

에 살고있다 이들은 문제와 기회가 둘 다 있지만 복음을 접하기엔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 .

생활양식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속 존재했지만 전형적인 투르크족의 삶의 모습은 세, 

속화되고 현대 도시적인 삶은 모든 물질적인 장점과 유혹이 집중되어 있다, .

여성들에겐 여전히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를 통해 볼 때 많은 성차별이 있다.     

남자는 가 글을 읽고 쓸줄 아는데 비해 여자의 만이 글을 읽고 쓸줄 안다95% 80% .

세 아래로는 전체 인구의 분의 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15 4 1 .

터키에 사는 터키남자와 여자의 일부는 의사 변호사 건축가 기술자로 일한다 투르크족의 , , , . 

는 이스탄불 만명 안카라 이즈미르 그리고 아다나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다60% (15 ), , .

투르크족의 가 농장처럼 농업지역에 종사하고 있고 천연자원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40%

다 몇몇 소작농은 유목민 같이 산다 양을 데리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며 녹색 초원을 . . 

찾아 텐트 또는 원두막을 치고 산다.

터키의 대다수의 농부들은 집에서 만든 옷을 입고 지내며 재산이라고는 그들의 가축밖에 , 

없다 반면에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거나 계절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하며 자. 

선단체에 기부금을 내기도 한다 해안의 평야나 구릉지의 농촌에서는 보통 더 부유한 생활. 

을 한다 그러나 염분이 있는 습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 

여자가 뜨개질을 하거나 겨울에 쓸 과일과 야채를 말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일을 하는 한편 투르크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학교가 없, . 

는 마을의 아이들은 부모의 일을 돕는다 그런 아이들은 황소가 끄는 달구지를 몰거나 헝겊. 

을 염색하는 일을 돕는다. 

투르크족의 음식은 딱딱한 빵 올리브 양젖이나 물소젖으로 만든 치즈 양파 포도쨈 신선, , , , , 

한 과일 야채 등이다 고기는 생선 야생동물 가금 등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는다 좀더 , . , , . 

부유한 집에서는 양고기나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이슬람이 금하는 돼지고기는 먹지 않

는다. 

시골의 사회생활로는 소풍 바베큐 잔치 경마 투계 레슬링 등이 있다 터키인들의 가장 , , , , .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이다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숨바꼭질 선두 따라잡기와 같은 것. , 

들이 있다 아이들은 동화 듣는 것도 또한 좋아한다. . 



투르크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이다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정치와 경제를 이야기하며 . 

사람들과 교제한다 보통 투르크족은 조심스럽고 친절한 사람들이어서 나그네들에게도 호의. 

를 베푼다 그들은 또한 대단히 애국심이 강하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깊은 애정을 간직하. 

고 있다. 

대부분의 터키에 사는 투르크족은 검은 머리칼과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은 신체적으로 아무런 특색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변국가들과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어

떤 이들은 금발 또는 붉은 머리칼과 파란눈을 가지고 있다.

종교

터키의 투르크족들은 유일신 알라와 천국과 지옥을 믿는 무슬림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가. 

지 민족신앙과 미신도 믿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악의 시선 을 . " (evil eye)"

던짐으로써 저주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악의 시선의 저주에서 보호받으려면 푸. 

른 구슬을 지녀야 한다고 믿는다 또 이 저주의 시선에서 피하는 길은 불 속에 침을 뱉고 .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자가 생선 기름을 문 주위에 뿌렸을 때 남자. 

가 그것을 밟고 걸어가면 그 여생 동안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고 믿는다. 

필요

터키의 투르크족들은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원을 가지고 있고 선교단체가 개나 사역7

하고 있지만 여전히 는 무슬림이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개종은 곧 사형에 해당한99.9% . 

다 기도만이 이슬람의 강력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매일 이 귀중한 종족들의 구. . 

원을 위해서 기도해줄 중보 기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터키로 기꺼이 가서 투르크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들을 불러주시도록 *

기도하자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투르크족을 입양하여 다가가고자 하는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

기도하자 

투르크족 성도들이 그들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투르크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에 지혜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투르크족을 얽매고 있는 영적 권세와 세력들을 능가할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투르크족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핵심 지도자들을 구원하시도록 *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투르크족에게 꿈과 환상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자*

투르크족 가운데 강건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