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족(Turkmen)

 

인 구 : 4,011,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권역

언 어 : 투르크어  

종 교 :  이슬람(순니파)

기독교 : Data not available

성경번역 : 신약(1994년)

개요/역사

  투르크족의 대부분은 서부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에 살고 있

다. 이밖에도 카작스탄, 이란, 아프카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나라들 가운데 살고 있

다. 과거 그들은 투르크족 정복자들에 의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특별히 아랍어와 함

께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았다. 오랜 과거 그들은 “사막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강력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페르시안 무역상들을 약탈했기 때문

이다.

17세기 투르크족은 러시아어로 코카서스(카스피)라 불리는 곳으로 이주되어 살면서 투르크

족은 러시아어를 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생활양식

  투르크족은 카펫, 도기, 가구와 같은 생산물을 가내수공업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투르크족 

수입의 출처가 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생산은 그들의 주요 수입의 출이다. 투르크족 사람

들은 보통 키가 크고 마른편이다. 그들은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을 잘 이겨낸다. 그들은 선의를 베풀고 신뢰함으로 성격되는 동시에 다혈질이며 복수심

에 불타는 성격이기도 하다. 남자는 헐렁한 바지에 거친 셔츠 그리고 양모로 된 모자를 쓰

며, 여성들은 보석을 좋아하고 특별히 팔찌를 좋아한다. 여성들은 터번과 같은 것으로 머리



를 가리고 보석들로 그것을 꾸민다.

 종교

 4세기경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들어왔었다. 14세기부터 시작된 기독

교의 발자국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슬람교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사람들의 삶 전반에 이르기 까지 큰 영향력을 가져왔다.

 1928년 소비에트연방은 반종교 캠페인과 함께 이슬람교를 완전히 척결했다. 반종교화 캠

페인은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쳐 극렬하게 진행되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전역에 이슬람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주의적 요소와 함께 과거 이타 종교들의 전통들이 여전히 보

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

1994년 신약성경이 번역된 이후 투르크멘족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들과 복음의 도구가 절실

히 필요한 사항이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서 두려움 없이 용기있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  

   을 세워 주기실 기도하자.

2. 투르크족 교회에 가해진 박해가 더욱 견고한 신앙과 함께 연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  

   하자.

3. 주께서 투르크족 신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부어 주시길 기도하자.

4. 투르크족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5. 기독교 문서사역과 라디오 방송사역을 통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를 기도하자.

6. 투르크족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힘주시고 위로와 격려하여 주시길 기도하자.

7. 투르크족을 위한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시고 견고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