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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헤라스 파르얍 쟈우쟌 발크 바글란 삼 안간 바드기스 헤만드 쿤더즈 카불 : , , , , , , , , ,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알려지지 않음 : 

종 교 이슬람 순니파: ( )

기독교 복음주의자 없음: 

성경번역 없음: 

개요 역사/ 

비록 투멘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주된 종족그룹이라 할지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은 소  , 

수종족이다 주목할만 한 것은 그들이 아프카니스탄에서 만만치 않은 경제적 영향을 미치. , 

고 있다는 것이다 투르멘족의 목동들은 칼라쿨양의 양모를 전세계 시장에 공급하며 최상급. 

의 양모로 카펫을 짜서 판매한다 카펫 직조는 투르크멘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않되는 문화. 

이다. 

십자가문향들은 과거 그들의 기독교 역사의 가운데 성상숭배의 한 흔적으로 보존되어져있  

다 세기에 아랍으로부터 순니파 이슬람이 소개되기 앞서서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에 의하. 10

여 기독교가 전파되었며 세기와 세기에 이어서 오토만 제국에 이어 몽공족의 침략으로 , 8 10

인해 그들의 언어와 전통이 영향을 받아 형성되게 되었다 세기들어 투르크멘족은 러시. 19

아의 확장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었고 종족의 불리와 함께 년 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 , 1991

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 종족의 정체성 테케 에르사리 요무드 그스크렌. , 7 ( , , , ,

사롤 초우돌 은 여전히 강하다, ) .  

  



생활양식

오늘날 투르크멘의 소수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좁은 지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계  , 

를 따라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하여 반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외. , 

에 사람들은 가옥이나 장막에 거주하며 농업 가축업 카펫 제조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 , , 

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의 환대는 그들의 특징적 성격이다 투르크멘족 사람들은 방. . 

문한 손님에게 차와 채소를 포함한 음식 과일 땅콩과 빵을 접대한다 붉은 양탄자 는 손, , . “ ”

님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남성의 복장은 가죽부츠와 벨트 뷸룸감 있는 롱 코트 그리고 페르시안 양모 모  , 

자를 착용한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투멘족의 복장은 슈트와 타이 광이 나는 구두로 대체. , 

되었다 투르크멘족은 자신들의 복장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의 복장. . 

은 꽃 무늬가 그려진 긴 드레스와 레깅스 보석들로 된 악세사리들이다 얼굴을 가리는 것, . 

은 전통관습이 아니다.

결혼은 적당한 사람을 선정하여 종족을 보존하며 신부에게 현금이나 동물을 주고 결혼에   , 

대한 인가를 받게 된다 결혼과 함께 임신을 기대하며 유산이 되었을 경우 이혼을 당하게 . , 

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어린아이의 이름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나 성일 과 연관되. ( )聖日

어진 날의 의미로 지으며 길조가 있다고 믿는다 가족의 구조는 종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가장인 아버지는 존경을 받는 대상이다. 

거주지역

투르크멘종족은 역사의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 카스피안해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주해  

했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확장된 칼라쿰 검은 사막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투르크멘족의 전( ) . 

설은 이러한 환경에 대해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땅을 나눌 때 투. “ , 

르크멘족은 처음으로 풍부한 햇빛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물을 받았다 라고 전한다 그들은 ” . 

악명높은 사막의 아이들 로 불리우며 유랑하며 목자 전사로서 상인들의 물건을 강탈하고 “ ” , /

노예들을 지역 시작에 팔기도한다. 

종교

투르크멘족은 하나피에 속한 순니파 무슬림이다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 , 

전히 무속신앙과 함게 마술도 함께 믿는다. 

기도제목

주님께서 아프간의 투르크멘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1. 

전하여 주시길 기도하자   .

투멘족들이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기도하자2. .

투멘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자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