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르키즈스탄 위그루 족: (Uyghur of Kyrgyzstan)

인 구 : 49,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중앙 아시아 키르기즈스탄 : 

언 어 위그루어 : 

종 교 순니파 이슬람 :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전권 년 : (1950 )

개요 역사/

위구르인들은 주로 중국의 북서쪽에 거주하는 투르크 종족이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 

탄 키르키즈스탄에서도 많은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기원은 시베리아에 살았던 , . 

투르크계 유목민족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년에 투르크에서 독립했지만 년에 . 744 840

그들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서부에 이 민족의 대부분이 이주하게 되었. 

다 키르기즈스탄의 위구르족은 국가 전체 인구의 도 채 되지 않는다 이들은 러시아나 . 1% . 

중앙아시아의 다른 민족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나, 

라 언어를 사용하고 이들 중 만이 위구르어를 제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15% 1 . 

위구르란 말은 문자적으로 동맹 을 의미한다 몇 세기 동안 위구르족은 중국과 다른 세계" " . 

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거주하며 중국물건을 수송. 

하는 대상으로 일해왔다 이들 주거지의 전략적인 위치는 이들로 하여금 동양과 유럽 사이. 

의 중개상인 으로 만들었다" " . 

생활양식

전통적으로 위구르인들은 양을 치거나 오아시스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 , 

은 사람들이 제조업 광업 기름 굴착업 무역업 운송업 등의 사업을 한다 누구라도 이들, , , , . 

의 식생활이 과거 시골 생활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은 매끼 육식을 . 

하고 매일 낙농품을 먹는다 우유와 함께 차를 마시기를 좋아하고 이들은 주식으로 옥수, . , 

수나 밀가루로 구운 빵이나 국수도 먹는다. 



전형적인 위구르의 가옥은 사각형 모양으로 곡식과 과일을 말리기 위한 평평한 지붕에 채, 

광창을 가지고 있다 침대틀은 바닥쪽 낮게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따뜻하게 데울 수 있으. 

며 잠을 잘 뿐 아니라 앉을 때에도 사용한다 흔히 벽에 거는 카펫으로 집을 장식하곤 한, . 

다.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또한 인종 분쟁이 위구르의 역사를 특징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 

이들은 여전히 자부심이 강하고 행복하며 독립적인 사람들 로 묘사된다 그들은 자신들만" , , " . 

의 문화적 고상함을 갖춘 독특한 혼합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아직도 고립된 지역이 있어서 . 

시골의 단일한 문화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성공적으로 다른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 

다 이러한 단순함과 세련됨의 흔치 않은 조화는 위구르 문화의 독특하고도 분명한 매력을 . 

이룬다. 

노래와 춤은 위구르에서 중요한 사회활동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 , , 

등을 사용한다 무캄 개의 위대한 선율 은 몇세기에 결쳐 이들 위구르 문화의 . (Mukam, "12 ")

일부분이 되어왔다. 

위구르 남자들은 독특한 깃을 가진 길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이 옷에는 긴 허리띠가 달려. 

있고 오른쪽에서 묶는다 마을 여인들은 헐거운 소매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검은 , . 

조끼를 입는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인들에게는 서양식의 옷을 입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 , 

가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인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중국의 위구르인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으로 밀수해서 도움을 준다 중. . 

국에서 한족과 위구르인들 사이에는 적대감과 쓰라림 상처 불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 . 

종교

이슬람은 세기 이후로 위구르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어왔다 과거에는 단지 명목상으로만 10 . 

무슬림이었으나 현재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모든 키르기즈, . 

스탄의 위구르인들은 사실상 하나피파 역자 주 수니파의 학파 중의 하나로 시대에 따른 ( : 4

율법의 변경을 인정하는 파 이슬람교도라고 말한다) . 

필요

현재 키르기즈스탄의 위구르인들 가운데 개의 선교단체가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불행히도 2 , 

아직까지 개종자는 하나도 없다 무슬림으로서 이들은 기독교도는 적이라고 교육받는다 성. . 

경은 이미 위구르어로 번역되었으며 이들의 언어로 방송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과 영화 , 

예수 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있. 

다. 

위구르인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열려야만 한다 이들은 진실하시고 유일.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경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이들의 땅을 깨뜨릴 수 있는 기도팀을 세우시도록 *

기도하자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위구르인들과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

불러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위구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도록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라디오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는 복음에 기름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기독교도를 향한 위구르인들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

있도록 기도하자  

이들 위구르인들 가운데 영화 예수 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키르기즈스탄의 정부 지도자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위구르인들 가운데 강건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