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이미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처럼 투르크 사람들도 
COVID-19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는 투르크 사람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친척들을 
돕기 위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고향으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보조 이미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부모가 
이주 노동자로 해외에 가기 위해 
자녀를 친척에게 맡기면서 가족 
관계가 깨어지곤 합니다. 많은 
투르크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터키와 러시아로 이주합니다.

*보안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도 주간 

5일차

깨어진 관계. 투르크 가족의 삶을 묘사하는  
이 단어는 수백만 가지의 어려운 선택의 무게 
때문에 무겁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생활은 많은 투르크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생활필수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앙 아시아의 IMB 선교사인 라라 빙햄*은 “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밀가루와 설탕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란을 
사기 위해 매일 긴 줄을 서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들은 
터키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기들을 다른 
가족들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남성들은 낮은 
임금과 가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주합니다.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어린이 - 투르크 사람들의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대륙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라라의 남편인 
앤서니 빙햄*이 설명합니다.

안전을 찾는  
투르크 사람들의 소망 



터키에서만 약 1-2백만 명의 투르크 사람들이 이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투르크메니스탄 내 전체 투르크 사람들 인구는 약 
45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납니다. 

돈 문제를 넘어서 때때로 불안함 때문에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해외로 와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고 있습니다.”라고 앤서니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도달한다는 것은 더 힘든 삶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람이 다수 종교이고 종교적 자유가 보호되지 않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박해가 만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거부당하기도 
하고, 경찰에 구타당하기도 하고, 거짓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앤서니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데 거기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박해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사형 선고가 내려질까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왔다고 라라는 말합니다.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라는 
이것이야말로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한 희망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투르크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을 두고서, 
투르크메니스탄에 자녀, 심지어 아기까지 두고 갑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여전히 그렇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라는 예수님을 믿게 된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으며, 돌아가서 믿음으로 그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두  
가족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이지만 이 새로운 세대는 그것을 바꿀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메인 이미지: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과정에서 투르크 
사람들은 카펫을 만드는 역사와 이슬람을 
반영하는 새로운 깃발을 선택했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제목: 투르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자신들의 소망과 안전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지도자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필요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지혜와 정의와 자비로 다스릴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