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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은 과거 오랜 세월동안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
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결합하는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석
유ㆍ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의 새로운 공급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
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증대하
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으로서도 경제적ㆍ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보장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바탕으
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유망한 무역 및 투자협력 대상
지역입니다. 또한, 35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
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이 지
역의 역사나 문화, 언어, 정치, 경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
한 미흡한 연구 기반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의
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식의 부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논문 공모를 통해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는
큰 주제하에 “중앙아시아-정치ㆍ사회ㆍ역사ㆍ문화-”와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
지ㆍ환경-” 두 권의 책으로 연구논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정치ㆍ사
회ㆍ역사ㆍ문화-”에는 사회, 역사, 언어, 영화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에는 중앙아시아 대내외 경제 관계, 자원에
너지, 환경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언어,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확산시
켰으며, 향후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물이 향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

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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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민주화가 더디고 권위주의 체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왜 이들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민주화
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아직 합의된 견해가 보이지 않는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서 왜 권위주의가 출현했는가를 설명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우선 세 가지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권위주
의적 지배자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지도자들인 아카예프, 카리모프, 나자르바예프, 라흐몬 등은 그 배경과 특징
이 다르다. 둘째는 중앙아시아의 정치 문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정치 문화를 아시아적 문화로 특징짓고 다섯 국가를 동양적 전제 정치적 형태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터키와 페르시아 문화 등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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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어 이 가설을 의문시하게 한다. 세 번째는 권위주의 출현 원인을 소비에
트 지배시기를 통해 얻어진 문화변용의 탓으로 보는 것이다. 대개의 구소련 국가들
에서 러시아를 따라 대통령에게 드골의 권력의 주고 있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발틱 공화국들은 다른 경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주장 역시 의문이다. 결론적으
로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합성체제론(hybrid regime)과 비공식 구조(informal structure)에 대한 병행적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중
앙아시아의 독특한 비공식 구조인 씨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론화하는 작업은 이행론
(transitology)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이행론자들은 러시아나 구소련
국가들의 경험이 남미와 남부유럽의 7, 80년대와 비교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을
하였다. 이행론자들에게 이행이란 서구와 구공산주의 국가와의 궁극적인 정치 문
화적 수렴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분석시각은 이른바 ‘제3의 물결’로 불리는 민주화
경험들, 민주주의의 공고화,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의 상관성 등의 문제를 분석하는
틀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1) 이행론은 행위/과정적 접근을 강조하여, 권위주의로
부터의 해방과 선거나 입법 같은 민주절차의 확립에 초점을 두었다. 루스토우
(Dankwart A. Rustow)는 체제 변화에서 민주적 경로의 선택은 오래 지속된 정치
갈등의 교착과 함께 국가 정체성과 범주에 관한 합의(pact)에 의존한다고 하였다.2)
그러나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의 경우 이행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은
이미 일반적이다. 첫째, 이행론은 독재 지배로부터 멀어지는 나라는 모두 민주주의
로의 전환에 있는 국가로 생각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1) 임경훈, “비교민주화 이행론과 러시아 탈공산주의 이행,”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2003), p. 478.
2) Dankwart A. Rustow, 1970, “Transitions to Democracy: Toward a Dynamic Model,”
Comparative Politics, vol.2, no.3, pp. 3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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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치 현상이 큰 방향에서 민주화 과정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또
다른 권위주의 지배시기 전의 짧은 휴지기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앙아시아는 민주주의로의 점진적 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형식적 민주화
이면의 권위주의로의 복귀라는 퇴행적 측면이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도 해석
될 여지가 크다. 둘째, 이행론자들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소련 국
가들에게서 선거가 실제로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셋째, 이행론은 민주화를 위해서는 엘리트들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소련 국가들에서는 엘리트 협상보다는 독재적이고 과두제적 요소들 사이의 교착상
태 때문에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3)
이행론을 대신하여 많은 학자들이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구소련
국가들의 전환기적 국가특성, 정치문화, 국가성의 결여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구소련의 민주화 이론을 크게 3중전환론(triple transition), 문명충돌론, 약한 국가
론 등 3개의 학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페(Claus Offe)를 중심 학자로 하는 3중
전환론은 구소련의 민주화는 남미나 남유럽의 경험과는 달리 민주화가 국민, 정치,
헌정의 3수준에서 동시적인 민주화가 일어나며, 카리스마적 정치, 시민사회 부재,
제동장치 없는 대통령제 헌법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너무
거시적이어서 1990년대 동안 적어도 최소 민주주의로는 변화한 동구와 별로 진보
가 없는 구소련 지역사이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헌팅톤
(Samuel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은 구소련 지역을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조망
하여 구사회주의 국가는 과거의 유산 때문에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갖게 될 채택
3) Claus Offe, 1991, “Capitalism by Democratic Design? Democratic Theory Facing
the Triple Transition in East Central Europe,” Social Research, vol.58, no.4, pp.
302-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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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 적다는 것이다.4) 그러나 잘못된 문화 때문에 민주주의를 달성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제대로 된 문화를 가질 기회가 없다는 순환적 폐쇄논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의 약한 국가론은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성(stateness)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솔닉(Steven Solnick)5) 이나 맥폴(Michael McFaul)6)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약한 국가는 법치를 할 수 없고 국가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다.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보면 법치는 공식제도의 지배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제도가 비공식 지배의 껍데기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자의적 지배 구조가 나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안적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요소와 일부 민주적 요소가 결합된 합성체제론의 설명이 타당해 보인다. 구소련 전
환기 국가들이 모두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며 구소련 지역에서의 정치변
화의 다양성은 많은 구소련 국가들이 합성체제 즉 회색지대(gray zone)에 있기 때
문이다. 선거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중간 지대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캐로더
스(Thomas Carothers)는 민주주의도 독재도 아닌 회색지대의 두 가지 신드롬으로
무책임한 다원주의(feckless pluralism)와 지배적 정치(dominant politics)를 지적하
고 있다.7) 남미 국가들에서 보편적인 무책임한 다원주의는 외견상 여러 정치집단
이 상당한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 정기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4)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참조.
5) Steven L. Solnick,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NJ: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참조.
6) Michael McFaul, Post-Communist Politics: Democratic Prospects in Russia and Eastern
Europe(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1993) 참조.
7) Thomas Carothers, 2002,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vol.13, no.1, pp.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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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주요 정당이나 집단의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가는 여전히 약
하고 경제성과가 나빠서 국민들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만이 심각한 상황을 가리
킨다. 지배적 정치는 무능한 다원주의와 매우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국
가와 지배정당사이의 선이 불분명하여 민주주의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배적 정치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도 의심스러우며 선거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
지만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배적 정치에서도 국민들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실망하게 되지만 언론이나 시민사회를 통해 그 불만을 표출할 정치참여의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투표만이 유일한 정치참여의 통로가 된다.
합성체제의 특징은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로서 선거는 이루어지지만 정부
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나 언론,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런 상황을 흔히 선거 권위주의(electoral democracy) 또는 위임 민주주의
(delegative democracy)라 한다. 둘째, 이들 합성 체제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제도 유산과 문화에 적합한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소위 주권 민주주의(суверенная
демократия)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주권 민주주의는 푸틴 체제의 성격에 관해 설
명할 때 흔히 논의되는 개념으로서 러시아 주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는 위로부터 지휘 받고 사회 내 너무 많은 갈등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며,8) 둘째 러시아의 후진적 정치문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치계급을 확립하고 공동의 가치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국가가 지도적 역할 맡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보면 러시아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지속적
인 권력 장악과 친푸틴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
8) Thomas Ambrosio, 2008, “Redefining Democracy in Russia: How the Kremlin Uses
Wordplay to Counter External Criticism”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2008 Annual Conference, San Francisc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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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잘 보아야 조합주의적 사고이고 나쁘게 보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이다. 세 번째 특징은 합성 체제 국가들은 흔히 형식적으로는 이원집정
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실은 대통령이 신처럼 군림하는 초대통령제의 정치체제
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형식적 민주주의 하에 지배적 정치가
숨어있는 전형적인 합성체제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이 중앙아시아의 정치 체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성체제론과 비공식
구조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선거 권위주의와 같
은 합성체제에서는 공식제도가 정파주의(particularism)와 비민주적 권력관계를 보
존하는 비공식 제도와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9)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민주적 제
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맥이나 씨족 같은 비공식적 연계망이 실제의 정치를 좌우하
고 있는 것이다. 둘째,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웨이(Lucian A. Way)가 지적
하듯이 불완전 민주주의가 실제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을 때는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10) 중앙아시아는 안
정적 비민주주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 비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비민주주의임에도 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비
공식적 구조가 안정화 또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도 아직 제도로 갖추진 못하고 있어 대중과 엘리트
들이 어느 정도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가 또는 정당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제
도화 되어 있는가와 같은 민주주의 평가의 서구적 기준은 아직 적용되기가 어렵기

9) Guillermo O’Donnell, 2006, “Illusions About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7, no.2, pp. 34‐51.
10) S. Levitsky and L. Way, 2002,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vol.13, no.2, pp.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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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중앙아시아 비공식 구조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씨족이라고 볼 때 중앙아시아의
씨족 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합성체제론과 비공식 구조의 병행적 이해의 맥락에서
매우 합당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의 민주화의 구조적 제약
으로서 씨족 정치에 초점을 두어 중앙아시아 5개국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적실
성 있는 중앙아시아 민주화 설명의 이론을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 목
적으로 한다.

Ⅱ. 중앙아시아 정치체제의 특성과 민주주의 진단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서구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Freedom
House는 1999년부터 매년 중동구 지역과 구소련 지역 29개국의 민주화 진전을 선
거과정, 시민사회, 언론독립, 중앙정부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민주적 거버
넌스, 법적 틀과 독립성, 부패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그 평균점으로 민주화 지
수를 산출하고 있다. 각 항목은 7점 만점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민주적 국가로 평가
된다. 즉 1~2점은 공고화된 민주주의, 3점은 반(半)공고화된 민주주의, 4점은 이행
적 정부 또는 합성 체제, 5점은 반(半)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 6~7점은 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
탄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나쁘기는 하지만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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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Freedom House의 중앙아시아 전환국 민주화 지수(1999~2008년)

Freedom House의 전환국 민주주의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2000년과 비교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민주화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05년 색채혁명을 거친 키르기스스탄조차 민주화 평가가 그리 개선되지
못했으며 혁명 후 오히려 평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 [표
- 1]에서 보듯이,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호의적 평
가를 받았지만 대체로 항목별로 별 차이가 없어 민주화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
다고 평가된다.
한편 125개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민주화 정도와 시장경제화 정도를 측
정하는 구조지수와 그 성과를 측정하는 관리지수를 2003년, 2006년, 2008년에 발
표한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베르텔스만 민주화 지수를 보면,
Freedom House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정도를 매우 부정적으
로 평가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제한된 민주주의국, 카자흐스탄은
매우 제한된 민주주의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실패 또는
폐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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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01년과 2008년 Freedom House의 전환국 민주화 지수
국가명
카자흐
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우즈베기
스탄

선거과정 시민사회 언론독립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적 틀과
민주적
민주적
독립성
거버넌스 거버넌스

01

01

08

01

08

01

08

08

01

08

01

08

부패
01

08

민주화
지수
01

08

6.25 6.75 5.00 5.50 6.00 6.75 5.00 6.75 5.00 6.25 5.75 6.25 6.25 6.50 5.71 6.39
5.75 6.00 4.50 4.50 5.00 6.00 5.25 6.25 5.25 6.50 5.25 6.00 6.00 6.25 5.29 5.93
5.25 6.50 5.00 6.50 5.50 6.00 6.00 6.25 6.00 6.00 5.75 6.00 6.00 6.25 5.58 6.07
7.00 7.00 7.00 7.00 7.00 7.00 6.75 7.00 6.75 6.75 7.00 7.00 6.25 6.75 6.83 6.93
6.75 7.00 6.50 7.00 6.75 7.00 6.00 7.00 6.00 6.75 6.50 6.75 6.00 6.50 6.42 6.86

표-2. 베르텔스만 전환지수(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중 민주화 지수
제도
정치ᆞ사회
민주화지수
안정성
통합
03 06 08 03 06 08 03 06 08 03 06 08 03 06 08 03 06 08
국가성

카자흐
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
메니
스탄
우즈베
키스탄

정치참여

법치

4 8.5 8.5 2 2.8 3.3 2 4.0 3.8 0 2.0 2.0 2 3.7 3.7 2.0 4.18 4.23
3 7.3 8.0 2 3.8 6.8 2 3.8 5.3 0 2.0 5.0 2 3.7 4.8 1.9 4.08 5.95
2 5.8 6.8 2 2.8 3.0 2 3.5 3.3 0 3.0 2.0 2 3.0 3.7 1.6 3.60 3.73
4 7.3 7.8 1 1.0 1.3 1 2.0 2.3 0 1.0 1.0 1 1.7 1.7 1.4 2.58 2.78
4 6.8 7.3 1 1.8 2.3 1 2.5 2.3 0 2.0 2.0 1 2.7 2.3 1.4 3.13 3.22

주: 각 항목 10점 만점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적임. 8.57이상은 고도 선진민주주의국, 6.44이상은
선진 민주주의국, 5.53이상은 제한된 민주주의국, 3.96이상은 매우 제한된 민주주의국, 그 이하는 실
패 또는 폐쇄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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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reedom House 평가와의 차이점은 중앙아시아의 민주화를 시간이 감
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2003년
에는 5개국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민주화에 있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항목별로 보면 민주화
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국가성의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베르텔스만 민주화 지수에서 국가성이라 함은 힘 사용의 국가 독점 정도,
국민 범주에 대한 합의, 종교적 도그마의 존재 여부, 기본 행정구조의 정비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가건설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체제전환 초기의 국가 질서 혼란에서 어느 정도 벗
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2]에서 보듯이 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정치참여는 키르기
스스탄을 제외하고는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제도 안정성이 중앙아시아 모두
취약하다.
과거 중앙아시아는 나름대로의 민주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초지 민주주의
(steppe democracy)’라 불리기도 했다. 그 이유는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사법 시스템11)을 갖고 있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법 권력에 주민들이 친
밀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면은 권력의 분권화와 근접성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
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원칙에 근거하여 참여
할 수 있는 권력 위임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초지 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이 다수에 의한 통치 시스템을 구성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과거의

11) 예를 들어 부하라에는 채무자들만을 위한 감옥이 있어서 채무자는 그나 그의 친척들이 빚을 갚은
후에만 석방될 수 있었다. 초범 도둑은 오른팔을 자르고 2범은 왼팔을 자르고 3범은 사형에 처하
기도 했다. Petr Kokaisl, 2008, “Democracy in Post-Soviet Kyrgyzstan and Turkmenistan,” Central Asia and Caucasus, no.6(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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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중앙아시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치유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시스템은 봉건적 관행이 강하게 남아있는 전제체제였기 때
문에, 초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초지 전제주의(steppe totalitarianism)’라고 부르
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10월 혁명 후에 중앙아시아에 문화 개혁이 있었지만 사회구조는 여전히 가부장
적이다. 생활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1990년부터의 IMF와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민의 1/3에서 1/2이 빈곤 선 이하인데, 이는 에스토니아의
2%, 러시아 연방의 5% 미만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소비재 구매에서
도 우즈베키스탄에서 1984년의 TV 판매는 1000명당 6.3대, 냉장고는 16대였는데,
이는 러시아의 TV 16.3대, 냉장고 31.4대에 비하면 절반 이하이다.12)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중앙아시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80년대 중반에 우크라이나에는 민간 상점이 이미 있었지만 중앙아시아는 훨
씬 후에 생겼다. 심지어 키르기스스탄의 최고지도부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직접적으
로 보이코트했다. 고르바쵸프가 외국에서는 민주주의자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구소련 개별 공화국수준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의사결정과 인사권에 대한 통제
로 비쳐졌다. 구소련 공화국들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고르바
쵸프의 노력 때문에 키르기스스탄 공산당 서기장 마살리예프(Absamat Masaliev)
는 러시아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소련 통치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논쟁적이다. 예를 들어
오소로프(Z. Osorov)는 소련 통치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에서 정착으로의 생활방
식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문화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져왔음을
12)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vol.2, IMF, The World Bank, OECD an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aris, 1991, pp. 154-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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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13) 19세기 키르기스스탄의 러시아 식민지화는 정착생활을 가속화하였다.
1914년 통계에 따르면 키르키스스탄에서 정착생활을 하는 가정이 98,840 가정 중
21,772 가정에 불과하였으나 소련과 스탈린 체제 덕분에 정착 생활 증가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400개의 새로운 마을이 건립되었고, 새로운 집과 도로, 그
리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가고 문맹 퇴치 운동이 시작되었다. 역설
적이게도 식민지화가 근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소련 시기가 중앙아
시아의 황금시대였으며 중앙아시아의 사회주의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
접한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해 볼 때 일정부분 확실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소련 해체 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주로 공산당 엘리트 멤버
들이었고 주권 선언 후에 그들은 정책 수행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모
든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과도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자유 민주 선거가 민주주의 기능
화의 시작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예는 자유선거가 자유세계를 결과할 것이라
는 상식을 뒤집는다.14) 의회민주주의의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는 과거부터 중앙아시아가 낮은 수준에서 매우 강한 권력의 위임과 사회 결속이
있었고 그것은 친척기반, 종족과 지역 기반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정치체제는 이상의 맥락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이게 되었다.
[표-3]에서 보듯이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이면서 의회를 사실상 일당이 지배하고 있
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임제한을 철폐하여 장기 집권하고 있으며 양원제 국
가인 경우에 상원의 일정 의석에 대해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는 의회가

13) Z. Osorov, 2000, “Myths and Survivals of Nomadic Past,” Kyrgyzstan Times, 28
September, 2000.
14) J. G. Pilon, “Election Realities,” Foreign Affairs, May/Jun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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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롭슨(Neil Robinson)은 한 국가의 체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두 가지 정치체
제와 두 가지 행정체제를 교차하여 네 가지의 체제를 분류하였다. 정치체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사람의 통제하에 있는 절대체제(absolutist)와 입법권력이 의
회와 행정부에 의해 공유되는 헌정체제(constitutional)로 나누고 행정체제의 경우
관료들이 보스인 대통령의 개인적 스탭으로 간주되는 후견체제(patronage)와 관료
의 충원과 승진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관료체제(bureaucratic)로 나누어 이들을 교
차시켜 절대적-후견체제, 절대적-관료체제, 헌정적-후견체제, 헌정적-관료체제 등 4
가지로 분류하였다.15)
표-3. 중앙아시아 정치체제 비교
카자흐스탄
정체
입법부

대통령제
양원제

여당
의석비율

98/107(NurOtan당)

명칭민족
53.4%,
비율
현직 대통령
1991
재임기간
대통령임기/ 5년/초대 종신
가능
연임

우즈베키
스탄
대통령제
양원제
사실상 모든
정당
대통령지지

키르기스
스탄
대통령제
단원제

71.4%

64.9%,

79.9%

85%

1990

2005

1994

2007

7년/

5년/재임가능

7년/제한 없음

5년

과반수 이상
정당 대표

대통령

총리없음

총리지명

대통령

대통령

상원 대통령
지명 의석

15/47

16/100

71/90(Ak
Jol당)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제
양원제

대통령제
단원제
125/125(투르크
51/63(타지키스
메니스탄
탄 인민 민주당)
민주당)

8/34

15) N. Robinson, Russia: A State of Uncertainty, (New York: Routledge,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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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론적 설명의 틀 내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성격은 절대적-후
견체제 또는 헌정적-후견체제에 가까우며 전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헌정적-후견체제에서는 국가기관의 권력은 대통령의 인치적 권력 증
대로 인해 강화될 수 없고, 대통령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능력과 조직 통일성은 일반적으로
약하다.

Ⅲ. 씨족국가(clan state)와 후견주의(clientelism)
중앙아시아와 같은 구소련 체제 전환국에서 비공식집단과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된 것은 첫째, 마피아나 씨족처럼 전국적으로 퍼진 암시적 관습으로서 둘째, 국가
와 시장을 개혁하는 강력한 동인으로서였다.
공산주의 하에서 국가 권력의 열쇠는 자원의 분배를 독점한 관료들이 갖고 있었
다. 사회주의 시절의 부족 경제 하에서는 자원에 대한 통제가 국가 권력을 보장했
다. 그러나 부족 경제 하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배분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식 네트워크가 광범해 진 것이다. 체제 전환 시기에도 국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런 약한 국가 하에서는 국민들이 일반화되고 제도화된
신뢰보다는 개인간 관계에 기초한 신뢰에 의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재화는 개인간 신뢰에 기초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인
것이다.16)

16) Janine R. Wedel, 2003, “Clans, Cliques and Captured States: Rethinking ‘Tr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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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개인과 집단을 국가 경제와 관료제에 연결했다. 비록 명확히 제도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관계는 어떤 명확한 패턴을 보였다. 동구는 1989년에, 소련
은 1991년에 붕괴되었다. 동구에서는 폴란드 사회학자 포드고레츠키(Adam Podgorecki)가 말하는 소위 ‘더러운 공생(dirty togetherness)17)이 만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구소련의 경우는 번성하였다. 이러한 불확실한 순간 동안에 공산주의 하에
서 기능했고 안정성 보장을 도왔던 비공식 집단과 네트워크 같은 과거의 사회관계
시스템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전환기에 과거 집권
화되어 있던 국가가 부식됨에 따라 비공식 집단들은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갖게 된 것이다. 권력자들이 자기 집단
의 구성원들에게 무방비로 자원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비공식 집단
과 네트워크의 급증과 참호화를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노마드(institutional nomad)가 발생한다. 칼민스키와 쿠
르쉐스카(A. Z. Kaminski and J. Kurczewska)에 의해 명명된 이 용어는 구체적
목표를 함께 갖게 된 사회 서클의 구성원을 말한다.18) 가족 배경, 공통의 경험과
공식 조직에 의해 생긴 실제 그리고 잠재적 친구 지인의 준거집단을 말하는 폴란
드의 스로도비스코(srodowisko)19)도 제도적 노마드에 해당한다. 제도적 노마드의

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15, pp. 427-440.
17) A. Podgorecki, 1987, “Polish Society: A Sociological Analysis,” Praxis International,
vol.7, no.1 참조(1987).
18) A. Z. Kaminski and J. Kurczewska, “Main Actors of Transformation: The Nomadic
Elites,” In the General Outlines of Transformation, Allardt E, Wesolowski W (eds).
(Warszawa: IFIS PAN Publishing, 1994), pp. 132-153.
19) Janine R. Wedel, The Unplanned Society: Poland During and After Commun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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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속해 있는 조직보다는 그들이 속한 노마드에
더 충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정치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씨족(clan)이다.
씨족은 주로 러시아 학자와 언론인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자신들의 상호 정치적, 재
정적, 전략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엘리트의 비공식 집단을 가리킨다.
씨족 구성원은 고전적 인류학 정의에서처럼 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장기적 교제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연결 되어 있다.20)
이러한 비공식집단과 네트워크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노마드, 씨족 등의 비공식 집단은 보와쎄방(Boissevain)의 정의처
럼 기본적인 특성은 도당(clique)이다.21) 도당은 서로 서로가 모두 연결된 사람들
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존재이기도 하고 비구성원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공동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존재이기도 하다. 도당은 밀
도 있고 다중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둘째, 구성원들의 도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폴란드의 제도적 노마드나 러시아의 씨족의 경우 공직자는 어떤 지위보다
그의 도당에게 충성한다. 정치 경제영역에서 자원과 의사결정은 도당에 집중된
다.22) 셋째, 비공식집단과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침투 또는 포획하는가는 전환국
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베어(M. E. Beare)는 개인과 집단이 부패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얼마나 적법하게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다.23) 공산주의 하에서 경제적 이득에 접근하는 능력은 정치적 연계에 달려 있었

20) O. Kryshtanovskaya, 1997, “Illegal Structures in Russia,” Trends in Organized
Crime, vol.3, no.1, 1997, pp. 14-17.
21) J. Boissevain, Friends of Friends: Networks, Manipulators and Coalitions(Oxford:
Basil Blackwell, 1997) 참조.
22)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мая 21, 1997г.
23) M. E. Beare, 1997,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Lessons from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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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시절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에 대한 독점적
통제가 붕괴되고 나서 그 빈 공간에 새롭게 풍부한 기회를 가지게 된 비공식 집단
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같은 구소련 체제전환국에서 비공식집단과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국가에 침투하고 있으며 그 성격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한 연구 쟁점이다. 일반적
으로 국가의 일부 기능이 비공식 집단에 의해 점유되거나 사유화되는 국가를 부분
적 징발 국가(partially appropriated state)라 한다.24) 침투의 정도가 강해지면 씨
족 국가(clan state)가 된다. 다시 말해 씨족 국가라 함은 비공식 집단과 비공식 구
조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국가 기능이 일부 집단에 의해 점유되어 있거나 사유화
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의 시작은 그레이함(T. E. Graham)
이라고 할 수 있다.25) 씨족 국가에서는 정권 장악을 통해 국가 자산과 자원을 통
제하는 씨족들이 특정부처와 국가의 제도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
부의 의제와 권력 장악 씨족의 의제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씨족국가 하에서 정부
와 씨족의 관계는 정부가 씨족의 자산 취득과 분배를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는 그
들을 멀리하고 경쟁 씨족들이 자신들의 자원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로
는 가깝게 지낸다. 씨족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에 침투되어 있다. 씨족 국
가에서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외부 책임성, 가시성과 대표성
확보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사법부도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씨족의 통제는 다른 씨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씨족 국가에서 정치참여의 대표적 형태는 후견주의(clientelism)이다. 후견주의
Crime, Law and Social Change, vol.28, pp. 155-172.
24) Wedel(2003), pp. 427-440.
25)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ноя. 23, 199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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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 계층제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후견인, patron)과 자신의 보호와 특
정 이익 획득에 관심이 있어 후견인을 따르는 사람(피후견인, clients)사이의 상호
혜택을 위한 일종의 보호 관계의 형태”라고 정의될 수 있다.26) 후견주의는 교환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라고 해도 참여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후견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우 안정적인
제도 형태이다. 왜냐하면 후견주의 관계는 그 국가의 문화의 한 특징이 된 전통적
규범 정향인 동시에 개인에게 주어진 불확실성에 대응한 나름대로 적절하고 합리
적인 반응 형태의 하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주의는 구조에 있어 보
편적이지 않고 정실적인 신뢰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존립의 정당성이 매우
취약하다.
후견주의는 정치체계에 대한 영향의 정도와 지배 중심의 성격에 따라 4가지 유
형의 구별이 가능하다.
표-4. 후견주의의 유형
지배의 중심

정치체계에
대한 영향

사회 체계

국가 체계

간접적

유형 1
혈족

유형 4
족벌정치/후견

직접적

유형 2
마피아

유형 3
a) 독재적 도당
b) 후견주의적 정당

자료: Hans‐Joachim Lauth, “Informal Institutions and Democracy,” Democratization, Vol. 7, No. 4,
Winter 2000, pp. 21‐50.

26) Hans‐Joachim Lauth, 2000, “Informal Institutions and Democracy,” Democratization,
vol.7, no.4, pp.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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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주의는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배치되는 가치와 태도가
정치문화에서 지지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실주
의가 융성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후견주의의 견고성은 씨족국가에서 더
욱 강하며 지역주의가 융성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Ⅳ. 중앙아시아의 씨족 정치
콜린스(Kathleen Collins)는 비공식조직의 만연과 그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영향은 중앙아시아 권력 체제의 이행적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
을 지적한 바 있다.27) 현대 중앙아시아 국가는 씨족 네트워크가 유일한 반효과 제
도(semi-effective institutions)로 남아있는 우연국가(accidental country)로 설명된
다.28) 소련 붕괴 후 5개로 분리된 민족공화국들에서 정치지도자들은 과거부터 중
앙아시아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씨족 관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공화국내에서
집단적 정체성을 확대해 가게 되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내부에 중앙집권적인 정
치기구와 정치적 연합을 통한 의회정치 형태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
라서 전통적인 씨족 정체성이 여전히 중앙아시아에서 사회의 규제와 변동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나갔다.

27) 대표적인 연구로는 Kathleen Collins, Clans, Pacts, and Politics: Understanding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가 있음.
28) Martha Brill Olcott, “Democratization and the Growth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Kazakhstan,” in Karen Dawisha and Bruce Parrott, eds., Conflict, Cleavage and
Chance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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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씨족은 세 집단으로 나뉜다. 첫째는 이전에 유목민이었던 키르기
스인, 카자흐인, 투르크멘인들은 큰 친척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그것은 개별 가족에
최고점이 되는 하위 단위들로 다시 나눠진다. 예를 들어 카자흐인은 주즈(жуз,
zhuz)라고 하는 세 종족집단으로 나뉘고 이들은 신장지역으로 깊이 확장되어 있다.
키르기스인들도 이와 유사하게 북부 키르기스와 남부 키르기스를 나눈다. 양 국가
에서 이런 지역 구분의 다음 수준에 부족과 씨족이 존재하는 것이다. 키르기스인과
투르크멘인 모두에게 씨족은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들
은 우즈벡인들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혈족 집단들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현 대통령인 바키예프(Kurmanbek Bakiev)는 서구에서는 남부키르
기스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1880년대에 그의 씨족은 다른 남부 부족들과 떨어져
서 증오의 대상이었던 코칸드 우즈벡인들과 협력했다.
둘째는 중앙아시아 씨족은 지역네트워크라 볼 수 있다. 가까운 정치ㆍ경제적 연
계와 언어 억양에 기초한 이 지역 네트워크들은 다양한 수장국들(emirs)과 전 세기
의 지역 권력 중심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영
토의 통제는 가장 큰 두 도시인 타쉬켄트와 사마르칸드 출신 지역 엘리트가 오랫
동안 하였다. 이 연맹을 몰아내고 그것을 페르가나와 호레즘(Khorezm)에 기반한
연맹으로 대체하려던 고르바쵸프의 노력은 실패하였다. 타지키스탄에서도 코잔드
씨족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에서 쿨롭 씨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로의 권력 이전은
내전을 결과했으며, 2005년 키르기즈스탄의 튤립 혁명도 정치 권력을 북부에서 남
부로 이전시켰고 이로 인해 정국은 크게 불안정해졌다.
셋째, 중앙아시아 정치 권력의 또 하나 중요한 소스는 자원통제로부터 나온다.
소비에트 이전 시대에 이것은 관개시스템의 수장국의 통제를 의미하였고,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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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 전부문의 통제를 의미한다. 이런 재벌들의 권위는 소비에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따라서 러시아의 최근 올리가르히의 권위보다 역사가 더 깊다. 이 재벌들
의 영향은 때로 지역 권력 중심이나 인척집단과 중첩되며, 불법 행위와도 연관된
다. 타쉬켄트의 유명한 가프르(Gafur)는 마피아의 돈(don)과 유사하지만 그의 권력
은 중앙정부에까지 미친다.29)
소베에트 식민시스템의 역설적 결과는 그것이 현지 권력브로커와 씨족을 국가
지도자로 변형시켰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현지에서는 갈등 관계였지만 모스크
바로부터 그들의 공화국을 보호하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였다. 모스크바는 씨족과
현지 이해관계는 국가에 따라 달랐지만 강한 지도자를 선택하여 지원했으며,30) 그
결과 중앙아시아에 권위주의 시스템이 배태된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후루시쵸프
와 브레즈네프 하에서 융성했고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80년대에 고르바쵸프는 반
부패와 소비에트 규범 복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종식시키려 하였
다.31) 1982년과 1986년 사이에 중앙아시아의 다섯 지도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르바쵸프는 믿을만한 모스크바의 심복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
는 모스크바의 이익과 각 공화국 이익의 균형도 유지 못하고 경제 분야 등에서의
국정 운영 능력도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현지 불만이 커지고 1986년
알마티에서 처음으로 반소련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의 상황에서 현

29) Henry E. Hale, 2006, “Democracy or Autocracy on the March? The Colored
Revolutions as Normal Dynamics of Patronal Presidentialism,”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38, pp. 1‐25.
30) 우즈베키스탄의 라쉬도프(Rashidov), 키르기스스탄의 우수발례프(Usubaliev), 카자흐스탄의 쿠
나예프(Kunaev), 투르크메니스탄의 가푸로프(Gapurov), 타지키스탄의 라술로프(Rasulov) 등이
대표적이다.
31) James Critchlow, Nationalism in Uzbekistan: A Soviet Republic’s Road to Sovereignty
(Boulder, San 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1),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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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권력 브로커들, 씨족 지도자들, 재벌들이 재편성되어, 과거 30년 동안 작동했
던 시스템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아카예프, 나자르바예프, 카리모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권력브로커, 씨족 지도자, 재벌들이었던 것이다. 타지키스탄에서 이런
노력의 실패는 1993‐1997년의 내전을 결과하였고,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에서만 새로운 지도자들이 부상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은 소비
에트 말기 동안 선거에 의해 신임 받고 그리고 나서 독립직후에 선거로 재신임 받
았다.32) 따라서 다섯 개 중앙아시아 공화국 중 4개 공화국의 독립은 혁명이라기보
다는 과거 시스템의 복원이었다.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씨족은 몽고 지배 역사부터 유래하는 주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즈라 함은 카자흐 한국이 해체된 16세기 중반에 나타난 스텝 유목민들의 부족군사 동맹체로서 형성되었던 지역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33) 카자흐스탄은 자신들
은 공동의 조상을 갖고 있고 세 자손의 후손에 따라 세 주즈가 형성되었다고 믿는
다.34) 역사적으로 대 주즈(Старший жуз)는 과거 일리강과 추강 강변의 차가타이
한국의 북부 지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로는 카자흐스탄 남동지역과 신장

32) 씨족들과 탈소비에트 지도자들사이의 거래 현상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Kathleen Collins, 2004,
“The Logic of Clan Politics: Evidence from the Central Asian Trajectories,” World
Politics, vol.56 no.2, pp. 224‐61 참조.
33) А. Т. Толеубаев, Ж. К. Касымбаев, М. К. Койгелдиниев, Е. Т. Калиева, Т. Т. Далаева,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Изд-во «Мектеп», 2006 г. 240 с.
34) 칭기스탄의 부계 후손인 토레(Торе)́, 무하메드의 4대 제자들의 후손인 코자(Қожа), 과거 몽고
준가르(́джунгар) 포로 계급인 톨렌기트(Толенгіт)가 그 후손이다. http: //ru.wikipedia.org/
wiki/%D0%96%D1%83%D0%B7 참조(검색일: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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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지역의 일리 카자흐스탄 자치구 지역이다. 이 지역은 또한 황금 오르다
(Uysun Orda)라고도 불리우며 목축으로 유명하다. 중 주즈(Средний жуз)는 과거
주치 한국의 동부 지역이고 현재 카자흐스탄의 동부, 중부, 북부지역으로서 많은
시인과 지식인이 배출되었다. 소 주즈(Младший жуз)는 과거 노가이 한국 지역이
고 현재 카자흐스탄의 서부지역으로서 사나운 전사로 유명하다.35) 각 주주는 가계
혈통에 따라 많은 씨족으로 구성되며 그 씨족도 여러 집단으로 나뉜다.
카자흐스탄의 주즈 기반 씨족은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해 볼 때 지역보다는 혈통
에 기반을 둔다. 관습법 규범에 따라 모든 카자흐인들은 40대에 걸친 그들의 조상
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7대 이내의 조상이 같을 수 없는 족외혼 규범, 형사취수
관습 등은 이를 대변한다.36) 카자흐스탄 주즈-씨족(zhuz-clans)은 중세 스코틀랜드
에서 존재했고 현재도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 존재하는 기능적 조직구조
가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가계 혈통에 기초해서 여러 일을 판단하는 해석 기준
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현상 해석 원칙이 정치적 과정과 인사교체의 보편적 기준으
로 전환된 것은 소련 시절이었다. 예를 들어 대 주즈의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산당 서기장 쿠나예프(Dinmukhamed Kunaev)라는 인물을 신격화했다.
그는 대 주즈의 스티족(Sty tribe)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들 자신
의 일원으로 생각했다. 대조적으로 중 주즈의 카자흐인들은 그를 자신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서 씨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이웃 국가들보다 더 강하고 계속
35) http: //en.wikipedia.org/wiki/Zhuz 참조(검색일: 2009. 11. 3).
36) Nurbulat E. Masanov, 1998, “The Roles of Clans in Kazakhstan Today” Prism,
vol. 4 Issue.3, February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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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정치적 삶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샤츠(Edward Schatz)는 카
자흐스탄의 경우 근대화 보다 소비에트화가 이러한 하위민족성 견고화에 더 큰 역
할을 했다고 주장한다.37) 소비에트 정권이 근대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
난 부족 경제는 하위민족 네트워크의 번성을 가져왔고, 소비에트 민족정책을 통해
이를 없애려 노력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지하 경제로 숨게만
하였고 네트워크의 효용성은 증대되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런 네트워크의 효과성
과 민족 범주의 확대와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까지 씨족은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ㆍ정치적 과정을 해석하
고 분류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며, 정치 엘리트들이 행동 선택의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개인 권력 체제를 확립한 카자흐스탄에서 씨족
은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수단이다. 나자르바예프의 인
사 정책은 과거 쿠나예프 시절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소 주즈는 포용하면서 중
주즈를 견제하는 것이다. 쿠나예프는 과거 각료회의 의장, 지역의 당의장처럼 중요
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향력 없는 중 주즈 출신들을 임명하고 요직 진출을 하지 못
하게 하였다.38)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가장 인구가 많고 도시화된 주즈인 중 주
37) Edward Schatz, Tribes and Clans in Modern Power: The State-led Production of
Subethnic Politics in Kazakhstan(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0) 참조.
38) 대 주즈에 속하는 주요 멤버는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의 친인척. 외국인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에시
모프(Akhmetzhan Esimov) 전 부총리, 아비카예프(Nurtay Abykaev) 대통령 자문관, 전 국
방장관인 알틴바예프(Mukhtar Altynbaev), 전 상원의장인 바이겔디(Umirbek Baigeldi) 등이
대표적이다. 소 주즈 대표는 발김바예프(Nurlan Balgimbaev) 전 총리, 전 하원(Majlis) 의장
인 오스파노프(Marat Ospanov), 타진(Marat Tazhin) 외무 장관 등이다. 중 주즈는 현재 정부
고위층에 별로 없다. 그러나 대 주즈 카자흐인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정착된 알마티에서 중 주즈
카자흐인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정착된 지역인 아크몰라로 수도 이전 운동에서 독자적이고 공식적
인 보상을 받는다. 중 주즈의 알려진 정치가들은 나자르바예프의 이전 라이벌 있던 술래이메노프
(Olzhas Suleimenov) 이탈리아 대사와 전부통령이었던 아산바예프 독일 대사, 전부총리였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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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정치 엘리트와 지식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의 인사정책이 균형적임을 입증하
기 위해 그에 가까이 중 주즈의 대표들을 두었다. 이것은 아산바예프(Erik Asanbaev)
전 부통령에 의한 역할이었다. 후에 카제겔딘(Akezhan Kazhegeldin)의 총리 지명
도 모든 주즈-씨족이 대통령 눈에는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 주즈 지식인과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인사에 만족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카
제겔딘은 중 주즈 중 가장 영향력이 작은 우악족(Uak tribe)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중 주즈 출신 관료들은 쿠나예프 시절과 나자르바예프 시절 모두 정부 상층부에
서 주즈-씨족의 동등한 대표성을 의도적으로 보이긴 위한 결과였다. 오늘날에도 실
제 중요한 요직에는 대개는 나자르바예프의 친척들인 대 주즈의 대표거나 소 주즈
의 대표이다.
정치권력이 나자르바예프 손에 집중됨에 따라 모든 주즈-씨족이 정부 상위층에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는 노력은 줄었다. 정치적 적을 제거하고 대통령 주변
에 중립적 공백을 만드는데 씨족 요인이 이용되었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소 주즈 출신들의 중용을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
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장경제화에 상대적으로 앞서 보
이고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괄목할 경제성장도 이루었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굳이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자유화된 키르기스스탄과 보다 권위
적인 우즈베크스탄 사이의 어딘가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39)

키대사 투루순바예프(Baltash Tursunbaev) 등이다.
39) Kathleen Collins, 2005, “When Do Clans Survive and Destabilize Politics?
Exploring Positive and Negative Political Trajectories in Clan-Based Societies,”
APSA Convention Paper September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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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외견상 정치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석유 부문
의 FDI가 그 체제를 받치고 있지만 씨족 정치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
니다.40) 언론과 정당의 부분적인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나자르바예프 체제는 경쟁
씨족을 달래기 위해 석유 지대를 이용하고 세 주즈 출신을 어느 정도는 모두 포용
함으로써 일종의 씨족 기반 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하였다.41) 그와 동시에 그는 자
신의 개인적 네트워크가 모든 권력과 자원을 통제하는 초대통령시스템(super-presidential system)을 공고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인들 자신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어떤 씨족으로 분류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장기 집권을 통해 구
축된 위대한 지도자적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씨족보다는 그의 개인적 측근
들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두 집단으로 발김바예프(Н
урлан Балгимбаев) 전총리42)와 미국인 보좌관인 히펜(James Hiffen)과 두 번째
로 그의 딸인 다리가(Дарига Назарбаева)와 사위인 쿨리바예프(Тимур Кулибае
в)와 같은 인척 집단이다.43) 선거법을 개정하여 누르 오탄 당의 의석점유율이
2004년 60.6%에서 2007년 총선에서는 88.05%로 증대하였다. 그렇지만 자원 통
제에 대한 씨족 간 경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카자흐스탄의 씨족 정치는 소비에트 이전 부족주의가 소비에트 시절 정치적 분
파주의로 발전되고 나자르바예프 체제에서는 지배의 중심에 국가가 있으면서 후견

40) Martha Olcott, The Kazakhs(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8, 2nd ed.,
1995); Edward Schatz, “The Politics of Multiple Identities: Lineage and Ethnicity
in Kazakhstan,” Europe-Asia Studies, vol.52, 2000 참조.
41) Olcott(1995), pp. 202-203.
42) 2009년 11월 20일 대통령 보좌관에서 해임되었음.
43) 키르기스스탄에서처럼 나자르바예프는 체제 자유화의 주요 영역을 손상하기 위해 그의 씨족을 이
용했다. 첫째 사위인 알리예프(Rakhat Aliev)가 지금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독립 언론의 대부분
을 통제한다. 둘째 사위인 쿨리바예프는 석유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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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정치적 영향은 직접적인 일종의 후견주의적 정당화(clientelistic party)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대표적인 씨족은 사마르칸드 씨족(사실상은 사마르칸드부하라 씨족), 타쉬켄트 씨족, 페르가나 씨족, 카쉬카다린 씨족 등 네 개다. 페르가
나 씨족과 타쉬켄트 씨족은 때로 한 씨족으로 간주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씨족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공동의 출신 지역의 혈족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도시의
경우에는 씨족의 핵심은 주로 혈통, 결혼에 따른 친척 집단, 학교 동기생과 지도자
의 개인적 친구들로 구성된다. 과거에 씨족의 중심 역할은 그 지역의 현지 경제ㆍ
정치 엘리트가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붕괴와 소련의 형성이
라는 사회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씨족들은 보존되었고, 국내 정책의 중요한 요인으
로서 계속 남았다. 씨족의 영향은 기술, 예술, 학문 등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공화
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60~70년대에 강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씨족은 카자흐스탄의 씨족에 비교해서 혈통의 영향이 적다. 우
즈베키스탄 씨족은 카자흐스탄과 이 점에서 구별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씨족들은 부
족관계의 기반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씨족은 아제르바이잔과 유
사하게 영토 원칙에 따라 만들어져서 사실상 동향(землячество)의 개념과 같다.44)
이런 특성을 갖게 된 것은 우즈벡인들은 오래전에 유목에서 정착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종족과 부족 출신인지에 관한 지식과 의미와 중요성이 상실
44) Зураб Тодуа, “Кланы в Узбекистане и их влияние на современную жизнь страны,”
http: //eurasia.org.ru/archive/archives/july/m4.htm - 11 Кб(검색일: 2009. 11. 2).

27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는 아직도 씨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국민들
은 씨족 소속감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게 된다. 씨족에 속하는 것은 어떤 혜택 취
득, 물질적 상황의 개선, 생활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칼리슬레(Kathleen Carlisle)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씨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결속
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씨족은 그 성격에 있어
비협조적(non-collaborative)이고 씨족 내의 균열은 정치 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45) 우즈베키스탄의 근대 엘리트들은 우즈벡 국민 정체성을 촉진함
에 의해 씨족 기반 결속감이 가져오는 정치적 긴장을 줄이려 노력하였다. 소련 시
절 민족정책도 이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우즈베키
스탄 씨족의 단결이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부 요직 인사를 씨족에
기반을 두어 한 것은 전통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와도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슬람 카리모프(Ислам Каримов)는 1989년 6월에 전술한 대표적 씨족들 사이
의 타협 결과로 권력을 잡았다. 사마르칸드 씨족에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씨족의 장인 주라베코프(Исмаила Джурабекова)였다. 그는 카
리모프가 권력을 잡는데 있어 그의 역할 때문에 회색 추기경이라고 불리었으며, 전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서기장인 라쉬도프(Шара́ф Рашидов)46)와 함께 일했고, 80
년대 말까지 소련 우즈벡 공화국 지도부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전설
적 인물이다. 주라베코프와 카리모프는 사마르칸드 마할라에서 같이 성장하였다.

45) Kathleen Bailey Carlisle, “Clan and politics in Uzbekistan” (January 1, 2001).
Boston College Dissertations and Theses. Paper AAI3034803. http:
//escholarship.bc.edu/ dissertations/AAI3034803(검색일: 2009.11.2)
46) 라쉬도프(Шара́ф Раши́дович Раши́дов)는 1917년 11월 6일 출생하여 1983년 10월 31일 사
망한 소련의 당간부이면서 작가였음. 1939년부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었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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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르칸드 씨족의 권력 장악은 자연스럽게 페르가나 씨족과 타쉬켄트 씨족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사마르칸드 씨족과 타쉬켄트 씨족의 충돌이 일어난 것은 1992
년 여름이었다. 타쉬켄트 씨족의 지도자인 미르사이도프(Шукрулло Мирсаидов)
의 주도로 75명의 의원들이 카리모프 대통령 탄핵 시도를 하였으며, 여기에 정당
으로는 에르크당(партия Эрк)과 비를릭당(движение Бирлик)이 지지하였다. 그러
나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난 원인은 이 정당들이 자신들
의 씨족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야당 지도자들인 솔리흐(Мухаммад Сол
их)와 풀라토프(Абдурашид Пулатов)는 자신의 씨족 내에서도 지배적 권위를 갖
지 못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1988년-1990년의 발틱 3국 방식의 정
권 쟁취 성공을 너무 염두에 두어 그들은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씨족을 멀리하
였던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씨족의 대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치가들은 씨족
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다.
탄핵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카리모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씨족 관리의 중요
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페르가나 씨족과 타쉬켄트 씨족에 선제적 공
격을 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마르칸드 씨족도 견제하기 시작했다. 1993~95
년 사이에 카리모프는 페르가나 씨족과 타쉬켄트 씨족에 선제적인 공격을 가하였
다. 타쉬켄트 씨족의 대표들인 카라바예프(Мухаммеджан Карабаев)부총리와 보
즈넨코(Анатолий Возненко)부총리, 그리고 아딀베코프(Алхамбек Адылбеков)타
쉬켄트 시장이 해임되었으며, 페르가나 씨족의 일원이 율다셰프(Шовкат Юлдаше
в)의장도 물러났다. 이와 함께 사마르칸드-부하라 씨족도 견제하기 시작했다. 시간
이 가면서 사마르칸드와 부하라에서 오블라스트와 라이온 수준의 행정 수장47)들이

47) 우즈베키스탄에 오블라스트와 라이온의 행정 수장은 호킴(хокимы)이라고 불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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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었으며, 전 주러시아 대사인 압둘라예프(Юсуф Абдулаев)도 교체되었다.
가장 중요한 인사는 쥬라베코프 제1 부총리를 2004년 부패 혐의로 축출한 것이었
다. 이는 경쟁자인 타쉬켄트 씨족을 배려하는 상징적 조치로 생각되었다. 또한 사
마르칸드 씨족 출신인 내무장관 알마토프( Зокир Алматов)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2005년말 사임했다.48)
카리모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씨족간 균형 조치를 통해 씨족의 대표 엘리트들
이 정치보다는 경제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세대
의 정치ㆍ경제 엘리트 양성에도 노력하였다. 독립 이후에 씨족 기반이 아닌 젊은
학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조직들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타쉬켄트 포럼(Ташке
нтский форум), 소장학자 협회(Ассоциация молодых ученных), 기업인 운동(Д
вижение деловых людей) 등이 대표적인 단체이며 이 모임 출신의 상당수가 나
중에 정부의 주요 공직에 진출하였고, 기업, 은행 등에서도 핵심 관리자가 되었다.
이들 30~40대 전문가들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씨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우즈
베키스탄에서 새로운 국가 경영 엘리트의 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
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해외에서 유학한 새로운 인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엘리트 제공 기반이 되었다.
인사정책 면에서도 국내정치에서 씨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급 관료의 잦은
교체와 인사이동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출신보다는
능력과 기업가 정신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어떤 씨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 항상 물질적 혜택과 특권적 사회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사회가 될 것
48) Daniel Kimmage, “Uzbek Eminence Falls from Grace,” Central Asia Report (RFE /
RL) 5 (7), (23 February 2005). http: //www.rferl.org/content/article/1342103.html,
(검색일: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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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씨족은 점차 약화되고 형식적이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공
화국에서 씨족 현상은 현지 주민들의 자기정체성 인식의 긴 단계를 반영 한다. 우
즈베키스탄의 국민 정체성 형성 과정은 1991년 독립이후 매우 빨라지고 있으나 아
직도 완성되지는 않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국민들은 일차적으로 자신들이 사마
르칸드인, 카쉬카다르인, 안디잔인 등으로 출신 지역 정체성을 갖는다.49) 그러나
상황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20-30년 후에는 기본적으로 우즈벡 국민 형성이 완성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맥락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지배의 중심이 점차 국가
가 중심이 되면서 정치에 대한 영향은 간접적이 되는 정경유착형 후견시스템
(patronage)을 일정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씨족 구조는 크게 3 날개로 되어 있다. 오른쪽 날개(Ong), 왼쪽
날개(Sol), 그리고 남쪽 날개(Ichkilik) 등으로 나뉜다. 키르기스스탄의 북부와 서부
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Sol에는 7개 씨족이 포함되는데, 부구(Buguu) 씨족과 사리
바기쉬(Sarybagysh) 씨족이 대표적이다. 부구 씨족은 1930년대의 스탈린 대숙청
때까지 키르기스공화국을 통제했었고 그 이후로는 사리바기쉬 씨족에서 키르기스
스탄 정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1990년대 남부 출신 말리예프(Absamat
Masaliyev) 대신 아카예프(Askar Akayev)가 키르기스스탄 공산당 서기장이 될 수

49) Anita Sengupta, The Formation of the Uzbek Nation-State: A Study in
Transition(Lanham, MD: Lexington Books,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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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 것도 씨족의 영향력이었다. Ong에 속하는 씨족은 남부에 기반을 둔 아
디기네(Adygine) 씨족 하나이다. 아디기네 씨족은 그들의 전설적 유산 때문에 가
장 진정한 키르기스 씨족으로 생각된다. 남부 지역의 Ichkilik에는 많은 씨족이 있
지만 원래 카르키스 민족이 아니지만 현재는 키르기스 정체성을 주장하는 씨족들
이다. 2005년 튤립혁명 이전까지 권력을 장악한 씨족은 사리바기쉬 씨족이었다.50)
키르기스인들의 씨족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 이는 씨족 소속감이 사회적, 경
제적 이익과 여전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료 씨족 멤버들에 대한
지지는 특히 북부 지방에서 강하다. 키르기스인들은 자주 전통적인 흑백의 모자를
쓰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씨족의 지위와 주어지는 존경의 정도를 말해준
다. 규모가 큰 씨족들은 기원과 그들 조상의 지위에 의해 나뉜다. 다른 중앙아시아
집단들처럼 키르기스인들은 역사의식이 매우 강하다. 7대 조상((dzeti-ata)의 이름
까지 외우는 것이 관례이고 씨족 정체성은 구술 전술과 신화에 까지 기원을 둔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씨족 정체성은 여전히 사회적 지위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키르기스인들은 실제보다 더 높은 씨족의 계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일
이 흔하다.51)
소비에트 시절 중앙 정부의 국민 정체성 형성과 유목 부족의 정착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소비에트 시절에도 분열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치적 측면으로
확산되었다. 정치 엘리트도 남부 지역 출신과 북부 지역 출신으로 분열되었다. 그

50) Saltanat Berdikeeva, “National Identity in Kyrgyzstan: the Case of Clan Politics,”
prepared for and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Nationalities’ 11th
Annual World Convention entitled “Nationalism in an Age of Globaliz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March 23 25, 2006.
51) http: //countrystudies.us/kyrgyzstan/11.htm 참조(검색일: 200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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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시절은 소련이라는 큰 우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경쟁과 갈
등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 않았다. 러시아어를 말하는 집단이 지배하
는 사회에서 현지인들의 국민 정체성 형성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권력 하에서 명칭민족(titular nation)의 비중은 42%로 떨어
졌다.52)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북부 지역과 대규모 도시로의 계속된 이주
는 남북간 지역주의를 더 심화시켰고 도시와 시골 간에도 큰 구분선을 만들게 되
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일 민족 집단이 형성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것이 현재 정치적 분열의 뿌리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는 야금, 석탄광업, 군수산업 콤플렉스에 기반한 거대한 연료
와 산업 콤플렉스로 발전되었지만 서부는 농업 지역으로 남아있고 훨씬 덜 도시화
되었듯이,53)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소련 시절 북부 지역이 총 산업생산의 2/3을 점
하였다. 문화적 그리고 가치론적 가치, 특히 종교와 정치문화도 중요하다. 종교에
서도 소련시기의 공식적 무신론에도 불구하고 서부 우크라이나는 주로 우니아트교
와 카톨릭교가 강했던 반면 동부 우크라이나는 동부는 훨씬 덜 종교적이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주로 정교회였듯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남부지역이 이슬람에 대한
믿음이 훨씬 강하다.54)
키르기스스탄에는 정치 체제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

52) Nikolai Borisov, 2006, “Revolutionary and Post-Revolutionary Processes across the
Post-Soviet Expanse: Can They Be Compared? (Ukraine and Kyrgyzstan),” Central
Asia and Caucasus, no. 5(41) 참조.
53) 동부 우크라이나의 산업화의 중심지인 도네츠크 지역(Donetsk Region)은 총산업생산량에서 소
련에서 세 번째 였다.
54) 19세기에 조차 북부 지역사람들은 이슬람 신도의 5대 신조(Pillars of Islam)에 관해서 알지 못
했던 반면, 이에 반해 이 지역에 훨씬 이전에 정착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동화된 남부 키르기스탄은
훨씬 더 종교적이었고 이슬람과 수피즘이 훨씬 더 확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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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일 국민의 실제적 부재, 하위민족 지역집단, 사회경제적, 문화ㆍ가치론적 갭
등이 주요 구조 요인이었다. 이런 요인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정치적 다중심주의,
즉 한 중심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남-북 균열을 더 부추긴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모스크바 개혁파와 소비에트
질서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란 마살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와의 대립이었다. 북부 엘리트들은 과거부터 권력에서 배제
되어왔다. 1990년 10월 대선은 균열을 명백히 드러나게 만들었다. 남부 아디기네
씨족을 대표하는 마살리예프를 북부 출신 아카예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상당
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카예프 대통령은 서구와 협력하고 키르기스스탄을 중앙
아시아의 ‘민주주의 섬’으로 만들려는 민주적 지도자로 자신을 부각하였으나 보수
적 의회와의 대립, 경제 후퇴, 부패 스캔들의 영향 하에서 점차 권위주의적 지도자
로 변화되었다.55)
아카예프 대통령 일가의 권력 독점은 결국 2005년 총선의 부정 선거로 이어졌
고 튤립혁명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튤립혁명이 민주 혁명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씨
족 대립이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과 명백하게 대비되는 점은 씨족 정치
의 명백한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다. 아카예프 체제에 반대했던 남부 씨족을 주로
대표하는 정치 엘리트들은 선거결과에 의해 흥분한 국민들의 저항 감정을 이용했
다. 그로인해 우크라이나와 보다 잔인하고 난폭하였던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서구의 역할도 별로 없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지역 갈등과 결합된 씨족 체제의
교체는 선거라는 공식 제도의 기회에 비헌법적 수단에 의해 달성되었던 것이다.
55) 아카예프 대통령은 두 개의 반대 신문을 폐간하고, 1994년 헌법을 위반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1996년 국민투표를 통해 그의 대통령 권력을 확대하고, 2000년에 세 번째 임기에 출마하여 당
선되었고 그의 정적 쿨로프(Felix Kulov)를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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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승자인 바키예프-쿨로프 체제는 이러한 지역 갈등을 없애고 지역 균형을
부활하는 대신 또 다시 남부 출신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쿨로프가 북부 출
신임을 감안하면 남-북 대립의 또 다른 라운드로 발전될 위험을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키예프-쿨로프 동맹은 위기를 넘기고 우크라이나의 유셴코-티모셴코 체
제보다는 오래 존속하였다. 그 결과 내각의 지역 분포는 초기 보다 매우 균형적으
로 바뀌었다. [표-5]에서 보듯이 현재 총리와 부총리, 장관을 모두 합한 18명의 분
포를 보면 남부 출신이 8이고 북ㆍ동부 출신이 10명이다.
표-5. 키르기스스탄 현 내각의 출신 지역 분포

북ᆞ동부

남부

비쉬케크

7

이시쿨

2

나린

1

오쉬

4

잘랄-아바드

4

주: 2009년 11월 현재 총리, 부총리, 장관을 포함한 18명

키르기스스탄의 소위 색채혁명은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균열 요인을
가진 다 중심 사회에서 안정을 미명으로 권력이 집중된 지배 엘리트가 형성된다.
이에 반대하여 과거 고위층이었던 야당 엘리트와 대중의 저항 운동이 일어난다. 이
후에는 한편으로는 야당 엘리트와의 타협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관리를 잘 못하는 과거 엘리트의 무능이 나타난다. 대중 행동과 그에 이은 선
거를 통해 야당 엘리트의 불법적 승리가 이루어진다. 승자가 모두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한 정치세력(씨족)을 대표하는 새로운 엘리트가 출현하지만 새로 형성된 정부
는 무능과 불안정을 보여준다. 대통령과 정부 사이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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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 체제의 민주화는 여전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역 균열은 더욱 심각해지고 다음 선거의 향배는 더욱 불확실해진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키르기스스탄의 후견체제는 지배의 중심은 국가에 있으나
정치적 영향이 직접적인 후견주의적 정당의 성격을 보여준다.
4.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씨족은 지역정체성에 기반을 둔다. 그 이유는 타지키스탄은 크
게 페르가나 분지로 형성된 북부와 투란 저지대의 남서부(남부), 파미르 산지가 있
는 동부로 나눌 수 있는데 북부와 남부는 산악으로 막혀있어 양 지역간 교류가 어
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 시절 타지키스탄은 역사적인 타지크 민족의 도시에서
국가 발전이 도모되지 못하였고, 민족 정체성도 강력히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키스탄에서는 민족성보다 지역성이 더 강력히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는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의 내전을 결과하였다.
이러한 타지키스탄의 지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네 씨족은 북부의 코잔드
(Khujand 또는 Khojand)56) 씨족, 남부의 쿨롭(Kulob) 씨족, 동부의 가름(Garm)
씨족57), 동남부의 파미르(Pamir)58) 씨족이다. 타지키스탄의 씨족 정치가 형성된
것은 1930년대이고 정치 지배는 파미르 씨족에서 출발하였으나 1937년 이후는 코
잔드 씨족과 쿨롭 씨족의 연합 세력이 현재까지 지배하고 있으며 가름 씨족과 파
56) 과거의 이름은 레닌바드(Leninbad 또는 Leninobod)이다.
57) 과거 이름은 카라테긴(Karategin 또는 Karotegin)이고 현재 공화국 복속 지역(Region of
Republican Subordination)이라는 행정 지위를 갖고 있다.
58) 현재 고르노-바다흐샨 자치지역(Gorno-Badakhshan Autonomous Province: GBAP)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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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씨족이 연합하여 이에 대항하고 있는 구조이다.
타지키스탄의 실제적인 최초의 씨족 정치는 파미르 지역 출신들이 열었다. 이
지역 출신인 쉬린샤 샤흐티무르는 1933년에서 1937년까지의 초대 타지키스탄 공
산당 제1서기였다. 파미르 출신을 최고 통치자로 선택한 것은 소련 당국의 지역 통
제를 위한 인사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가난한 지역이면서 중앙아시아 이슬람
의 수니 그룹으로부터 천시 받고 있던 파미르 지역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타 지역
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37년에 파미르 출신들은 자신들
의 세력권을 상실하였다. 이후로는 코잔드 씨족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1944년에서
1946년까지 타지키스탄 소련공산당의 제2서기로, 그리고 1946년에서 1956년까지
제1서기를 역임한 바바쟌 가푸로프도 코잔드(레닌아바드) 씨족 출신이다. 그가 1서
기가 된 이래로 1992년 타지키스탄의 독립까지 타지키스탄 공산당의 지도자는 모
두 코잔드에서 배출되었다. 투르순베이 울야바예프 제1서기(1956~61), 이후 야바
르 라술로프(1982년까지), 나비예프(1982~85), 그리고 카하르 마카모프(1985~91)
등이 이 지역 출신이었다. 코잔드 씨족이 소련 통치 하에서 계속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1864년에 러시아에 정복된 이래로 이 지역이 가장 러시아화 되고 다
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빨랐으며, 타지키스탄의 어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도 우
즈베크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지역 출신들을 더욱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59)
소비에트 시기에는 페르시아 문화보다도 더욱 더 투르크화 되거나 혹은 친소비
에트 산업도시였던 코잔드 등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야당 세력은 이러한

59) Olivier Roy,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0),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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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불균형에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60) 그런데 두샨베 서부
지역은 일반적으로 독립을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동시에 쿨롭 지역과 연합하였다.
이 지역 인구는 60%의 우즈베크 인구와 40%의 타지크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전 시기에 친공산주의 세력이 매우 강하였다.
독립 이후에도 코잔드-쿨롭 씨족의 정권 지배는 계속되었다. 1991년 11월 타지
키스탄 대통령이 된 라흐몬(Nabiyev Rahmon) 대통령도 쿨롭 씨족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초기 코잔드-쿨롭 씨족 정권은 무능하였으며 이는 그간 불만이 쌓여왔던
다른 씨족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코잔드 씨족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경제개발이 주
로 코잔드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고 면화 산업 개발을 위해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당시 동부의 파미르 민족을 남부평지로 강제이주 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남부지역
과 동부지역주민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타지키스탄 내전은 지역 ,정치, 종교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정치세력 간에 빚
어진 내전으로 지역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92년 5월에 가름 씨족과 파미르 씨족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 세력은 권력
탈환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이슬람 주의와 민주주의를 구호로 내세우고 자신들을
이슬람주의자로 명명하였다. 이는 내전61)으로 발전되었으며 타지키스탄의 정국은
코잔드-쿨롭 씨족과 이에 동조한 타지크스탄 내 우즈벡인 동맹 대 파미르-가름 씨
족 동맹의 두 진영의 싸움으로 구조화되었다.
타지키스탄 씨족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이 지역 기반 중심이라는 것이다.

60)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연구, 11-2호, (2007), pp. 268-270.
61) Igor Rotar, “Tajikistan: Central Asian Powderkeg,” Prism, vol.2, Issue5, March 8,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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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이 바다흐샨 루비당(Lali Badakhshan)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파미
르 씨족에 의해 만들어졌고 가름 지역에서는 이슬람 부흥당(Islam Renaissance
Party)의 지지가 높다.
그림-2. 타지키스탄과 지역기반 씨족과 지지 정당의 관계

내전은 현 정부의 승리로 끝나고 수만명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갔으며, 그곳에 타지크 망명정부와 군대를 만들어 반군 활동을 하고 있다. 내
전 후에는 쿨롭 씨족 출신들이 많이 등용되었다. 씨족 지도자들이 많은 대기업을
소유하고, 심지어 대부분의 타지키스탄 지하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등 경제까
지 장악하게 된 것이다.62) 이렇게 되자 새로운 대립이 생성되었는데 그것은 코잔
드 씨족과 타지키스탄 내 우즈벡인들이 동맹하여 쿨롭에 대항하게 된 것이다. 코잔

62) Library of Congress - Federal Research Division, Country Profile: Tajikistan, January
2007, p. 7. (http: //lcweb2.loc.gov/frd/cs/profiles/Tajikistan.pdf 검색일: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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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전통적으로 산악이 가로 막고 있는 남부 지역보다는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다. 우즈벡인들과 오래 같이 살아서 코잔드 타지크인들은 남부인들
보다 몽고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결국 타지키스탄은 씨족 정치로 인해 지역성을
넘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정국의 안정도 기하기
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씨족은 18~19세기 정착을 시작하면서 형성되었고 매우 호전
적이고 씨족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씨족은 남부의 테케
(Teke) 씨족, 카페트 생산으로 유명한 에르사리(Ersari) 씨족과 요무트(Yomut) 씨
족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통합적 정치 단위 형성에 매우 늦
은 국가이다. 키르기스스탄과 가장 큰 차이는 투르크멘 부족은 국가 통합에 도달하
지 못했고 종족 지도자 하에 자유 정부조차 동의한 적이 없다. 키르기스인들은 그
들의 친척으로 7대까지 인정하지만 투르크멘은 3대나 4대 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과는 대조적으로 칸 또는 세습
술탄이 없었다. 부족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간 분쟁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도달하지 못하면 각 당사자는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습법(adat)에
기초한 유일한 법은 복수였다. 현재 국민국가 성립이 가능했던 것은 소비에트 민족
정책의 덕택이었다.
소련 시절 씨족 중심의 인사 관행은 지속되었다. 1947년 바티로프(Shadz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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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yrov)가 투르크멘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을 때 거의 모든 요직을 테케 씨족인
아할 테킨트(Akhal Tekints) 부족이 차지했다. 그러다가 1951년 바바예프(Sukhan
Babaev)로 서기장 교체되자 모든 요직은 알리린트(Alilints) 부족으로 대체되었다.
1985년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니야조프(Saparmurad Niyazov)가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을 때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족에게 모든 요직을 주었다. 니야조프 정
부동안 아할 테킨트 부족에 대한 선호는 전임자들보다 더 강했다.
이러한 인사정책에 대한 야당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었다. 야당 지도자인 쿨리
예프(Avdy Kuliev)는 니야조프는 용이한 독재를 위해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에만 기초하고 있으며, 결국 투르크메니스탄을 둘로 쪼개고 말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아할 테킨트인 부족이 다른 다른 투루크멘 부족들과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
에 그의 정책은 결국 부족간 분리주의와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 했다.63)
1991년 독립된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으로 니야조프가 취임하고 투르크
멘 공산당을 국가 민주당으로 바꾸었다. 소련 해체 후에 국가의 향후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니야조프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하였
다. 그는 또한 투르크멘 국민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는
초대 터키 대통령인 아타튜르크(Mustafa Kemal Atatürk)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니야조프도 자신을 모든 투르크멘의 아버지(Turkmenbashi)로 묘사했다.
일반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을 가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로부터
문화 모델을 빌려오려 한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투르크멘 국민의 고고성과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 역사에 일부 허위적인 기술이
63) А. Кулиев, “Родоплемен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не может разьединят нас,” Еркин Туркме
нистан, 10/01, 2002, (http: //www.erkin.net/analytics/rodoplem.html 검색일: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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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전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투르크멘 전통의상을 입고 소녀들
은 특정 머리모양을 하고 남자들은 전통 모자를 쓰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의 저술인 루흐나마(Rukhnama)는 모든 국민의 사고의 기준이 되었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경쟁 씨족과 부족을 통제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
보다 정보기관을 더 이용하였다.64) 서방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를 공고화된
술탄체제 심지어 전체주의 체제라 비판했지만65) 씨족 정치에 있어서는 니야조프의
독재가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니었다. 권력 장악 첫 10년 동안 니야조프 대통령
은 정부 내 씨족 대표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인사정책을 유지하
였다.66) 1990년대 중반에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주지사
(hakims)와 지방 고위 행정관료 임명에 외부자보다는 현지 종족 대표를 선호하였
다. 이것은 소비에트 정책이 했던 것처럼 종족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려 깊은 시도
였다.67) 그러나 니야조프 대통령은 그 이후 사망 전까지는 주요 직위에 테케 씨족
만 임명하였다.68)
니야조프 대통령의 씨족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요인
은 가스 자원 수입에 대한 통제권이었다. 이 통제권에 도전하는 다양한 씨족과 경
제 엘리트들은 정기적으로 숙청되었으며,69) 이로 인해 지지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64) Adrienne Edgar, Tribal Natio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 press,
2004); Paul Georg Geiss, 1999, “Turkmen Tribalism,” Central Asia Survey, vol.18,
no.3, pp. 347-357 참조.
65) Charles Fairbanks, 2001, “Disillusionment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Journal of Democracy, vol.12, no.4, pp. 49-56.
66) Michael Ochs, “Turkmenistan,” in Karen Dawisha and Bruce Parrott, eds., Conflict,
Cleavage, and Change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317.
67) Roy(2000), p. 115.
68) ICG, “Turkmenistan: Cracks in the Marble,” January 17, 200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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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깨지면서 니야조프의 정치 체제의 불확실성은 증대하였다.70) 그러나 니야조프
대통령이 이처럼 권력의 극단적 집권화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야조프의 체
제가 더 공고화하거나 제도화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의 비공식적 연계를 통해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잦은 인사교체를 통해 이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 니야조프 체제의 핵심적 특성이었다.
이런 체제에서 다른 씨족들의 불만은 제고되었다. 쿠테타 시도가 있었다는 소문
이 많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요무트 씨족의 대표인 쉬크무라도프(Boris Shikmuradov) 전 장관에 의한 2002년 11월의 쿠테타 시도였다.71) 또한 포노마료프(Viktor
Ponomaryov) 전 국가정보기관장의 투옥도 쿠테타 가능성으로 해석되었다.72)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이후에 변화의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체제의 개인화와 탈제도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경찰과 군이 얼마동안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자
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자원저주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나자르바
예프와 마찬가지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자원으로 인한 국가수입을 그의 개인 권력
을 증대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자원으로 인한
국부에 씨족 정치가 개입되어 있다. 인척들의 정경유착(patronage system)과 국가
자산 약탈은 카자흐스탄과 매우 유사하다. 경제발전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수

69) Rustem Safronov, “Turkmenistan Purge Indicative of Instability,” March 12,
2002.(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31202.shtml, 검색일: 2009.
11. 2).
70) Safronov(2002), pp. 7-9.
71) Rustem Safronov, “Opposition in Exile: Turkmenistan,” December 9, 2002.
(www.eurasianet.org/departments/rights/articles/eav120902.shtml, 검색일: 2009.11.2).
72) “Analyst Predicts `Radical Change’ Near for Turkmenistan,” October 21, 2002.
(www.eurasianet.org/departments/recaps/articles/eav102102.shtml, 검색일: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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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제고한다. 그러나 양국이 모두 자원 수출로 인해 지속적 GDP 증대를 이룩했
지만, 이것이 씨족 정치를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오히려 공고화시켰다. 자원저주의
시각에서 보면 에너지 기반 경제를 가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씨족 기반 부패에
특히 취약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원저주 현상은 씨족간 갈등을 제고하여 정치
불안정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민주화를 방해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는 GDP
증대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성장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부가 집중된 권위주
의 체제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고 씨족과 후견 네트워크를 없앨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Ⅴ. 결 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적 요소와 민주적 요소가 혼합된 일종의 합성체
제적 성격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합성체제가
민주주의로 이행해 가고 있는 불완전 상태가 아니라 유사 민주주의(pseudo-democracy)로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가까운 시기 내
에는 민주화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안정성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합성체제에서는 공식제도가 정파주의와 비민주적 권력관계를 보존하는 비공식 제
도와 양립가능하기 때문인데, 중앙아시아의 경우 비공식 구조로서 씨족이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배태된 핵심 요소이다. 또한 씨족정치가 이 지역에서 강화된 것은
소비에트 정권이 이 지역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지배 씨족의 지배자를 지원한 것
도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공식 집단과 비공식 구조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국가 기능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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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어 있거나 사유화되어 있는 씨족국가로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씨족정치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지도자가 안정적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면 씨족간
균형을 추구하면서 탈씨족정치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기 집권 기반에 매우 중요
한 것이 의회의 행정부 종속화이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선거를 목적으로 보다
는 그들 통제 강화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중앙아시아에서 대선은 대통령
자신을 현지 씨족 재벌의 영향력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씨족정치
완화에 일정 기여하지만 총선은 지역별로 씨족 재벌들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 따라
서 의회 선거법을 개정하여 씨족의 영향력을 줄여 일당체제화 하고 있다.
둘째, 씨족 형성의 기반이 혈족이냐 지역이냐가 씨족 구조의 견고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어 씨족이 혈통보다는 지역에 기반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씨족 정
치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현대 우즈베키스탄에서 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소비에트 붕괴이후 씨족 정치의 존재를 부
정하려하고 있다. 씨족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우정에 의해 만
들어진 후견 네트워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일종의 파당(factions)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의 경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씨족 균형적 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씨족 구조의 견고함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씨족 기반과 지역 갈등이 중첩된 경우는 씨족 갈등의 증폭되어 정국 안정을 기하기
가 어렵다는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씨족 정치로 인해 지역성을 넘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정국의 안정도 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배 중심은 국가에 있으나 씨족들
의 정치적 영향력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3]에서 보듯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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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탄은 정치적 영향력은 다소 간접적인 정경유착형 후견시스템(patronage)의 성
격을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영향력이 다소 직접적인 후견주의적 정당
성격을 보이고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독재적 도당화 성격을 보이고 있다.
표-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후견주의의 유형화
지배의 중심
사회 체계
간접적
정치체계에
대한 영향 직접적

국가 체계
우즈베키스탄(후견시스템)
카자흐스탄(후견주의적 정당)
타지키스탄(독재적 도당)
투르크메니스탄(독재적 도당),

셋째,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가 초대통령제인 것은 사실이나 씨족들에 의해 상
당부분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씨족 재벌의 영향력은 크
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가 민영화이다. 나자르바
예프 대통령과 아카예프는 대통령은 민영화를 수용하여 그 결과 재벌을 만들어내
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족에 대한 통제와 균형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반
면에 라흐몬 대통령, 니야조프 대통령, 카리모프 대통령은 정치 균형의 와해를 가
져올 수 있는 대규모 민영화는 회피하고 대신 중소기업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들은 씨족이 주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중앙아시아의 경우 씨족 정치와 자원저주 현상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자원 부국의 경우 자원으로 인한 국가 수입을
경쟁 씨족을 달래고 개인 권력을 증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국가
모두 인척들의 정경유착과 국가자산 약탈 현상이 심하다. 이 두 국가의 경제성장률
이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제발전이 반드시 민주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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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양국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씨
족정치는 오히려 공고화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시장경제의 성장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부가 집중된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고 씨
족과 후견 네트워크를 없앨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형성 과정이 시작된 것은 1924년 스탈린의 민족정책
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탈린의 민족정책은 중앙정부가 원하는 바
대로 국민들이 정체성과 정서를 갖도록 유도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부터의 민족 접근은 원시적 공동체에서 현대적 민족국가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전환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비에트 국가에
의해 형성된 러시아화에 기초한 국민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관
습과 믿음, 즉 그들 자신의 문화 정체성 보존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자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지배적 민족집단에 기초한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스탈린식 민족정책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정부가 정의한 민족주의 시각에
따라 국민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새로운 문화와 전통, 새로운 국가 상징
들이 도입되었고 국가 역사도 새로 쓰였다. 그러나 국민 범주의 합의는 밑에서 위
로도 진행이 되어야 하며 씨족 정치와 국민 정체성 형성은 서로 반작용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국가 발전 전망에 있어 씨족 정치의 분
석을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47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참고문헌
임경훈, “비교민주화 이행론과 러시아 탈공산주의 이행,”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2003).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
지역연구, 11-2호, (2007).
Adrienne Edgar, Tribal Natio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 press, 2004); Paul
Georg Geiss, “Turkmen Tribalism,” Central Asia Survey, vol.18, no.3 (1999)
Ambrosio, Thomas, “Redefining Democracy in Russia: How the Kremlin Uses Wordplay
to Counter External Criticism”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2008 Annual Conference, San Francisco.
Beare, M. E.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lessons from history,” Crime, Law and
Social Change, vol.28, (1997).
Berdikeeva, Saltanat, “National Identity in Kyrgyzstan: the Case of Clan Politics,” prepared for and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Nationalities’ 11th
Annual World Convention entitled “Nationalism in an Age of Globaliz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March 23 25, 2006.
Boissevain, J. Friends of Friends: Networks, Manipulators and Coalitions(Oxford: Basil
Blackwell, 1997).
Borisov, Nikolai, “Revolutionary and Post-Revolutionary Processes across the Post-Soviet
Expanse: Can They Be Compared? (Ukraine and Kyrgyzstan),” Central Asia and
Caucasus, no. 5(41), (2006).
Collins, Kathleen “When Do Clans Survive and Destabilize Politics? Exploring Positive
and Negative Political Trajectories in Clan-Based Societies,” APSA Convention
Paper September 3 2005.
Collins, Kathleen, “The Logic of Clan Politics: Evidence from the Central Asian
Trajectories,” World Politics, vol.56 no.2, (January 2004).
Collins, Kathleen, Clans, Pacts, and Politics: Understanding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Critchlow, James, Nationalism in Uzbekistan: A Soviet Republic’s Road to Sovereignty

48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 정치

(Boulder, San 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1).
Fairbanks, Charles, “Disillusionment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Journal of
Democracy, vol.12, no.4, (2001).
Hale, Henry E. “Democracy or Autocracy on the March? The Colored Revolutions as
Normal Dynamics of Patronal Presidentialism,”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38, no.1, (2006).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Kaminski A. Z. and J. Kurczewska, “Main Actors of Transformation: The Nomadic
Elites,” In the General Outlines of Transformation, Allardt E, Wesolowski W (eds).
(Warszawa: IFIS PAN Publishing, 1994).
Kokaisl, Petr, “Democracy in Post-Soviet Kyrgyzstan and Turkmenistan,” Central Asia and
Caucasus, no.6(54), (2008)
Kryshtanovskaya, O. “Illegal Structures in Russia,” Trends in Organized Crime, vol.3,
no.1, (1997).
Lauth, Hans‐Joachim, “Informal Institutions and Democracy,” Democratization, vol.7, no.4,
(Winter 2000), pp. 21-50.
Levitsky S. and L. Way,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vol.13, no.2, (2002).
McFaul, Michael, Post-Communist Politics: Democratic Prospects in Russia and Eastern
Europe(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1993).
O’Donnell, Guillermo, “Illusions About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7, no.2,
(2006).
Offe, Claus, “Capitalism by Democratic Design? Democratic Theory Facing the Triple
Transition in East Central Europe,” Social Research, vol.58, no.4, (1991).
Olcott, Martha Brill, “Democratization and the Growth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Kazakhstan,” in Karen Dawisha and Bruce Parrott, eds., Conflict, Cleavage and
Chance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49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Olcott, Martha Brill, The Kazakhs(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8, 2nd ed., 1995).
Podgorecki, A. “Polish Society: A Sociological Analysis,” Praxis International, vol.7, no.1,
(1987).
Robinson, Neil, Russia: A State of Uncertainty, (New York: Routledge, 2002).
Roy, Olivier,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0).
Rustow, Dankwart A. “Transitions to Democracy: Toward a Dynamic Model,” Comparative
Politics, vol.2, no.3, (1970).
Schatz, Edward, “The Politics of Multiple Identities: Lineage and Ethnicity in
Kazakhstan,” Europe-Asia Studies, vol.52, (2000).
Schatz, Edward, Tribes and Clans in Modern Power: The State-led Production of Subethnic
Politics in Kazakhstan(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0)
Sengupta, Anita, The Formation of the Uzbek Nation-State: A Study in Transition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3).
Solnick, Steven L.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NJ: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Wedel, Janine R. “Clans, Cliques and Captured States: Rethinking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15, 2003, pp. 427-440.
Кулиев, А. “Родоплемен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не может разьединят нас,” Еркин Турк
менистан, 10/01, 2002, (http: //www.erkin.net/analytics/rodoplem.html 검색일: 2009.
11. 2).
Толеубаев, А. Т. Ж. К. Касымбаев, М. К. Койгелдиниев, Е. Т. Калиева, Т. Т. Далаева,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Изд-во «Мектеп», 2006 г.
Тодуа, Зураб, “Кланы в Узбекистане и их влияние на современную жизнь страны,”
http: //eurasia.org.ru/archive/archives/july/m4.htm - 11 Кб(검색일: 2009. 11. 2).

50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비교 연구
박정호

목 차

Ⅰ.
Ⅱ.
Ⅲ.
Ⅳ.
Ⅴ.

서 론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환경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결 론

Ⅰ. 서 론
소비에트 제국의 붕괴와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은 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중
차대한 국제정치적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지배권을 쟁
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던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소련 사이의 첨예한
이념 및 체제 대결구조(자본주의 vs 사회주의)를 해체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
환경이 조성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들이었던 동유
럽 국가들의 이탈 도미노 및 서유럽 세력권(EU 및 NATO)으로의 편입 현상, 소연
방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15개 연방공화국들의 분리 독립과 신흥 주권국가 수립 등
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시켰던 주
요한 동인들이었다.

51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1990년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지각변동은 무엇보
다도 소련의 국제법적 계승국가였던 러시아연방의 체제위기와 대외 정치적 투사능
력의 현저한 약화에 기초하고 있었다. 현대 러시아 지도부는 독립 초기 국가건설과
정에서 정치적 측면의 ‘민주화’와 경제적 차원의 ‘체제이행’이라는 매우 독특한 성
격의 이중적 국가변혁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런데 러시아가 시장경제로의 체제
변혁과정에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상황을 경험함에 따라, 과거 사
회주의권 맹주로서의 국제정치적 위상 뿐 아니라, 국가 통치에 있어서 실제적인 운
영능력 역시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일
종의 ‘러시아적 중력의 공백상태’가 작동하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새로
운 변화의 파고가 도래할 수 있었다.
먼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간주되었
던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해 주도면밀한 침투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1) 이들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보편화’라는 개방화
혹은 세계화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교
두보 확보와 경제적 영향력 강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본
질상 푸틴 정부 출범이후 ‘강대국 건설 과업’에 매진하고 있는 러시아와 종종 갈등
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이 그루지야의 장
미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 등 21세기 포스트소
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한 무혈시민혁명과정에 적극 개입하였기 때문에 양측의 충돌

1) 미국의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추진된 배경은 9ㆍ11사태로 인해 중동 정
세가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자원 수급원의 다변화, 반테러 작전을 위한 전진기지 확보, 민주
화 촉진 및 지역안정 도모 등이 미국의 핵심적인 대외정책 목표였다. 고재남, 트랜스 코카서스ㆍ중
앙아시아의 ‘신 거대게임’과 러시아의 대응, (서울: 외교통상부, 2005),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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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둘째, 탈냉전 시기에 새로운 대외환경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제관계의 주요한 행위자들 뿐 아니라,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신생 독립국
가들에게도 자국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추진과제
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의 선택과 추
진과정에 있어서 외부세력들, 즉 러시아와 서방세계로부터의 강력한 견제와 도전
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대외적 변수들과 함께,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현실적 제반 여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했다. 그런 이유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위치한 개별 주권 국가들의 발전전략은 필연적으로 차별성과 변화 가능성
을 내재하게 됨으로써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분화작용을 촉진시키는 핵심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는 강대국들 사이의 일종의 패권 쟁탈전 형태
인 ‘신 거대 게임’(New Great Game)과 소비에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던 주
권국가들의 ‘지정학적 다원주의’(Geopolitical Pluralism)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2)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력구도의 형성과정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재구성 작업’3)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포스
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대외전략노선, 즉
러시아의 근외 정책 방향에 대한 신생 독립국가들의 기본입장과 대응전략은 어떠
2) ‘신 거대 게임’과 ‘지정학적 다원주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시오. 신범식,
“푸틴시기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러시아,” 홍완석 엮음,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5), pp. 551-561.
3) 포스트소비에트 재구성 작업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오. http://www.carnegie.ru/ru/pubs/books
(검색일: 2009년 8월 12일).

53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한 것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탈냉전 시기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였던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개별 주권국가들의 국가발전전략은 어
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
상기 논제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을 도출할 목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을 비교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
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함유하고 있는 핵심 공간으
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지중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중앙 거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안보 전략적 요충지이다. 둘째, 지
경학적 측면으로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새로운 원유와 천
연가스 공급처로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다.
그런 이유로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은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을 둘러
싼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의 공간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4) 특히 소련 시절의 배타
적 영향력을 복원하려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러시아, 탈냉전 시기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자신들의 정치적 교두보 및 안보적 거점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유럽, 서부지
역의 국경안보 확립과 에너지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역사적ㆍ
인종적ㆍ종교적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이란과 터키, 심지어
천연자원 수급을 위해 인도와 일본까지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
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유라시아 국제환경의 새로운 변수로서 독립이후

4) 신범식,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세력 관계와 신 거대 게임,”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p.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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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엄
연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는 협의적으로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광의적으로는
유라시아 지역 국제관계 변동의 흐름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환경

1.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
지정학 이론의 실질적 창시자였던 매킨더(Mckinder)는 자신의 ‘심장지대 이
론’(Heartland Theory)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중추지역, 즉 심장지대를 장악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주창하였다.5) ‘심장지대’란 식량과 에너지 자
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점공간을 의미했는데,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중앙아시아 지역이 바로 심장지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전략문제 전문가인 브레진스키(Brzezinsky)는 중앙아시아 지역
을 ‘유라시아의 발칸’이라고 정의했다.6) 그의 논거에 의하면, 중앙아시아는 유럽대
륙의 발칸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구촌을 대표하는 인종분쟁의 전시장일 뿐 아니라,
주요 강대국들 간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공간이었다.
이상의 지적에서 분명하게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라
5) 할포드 매킨더,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이병희 옮김, (공주: 공주대학교출판부, 2004) 참조.
6)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김명섭 옮김, (서울: 삼인, 2000), pp. 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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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안보 전략적 거점지대로서 ‘구 거대 게임’과 ‘신 거대
게임’의 실제적인 경연장이었다. ‘구 거대 게임’과 비교 시에, ‘신 거대 게임’의 기
본적 목표와 주요한 행위자들7)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는 여전히 중
차대한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함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의 심장지대라고 정
그림-1. 중앙아시아 지도

7)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패권쟁탈을 위한 제로섬 게임의 형태를 보였던 ‘구 거대 게임’과는
달리, ‘신 거대 게임은 참여자들(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 인도 등)의 수와 목표(신 제국주의
적 패권 확립, 문화적 연대감 형성, 국가 안보 증진, 자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대 등)가 훨씬
다양해졌다. Matthew Edwards, “The Great Game and the New Great Gamers:
Disciples of Kipling and Mackinder,” Central Asian Survey, Vol. 22, No. 1 (March.
2003), pp. 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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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대 산맥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중동지역과 지중해,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중앙아시아는 유라시
아 대륙 국가들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안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겠다. 그
런 까닭에 9ㆍ11사태 발생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수행
의 전진기지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둘째,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소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하였던 5개의 신생 주권국가들(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독립이후 국가형성과정에
서 자신들의 고유한 국가발전노선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전략적 선택지(친 러시아 혹은 친 서방 노선)가 바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통합
전망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다.8) 게다가,
푸틴 집권 1기와는 달리, 집권 2기에 들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미국과 러시아의
세력경쟁의 무대로 변모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방향은 21세기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동의 핵심 변수로 인식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독립초기부터 ‘탈
러친미’ 경향의 대외정책노선을 공식 표방하였을 뿐 아니라, 2001년 9ㆍ11사태 이
후에는 자국 내에 미군기지의 설치를 전격적으로 허용하였을 정도였다. 하지만,

8) Д. Тренин, “Россия и Конец Евразии,” Pro et Contra, 9-28 (2005), ст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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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안디잔 사태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이 카리모프 정권의 인권 탄압과
비민주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서방측에 대
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9) 카리모프 대통령은 기존의 친 서방정책
을 폐기하면서 친 러시아 노선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을 뿐 아니라, 자국 영토
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버렸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 지역은 탈냉전 시기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보고이다.10) 2000년부터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발발이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공급 부족사태
가 발생함으로써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원유와 천연 가스
공급처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조명되었다. 특히 에너지 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주변 국가들(중국, 터키, 인도 등)은 물론이고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같은 국가들까지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천연자원에 안
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11) 그 가운데 중앙
아시아 에너지 자원의 개발권과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
기 위한 무한 경쟁이 주요 강대국들인 러시아와 서방국가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
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경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십자로에

9) Gregory Gleason, “The Uzbek Expulsion of U.S. Forces and Realignment in
Central Asia,”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3, No. 2 (March.-April. 2006),
pp. 56-57.
10) 보다 자세한 중앙아시아 지역 에너지 자원 현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오. 이재영ㆍ신현준, “중
앙아시아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8권, 14호 (서울: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5).
11) 강명구,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 발전 전략,”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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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는 이란을 통해 페르시아 만으로, 아프가니스탄
과 파키스탄을 통해서는 인도양으로,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
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측면에서 운송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의 거점지대이다.
2.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상황
중앙아시아 5개국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다른 신생 주권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독립이후 국가형성과정에서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체제변혁과정에 직면해 있었던 러시아 정부의 무관심과 경제적 지원
부재,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체적인 발전역량 부족(오랜 관료주의 전통,
권위주의적 성향의 엘리트 집단, 낙후되고 왜곡된 경제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물이었다. 또한 [표-1]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권력쟁탈을 위한 내전이나 혹은 첨예한 인종, 지역, 종교 분쟁들이 종종 발
표-1.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분쟁지역
분쟁지역

분쟁민족

오쉬(Osh)와 우즈겐(Uzgen) 지역

키르기스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

사마르칸트(Samakand)와 부하라(Bukhara) 지역

우즈베크 민족과 타지크 민족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

카자크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

후잔드(Kuujan)지역

타지크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

샤아르투즈(Shaartuz)지역

타지크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

카라칼팍(Kara kalpak)지역

우즈베크 민족 카라칼파크 민족

아무다리야(Amudarya)강 지역

우즈베크 민족과 투르크멘 민족

자료: CIA World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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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을 한층 증폭시켰다.12)
[표-2]에서 제시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인종구성은 대내외적 갈등사태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였으며, 주변 국가들의 개입을 유도하는 주요한 동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이유로 집권 민족들에 대한 소수 민족들의 불만이 표출되거나 혹은
주요 씨족들 간의 경쟁과 다툼 등이 표면화되곤 했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와 민
족주의 운동의 발흥, 경제적 저개발 상태와 빈곤문제, 비민주적인 독재 권력의 구
축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제약요인들이었다.13) 게다
가, 이러한 사회 경제적 갈등상황은 중앙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빈곤상태와 정서적
표-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인종구성
카자흐스탄(1999년 센서스)

우즈베키스탄(1996년 센서스)

인종구성

비율

인종구성

비율

카자흐인

53.4%

우즈베크인

80%

러시아인

30%

러시아인

5.5%

우크라이나인

3.7%

타지크인

5.0%

우즈베크인

2.5%

카자흐인

3.0%

독일인

2.4%

카라칼파크인

2.5%

타타르인

1.7%

타타르인

1.5%

위그르인

1.4%

키르기스인

-

벨로루시인

0.8%

한국인

-

한국인

0.7%

우크라이나인

-

기타

3.4%

기타

2.5%

자료: CIA World Factbook

12) 양정훈,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외교정책의 변천과정,”슬라브연구, 제21권, 1호 (서울: 한국외
국어대러시아연구소, 2005), p. 149.
13) Shahram Akbarzadeh, “Keeping Central Asia Stable,” Third World Quarterly, Vol.
25, No. 4 (2004), p.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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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화를 초래함으로써 이슬람 과격주의를 점화하고 확산시키는 근본적인 토양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했다.
물론 1990년대 후반기부터 세계금융위기 발생이전까지 정치적 안정과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수출을 바탕으로 괄목상대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던 카자흐스탄의
경우나, 상당히 폐쇄적인 성격의 독재국가이기는 하지만 천연가스 판매를 통해 지
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
례라고 하겠다.
독립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국가적 운영능력이 크게 부족했던
관계로 독자적으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거나 혹은 자체적인 경제발전을 기
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외부세계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재원 조달
과 기술적 지원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관계
를 유지해 왔던 러시아로부터 경제 협력과 재정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무시
와 냉대를 받았을 뿐이었다. 당시 옐친 정부는 급진적인 시장개혁정책을 추진해 나
갔기 때문에 민족 공화국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자국 경제발전의 큰 부담요
소로 간주하였다.14)
따라서 1990년대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점차
상실함과 동시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모색
하게 되었다. 특히 9ㆍ11테러 이후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에게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던 중요한 전

14) Vladimir Paramonov, “The Evolution of Russia’s Central Asia Policy,” Analysis
Report, (London: Defence Academy of the United Kingdom, 200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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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점이었다.15)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기존의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의존관계를
조정하거나 탈피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2000년 푸틴 집권이후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정치적 영
향력이 상당정도 복원됨에 따라, 푸틴 정부도 집권 2기 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과거의 영향력을 복원시키기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중앙아시아 국
가들도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을 용인하면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와
중에 2005년 4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종의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인 ‘레몬
혁명’이 발발하여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안디잔 유
혈 사태’가 발생하여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등 최근까지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 동학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은 주요 행위자들이 이전시기 보다 훨씬 다양해졌다는 점이다.16) 제정 러시아와
소련 시절의 역사적 연고와 지정학적 인접성을 토대로 과거의 영향력 복원에 강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러시아, 냉전 해체이후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세계의 신
질서를 주도하며 전 지구적 단일패권 유지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역동적인 경제발

15) 박상남, “미군 주둔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전략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7권, 3호 (서울:
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3), p. 13.
16) 신범식, “푸틴 러시아의 근외정책,” 국제지역연구, 제14권, 4호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대
학원, 2005), pp. 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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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성과와 상승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위상에 부합하는 대외 정치적 영향력 확대
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국 등이 중앙아시아 국제관계의 대표적인 행위자
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앙아시아 지역과 역사적ㆍ인종적ㆍ종교적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있
는 터키와 이란 뿐 아니라, 인도와 일본까지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큰 관심과
진출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와 이란의 경우,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대, 외교적 활동역량의 부족, 경제적 발전 수준의 상대적 열세, 군사적 투사능력
의 한계 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상
당히 뒤처져 있는 주자들이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지정학적 변동을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기 지역에서 과거의 영유권을
회복 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러시아의 대외정책방향과 함께, 21세기 들어
주요 행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전략을 간략하게나
마 비교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 옐친 시기 경시하였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복원을 위한 제반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상기 지역의 안정화 유지를 근간으로 하
는 국가전략방향을 채택하였다. 특히 푸틴 집권이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국가전
략노선은 상당히 실용주의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이 강했다. 러시아 지도부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증진작업에 있어서 군사적 수단은 물론이고, 제도적
협력내지는 경제적 협력방안을 동시에 추진했다.17) 단적인 예로서 푸틴 대통령은
17) 특히 모스크바는 제도적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심의 통합력을 복원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2세대 통합기구
들, 즉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공동 경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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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강
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18) 이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
시아 지도자들로부터 정치적 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앙아시아 지역 국제관계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러시아의 세력권을 복원하
는데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게다가, 집권 2기 푸틴 정부는 경제발전
과 국력신장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전 시기보다 다소 강경하고 독단적인 정
책을 추진해 나갔다. 푸틴은 집권 2기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과제를 해소시킬 목적
아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불안정성 감소와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대라
는 배타적 국익을 설정했다.19) 특히 군사와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국익사수를 위
해 서방 국가들과의 정치적 갈등 내지는 경제적 충돌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중앙아
시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전 보다 적극적인 개입도 불사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극단주의 세력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
가들과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제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상기 지역에서 패
권국가의 등장과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집단의 창궐 예방 등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포괄적인 정치적,

(CES: Common Economic Space),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보다 전문화된 통합기구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갔다. Gleason, op. cit., pp. 53-54.
18) Pavel Baev, “Assessing Russia’s Cards: Three Petty Games in Central Asia,”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7, No. 2 (July. 2004), p. 272.
19) Oksana Antonenko, “Russi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Central Asia: The
Regional Perspective,” Russian Regional Perspectives Journal, Vol. 1, No. 2
(2006),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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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와 군사 전략적 교두보를 건설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20) 특히 미국
은 1990년대 ‘탈 러시아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었던 우즈베키스탄에 미군병
력을 계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갔고, 9ㆍ11사태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빌미
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 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안보
적, 정치적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관심 집중, 기대했던 경제적 원조에 대한 실망,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 아래 야
당세력 지원 및 정권교체 의도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반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행보를 들 수 있겠다. 2005년 5월 안디잔 사태 이후 카리모프 정부는 기존
의 ‘탈러시아’적인 입장을 전면 철회하면서, 자국 내에 설치되었던 미군 기지를 전
격적으로 폐쇄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의 공동개발과 생산 공유문제에 있
어서도 의견일치를 보았다.21) 또한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2006년 과거에 탈퇴하
였던 집단안보협력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 재가
입하는 등 ‘친 러시아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신장된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 협력관계의 증진뿐 아

20) Andrei Tsygankov, “New Challenges for Putin’s Foreign Policy,” Orbis, (Winter.
2006), pp. 157-158.
21) 정은숙, “중앙아시아 미군기지의 문제: 함의와 전망,” 정세와 정책, 9월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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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최근 들어서는 군사적 교류 확대로까지 협력의 범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협력 강화정책은 미군의 중앙아시아 장기주둔 가능성
이 제기된 이후 보다 본격화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방안이었다.22) 게
다가, 중국 지도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절대 절명의 경제
적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대외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 국제기구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도 자국의 영향력 강화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23) 특히 1996년 국경문제 관련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하이 5개국 체제’(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와 2001년 6월 우즈베키스탄의 참여이후 확대 개편된 ‘상하이 협력체제’(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영향
력 증대와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에 대처할 지역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
하고 공고히 하려는 열강들의 지정학적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 거대 게
임’의 전개 지역으로 국제관계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전략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2) Akbarzadeh, op. cit., pp. 700-701.
23) Marta Olcott, “Is China A Reliable Stakeholder in Central Asia?,” Briefing Report,
(Moscow: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6),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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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
카자흐스탄공화국은 1990년 10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자치권 확대를
승인받을 목적을 가지고 공화국의 주권을 선포했으며, 1991년 12월 16일에는 소
연방 구성공화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국가독립을 선언하였던 연방공화국이었
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신생 주권국가로 국제무대에 등
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2. 카자흐스탄 지도

[그림-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영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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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에 해당하는 영토대국이자, 15개 탈 소비에
트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연방 다음으로 큰 국토면적(272만 4,900㎡)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급부상하여 21세
기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카스피 해(Caspian Sea)에 대한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가
운데 하나로도 유명하다.
카자흐스탄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과거 카자흐스탄 공산당 제1서기를 역임했던
나자르바예프(Nazarbaeyev)인데, 그는 1990년 4월 24일 카자흐스탄 최고회의
(Supreme Soviet)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나자르바예프는 1991년 12월 1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권좌를 확
고하게 유지한 채, 장기집권 중인 상황이다. 비록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권위주의
적 성향의 지도자라는 비판을 종종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카자흐스탄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변함없
는 신망을 받고 있다.
독립이후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국정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는 자국의 실질적인 국가이
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안의 마련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노선
으로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를 전면에 내세웠다. 상기 발전노선은 유럽과 아
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반영한 국가
발전방향이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실용주의적 성격의 균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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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것이 카자흐스탄 국가발전전
략의 핵심적 목표였다. 카자흐스탄 지도부가 주창하는 유라시아주의의 주요한 특
징 가운데 하나는 세부적인 국가발전모델의 수립과 추진 시에 아시아적 가치
(Asian Values)와 전통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25) 여기서 아시아적 가치
와 전통이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우위를 적
극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이나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 등이 아시아적 가치의 대표적 구현사례인 셈이다.26)
1. 카자흐스탄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과 성격
독립 초기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신생 주권국가들처
럼, 자국의 주권보장과 안보확립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외교정책방향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국가형성과정에서 자국의 영토적 안정을 유지
하면서 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얻어야만 했기에 그렇다. 이
러한 맥락에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과 접하고 있는
남부 국경지대에서의 안정성 확보, 국제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로부터 회
원국 자격 획득, 주변 국가들과 선린우호 관계수립 등에 자국 대외정책의 핵심목표

24) Sally N. Cummings, “Eurasian Bridge or Murky Water between East and West?
Ideas, Identity and Output in Kazakhstan’s Foreign Policy,” Post-Communist
Foreign Policies, Vol. 19, N. 3 (September 2003), p. 139.
25) Bruce J. Perlman & Gregory Gleason, “Cultural Determinism versus Administrative
Logic: Asian Values and Administrative Reform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30, No. 12-14 (2007), p.
1332.
26) Ibid., pp. 133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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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27)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주의’라는 대의명제를 내걸고 일종의 균형외
교정책을 추진해 왔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함과 동시에, 서방세계와의 관계구축작업에도 지
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다층적인 대외협력관계를 시의 적
절하게 활용하면서 자국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실용주의 외교정책 노선을
추구한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균형외교는 안전보장의 확립과 경제
발전 문제를 상호 연계시켰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었다.28) 독립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확립하
기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안보협력기구들인 집단안보조약(CST)과 상
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공동 대응능력의 강화라는 외교노선을 견지해 왔을 뿐
아니라, 서방세계를 대표하는 NATO 주도의 협력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었던 국가였다.29) 또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경제권
구성방안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 왔으며, 서방의 선진 경제대국들과의 경제
협력 모색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국가였다.
역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들과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
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독립이후에도 지리적인 위치와 인구학적 구성상 러시아와

27) http://www.photius.com/countries/kazakhstan/government/kazakhstan_government_
foreign_policy.html(검색일: 2009년 10월 25일).
28) Gregory Gleason, “Foreign Policy and Domestic Reform in Central Asia,” Central
Asia Survey, Vol. 20, No. 2 (2001), p. 171.
29) Doulatbek Khidirbekughli, “U.S. Geostrategy in Central Asia: A Kazakh Perspective,”
Comparative Strategy, Vol. 22, No. 2 (2003)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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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차원의 협력관계 구축여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의 현안과제로 등장하게 되
었다.30) 이는 본질상 양국 사이에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사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 역
시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면서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와 대
략 9,000km에 달하는 국경선의 공유, 카자흐스탄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하는
러시아계 주민의 존재, 러시아를 경유하는 카자흐스탄 에너지 자원의 대외 수송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독
립국가로서 자국의 주권과 위상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한다는 대 원칙아래, 경제협
력과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성격의 외교정책을 구사하면서 러시아
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런 이유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지
도부는 상호간 밀접한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목적을 가지고 독립이후 매년 수
차례에 걸친 공식 혹은 비공식 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외적인 관점에서, 카자흐스탄은 서방국가(미국과 유럽연합 등)들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중국 및 터키 등)과의 관계개선에도 적지 않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
였다. 특히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위해 1992년 핵
보유국가로는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자진해서 폐기함과 동시에, 핵실험 장소까
지도 폐쇄시켜버렸다.31)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
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큰 지지와 호응을 얻게 되었다. 핵무기 자진폐기를 통
해 형성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있어

30) Pinar Ipek, “The Role of Oil and Gas in Kazakhstan’s Foreign Policy: Looking
East or West?,” Europe-Asia Studies, Vol. 59, No. 7, November (2007), p. 1180.
31) 이홍섭,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 전방위 외교정책의 모색,” 슬라브연구, 제23권, 2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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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
는 9ㆍ11사태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카스피 해 연안지
역의 안정화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미국과도 군사 분야에
서의 상호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카자흐스탄은 이라크에
평화 유지군 파병, 2001년 12월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기에 대한 자국 영공의 통
과 허용,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 등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협력 작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 정부도 1990년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국제관계의 지각변동, 즉
러시아의 급격한 국제정치적 위상과 영향력 약화현상을 목도하면서 과거 소련의
배타적 세력권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의 기회와 영향력 확산의 가능
성을 모색하였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영토적 주권과 독립성 유지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들과의 관계개선작업에 중앙아시아 전략의 기본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32) 특히 1990년대 하반기부터 미국 지도부는 중앙아시아 지
역에서 정치적 교두보 확보와 경제적 국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협
력관계 구축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33)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카
자흐스탄의 경우, 개방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정치적 안정
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 대단히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바로 이점에 착목하여 미국은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내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하면서 양자관계의 발전문제를 자국의 중요한 정책적 현안으
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에너지
32) Michael Rywkin, “Russia and the Near Abroad under Putin,” America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25, No. 3-12 (2003), p. 8.
33)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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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광물자원 확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확보, 지역 분쟁 및 갈등 예
방,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방지 등에 중앙아시아 대외전략의 우선순위를 두
고 있었다.34) 9ㆍ11사태 발생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우
고 보다 본격적인 중앙아시아 진출을 시도하였다.
최근 들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작업에도 지대한 관심
을 표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양국은 카자흐스탄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공동
개발과 교역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인 강조
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05년 12월 카자흐스탄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송유관이 연
결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새로운 안정적 공급원을 확
보하게 되었고,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수출경로의 다변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었다.35)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활용하여 중앙아시
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중국과 안보적 측면의 협력관계를 공고
하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자국의 발전하는 경제력과 국제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21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려는 야심찬 국정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 방위적 차원에서 실용주의적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36)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가들인 러시아와
서방세계 이외에도,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과의 관계발전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향후 카자흐스탄이 상기 지

34) http: //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dffiles/pub758.pdf(검색일: 2009년 10월
30일).
35) Paramonov, op. cit., p. 17.
36) Cummings, op. cit., pp.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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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정치적 안정화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상기 지역을 통한 에너지 수송로의 다
변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밖에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시킬 계획아래 1993년
부터 아시아 상호 관계와 신뢰 구축 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in Asia; CICA)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
적인 예로서 카자흐스탄은 2002년 1차 정상회의 및 2006년 2차 상기 정상회의의
주최국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세계 종교와 문명 간의 갈등해소와 이해
진작을 위해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를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
최했다. CICA와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는 사실상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의 대외
홍보를 위해 주도하는 국제회의인 셈이다.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위상 제
고 노력은 2006년 푸틴대통령의 뒤를 이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CIS 의장직 취
임이나 유럽 안보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
OSCE) 의장직 수임 노력에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2. 카자흐스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성격
카자흐스탄은 경제발전의 잠재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포스트소비
에트 국가들 중 하나였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발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풍부한 에너지 자원, 다양한 광물
자원, 농업에 필요한 거대하고 비옥한 토지 등이 카자흐스탄의 국가경쟁력을 구성
하는 핵심 요인들이었다.
그렇지만, 독립이후 카자흐스탄도 다른 탈 소비에트 국가들처럼 경제정책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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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74년 동안 유지되었
던 계획경제체제가 파기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새로운 경제발전노선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독립이후 체제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적 운용능력을 상당정도 약화시켜버렸다. 이러한 경
제적 혼란을 극복할 목적아래 카자흐스탄 지도부도 새로운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힘
입어서 카자흐스탄은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 초기 다
른 탈 소비에트 국가들과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소
련의 국제법적 계승국가였던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지지함과
동시에, 소련시절처럼 공동의 무역과 화폐 체제의 존속을 기대했다.37) 소비에트
연방을 지탱해 주었던 중앙 계획경제체제의 붕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개연성이 컸기에 그랬다. 결과적으로 소련식 분업체계의 붕
괴와 독점시장의 상실은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급효과
를 초래함으로써 주요 산업 생산품들의 수요와 생산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켰다.38)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가 식량 및 원료생산에 집중되어있었던 반면, 다른 생산품

37) 이와 같이 소연방 붕괴 전후시기에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 공화국들은 소연방의 존
속을 지지했으며, 발트 해 국가들과는 달리 독립국 건설을 향한 준비가 가장 미진했던 국가들이었
다. Michael Rywkin, “Central Asia in the Forefront of Attention,” America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24 No. 35-42 (2002), p. 36.
38) Imangali Tasmagambetov, “Kazakhstan: From a Strategy of Survival to a Strategy
of Prosperity,”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26, No. 33-38 (200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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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 여타 탈 소비에트 공화국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9) 게다가,
1990년대 전반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러시아연방의 급속한 이탈현상이 발생
함으로써 경제정책 방향정립에 있어서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은 당초에 기대했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
태에서 과거의 소련이나 혹은 현재의 러시아가 아닌, 새로운 경제협력의 동반자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독립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개혁정책들, 즉 가격 자유화와 주요 산업기
업들의 민영화 조치는 카자흐스탄 체제전환전략의 핵심적인 기조들이었다. 1990년
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충격요법을 채택했던 러시아의 선례를 따라
경제 분야의 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갔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
너지와 광물 분야의 전략 자산들까지도 지분매각을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 자원 수출 루트의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했다. 1996년 12월 카자흐스
탄 지도부는 1카스피 해 파이프라인 콘소시움(Caspian Pipeline Consortium) 협정
에 서명했으며, 1998년에는 인접국가인 중국과 여타 서방국가들과 새로운 송유관
건설을 위한 기술적 및 경제적 계획입안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카자흐
스탄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40)
하지만, 표3에서 나타나듯이, 1990년대 동안 진행되었던 카자흐스탄의 체제전
환 시도는 경기하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전반적
39) 김영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슬라브연구, 제25권,
1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p. 115.
40) Paramonov, op. cit.,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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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심각한 경기침체와 국내 총생산의 하락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저조한 경제실
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잠재력 발전역량(초기의 높은 소
득과 인적자원, 풍부한 에너지 자원 등)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충격
과 하이퍼인플레이션, 숙련된 기술자들의 대거 이민 등은 막대한 산출량의 축소를
가져왔던 주요한 원인들이었다.41)

표-3. 1900년대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5.3

-9.2

-12.6

-8.2

0.5

1.7

-1.9

2.7

1892.0 176.3

39.1

17.4

7.1

8.3

7.6

6.5

13.1

13.5

1,381.0 1,662.3
0.4

0.5

8.0

10.1

자료: EBRD(http: //www.ebrd.com/about/index.htm)

1990년 말부터 카자흐스탄은 경제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크
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먼저, 대내적인 측면으로, 1998
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심각한 경기후퇴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큰 폭의 평가절
하를 단행함으로써 경제흐름을 바꾸는데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둘째, 대외적
으로는 1990년대 후반기 신흥 공업 국가들에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
라, 국제 원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당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에
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부터 카스피 해 원유 개발 등 중앙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도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 이유로 카
스피 해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에너지 자원수출 국가
41) 김영진, op. cit.,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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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카자흐스탄의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
다. 이러한 우호적인 상황전개 속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포함하는
에너지 수출 노선을 보다 다원화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발발이
전까지 카자흐스탄은 연 평균 10%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42)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획기적인 경제발전은 원유, 가스, 우라늄 등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속
한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다.

표-4. 2000년대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성장률(%)

9.8

13.5

9.8

9.3

9.6

9.7

10.7

8.5

3.2

인플레이션(%)

13.3

8.4

5.9

6.4

6.9

7.6

8.6

10.8

17.2

실업률(%)

12.8

10.4

9.3

8.8

8.4

8.1

7.8

7.3

-

자료: EBRD(http: //www.ebrd.com/about/index.htm) & (http: //www.economywatch.com/economicstatistics/country/Kazakhstan)

21세기 들어서 카자흐스탄은 서방세계 혹은 주변 국가들(특히 러시아와 중국)과
실질적인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에너지 및 지하
자원 개발에도 더욱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카자흐스탄 정
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과 4개국 단일 경제권 구축을 모색하고 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등을

42) http: //en.wikipedia.org/wiki/Kazakhstan#Economy(검색일: 200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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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CIS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카자흐스탄
은 중국과 에너지 자원 개발과 서부지역 개발사업 분야에서 상호간 경제협력을 추
진하고 있으며, 터키, 파키스탄, 이란 등 이슬람권 국가들과도 이슬람경제협력기구
등을 통해 상호간 경제협력의 중진과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재건사업에도 공동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전 세계를 강타했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대외적 충격
에 상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카자흐스탄에게 심각한 경제적 혼란
을 유발시켰다. 세계시장에서 기업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침체됨에 따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국제 유가 및 광물가격 역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분위기는 카자흐스탄의 원자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화폐의 40-50%에
달하는 평가절하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카자흐스탄도 불가피하게 텡게화에 대한 평
가절하를 단행하게 되었다.43)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수
출 경쟁력 제고, 국내산업 보호, 외환 보유고 유지 등을 목표로 평가절하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2009년 3월 6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한 2009년 연두교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44)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 잠재력을 키우고 산업 다변화의 기초를 세운다.
추가적인 경제 활성화 조치로 경제 현대화 및 고용창출 전략을 실시한다.

43) http: //english.exportal.or.kr/nation/101092/stamp/101092_20_12681.pdf(검색일: 2009
년 10월 25일).
44) http: //www.kazakhstan.at/pp.htm(검색일: 200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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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산업의 발전계획을 실행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구조 혹은 외
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에너지 산업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 경제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
하게 되었다. 2015년까지 ‘산업혁신전략’을 추진하여 에너지 산업의 발전뿐 아니
라, 석유화학, IT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차세대 성장 동력의 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을 천명하였다.45) 이러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산
업 다각화 조치의 성공여부가 사실상 카자흐스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Ⅳ.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소비에트 제국의 붕괴 직전 시기였던 1991년 3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다
수 우즈베키스탄 주민들은 소연방 체제의 존속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시
하였다.46) 그러나 1991년 8월 보수파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되자, 1991
년 8월 31일 우즈베키스탄 최고회의가 공화국의 주권과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독립국가로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했다.

45) http: //www.increast.eu/en/678.php(검색일: 2009년 9월 30일).
46) Rywkin, op. cit.,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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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지도를 통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듯이, 지리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가로서 카자흐스탄, 투르
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영토
적인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6위, 15개 탈 소비에트 공화국들 가운데 5
위에 해당하는 국토면적(44만 7,400㎡)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우즈베키
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약 2,700만 명) 수와 찬란한 역
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지도 국가이며, 실크로드
의 중심지라고 명명될 만큼 내륙교통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베
키스탄의 경우 대륙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관계로 해상 교통로가 부재하다는 것
이 하나의 중요한 문제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철권 통치자로 널리 알려진 카리모프(Karimov)는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제1서기 출신으로, 1990년 4월 21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
출된 이후 현재까지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최근까지 서
방세계의 지도자들이 독재, 인권탄압, 언론탄압, 선거부정 등의 이유를 들어 카리
모프 정권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을 가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서방의 비난에 맞서
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국가주도의 경제회복을 통해 자신의 정권안정을 도모해 나
가고 있는 상황이다.
독립이후 우즈베키스탄 지도부에게도 자국의 발전노선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국익개념을 바탕으로 신생국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해야 했던 것이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행로’(Uzbek’s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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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우즈베키스탄 지도

를 제시하였다.47) 상기 발전노선은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유일성
을 특히 강조한 정책방안이었다. 카리모프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우즈베키스탄을
건설하여 과거의 영광과 전통을 복원하려는 국가전략방안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외교안보노선 및 경제정

47) Perlman & Gleason, op. cit., p.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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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향을 모색해 나갔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목표를 설정해 두었다.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주의 국가전략과 마찬가
지로, 우즈베키스탄 발전노선의 주요한 특징 역시 개인보다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
과 지도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전통에 대한 강조에 있었다.48)
그런 연유로 카리모프 대통령은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발독재 형
태의 국가발전모델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국가주도의 경제개
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과 성격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신생주권국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였던 우즈베키스탄
지도부 역시 자국의 주권체제와 안전보장 확립, 국제무대에서 독립국가로서 승인
획득 여부에 가장 큰 관심사를 두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이후 주권국
가를 건설해 가는 과정(특히 1991~98년)에서 암묵적으로 ‘탈러시아’라는 기치를
내세운 채, 상당히 독자적인 성격의 외교정책 노선을 모색해 나갔다. 당시 우즈베
키스탄 정부의 핵심적인 대외정책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49)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러시아로부터의 의존과 종속성을 탈피하여 모스크바에
대해 최대한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한다.
국가안보와 영토적 단일성을 위협하는 이슬람 급진주의의 세력의 창궐을 예방

48) Ibid., pp. 1332-1334.
49) http: //mfa.uz/eng/inter_cooper/foreign_policy/(검색일: 2009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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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유리한 국내외 환경을 조성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지도국가의 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독립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주권국가로서
의 독자적 위상 확립과 정국의 안정을 위한 우호적인 대내외적 환경조성작업에 정
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물론 1992년 5월 우즈베키스탄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도
모할 목적아래 러시아 주도의 군사안보 협력기구였던 집단안보조약에 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독립직후 국가건설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전술적 선택
이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주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 불안정한 상태
에 놓여 있었던 국경선 획정, 러시아의 경제적 혼란과 국제적 영향력 하락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노선을 추
구할 수 있게 되었다.50)
그러한 외교안보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1995년 우즈베키스탄은 나토 주도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Partnership Program for Peace)에 참여하기로 결
정했을 뿐 아니라, 나토와의 안보협정에도 서명하였다.51) 그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의 세력권으로부터 이탈을 통한 독자성 강화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1995년 중앙아시아 역내교
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4개 국가들(벨로루시, 카자흐스
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간의 관세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우즈베

50) 강봉구, “우즈베키스탄 대외정책의 노선 전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슬라브학보, 제22권,
1호 (서울: 한국슬라브학회, 2007), p. 115.p. 60.
51) 그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안디잔 사태로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나토와의 협력 작업을 진
행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시오. http: //www.nato.int/issues/natouzbekistan/index.html(검색일: 200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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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탄에 주둔하고 있었던 러시아 군의 대다수를 철수시켜 버렸다.52) 게다가, 우
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 규모(약 6만 명)의 자체 군대를 창설
함으로써 독립적인 방위태세를 구축함과 동시에,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홀로서기를
감행하였다.53)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독자적 외교노선은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정립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특히 이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 선점
을 놓고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었던 카자흐스탄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방
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의 나자
르바예프 대통령으로부터 ‘유라시아 연합체’(Eurasian Union) 건설 방안에 대한
협력제안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천명하였다. 이는 카자흐스탄
과의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묘한 경쟁의식,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 가능성, 우즈베키스탄의 독자성 감소 우려 등이 그 본질적인 이유로 작용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외교정책노선은 1997년 발간되었던 “21세기 문
턱에 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저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다. 카리모프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신생주권국 우즈베키스탄의 현실과 도전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외관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원칙을
아래와 같이 천명하였다.54)

52) 강봉구, op. cit., p. 61.
53) Roland Dannreuther, “Can Russia Sustain Its Dominance in Central Asia?,” Security
Dialogue, Vol. 32 No. 2 (2001), p. 248.
54) 이슬람 카리모프, 21세기 문턱에 선 우즈베키스탄(서울: 21세기 북스, 1999),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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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을 증진한다.
호혜 평등과 타국 내정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이념적 편향성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국제법 우선주의를 따른다.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해 대외관계를 증진시켜 나간다.

상기의 5가지 핵심 원칙들에서 분명하게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
탄 정부 역시 탈냉전 시기에 형성된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들을 감안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대외관계의 기본 원칙들을 주로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도 당연히 자국의 주권확립과 안전보장, 정치적 안정과 경제
적 발전과제를 최우선적인 국가이익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외정책의 핵
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실용주의적인 성격의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은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들과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정치적 지원세력을 확보하고 경제
적 후원을 기대하면서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던 국가였
다. 그러나 1990년대 동안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혹은 협조노력이 부족했
던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은 친 서방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해
낼 수 없었다.
1998년 미 상원이 안보 지원 법안(Security Assistance Act)을 가결하고 실크로
드 전략 법안(Silk Road Strategy Act)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중앙
아시아 전략에 대한 중대한 입장변화가 발생하였다.55)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55) 강봉구, op. cit.,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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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평가하였고 이전 시기와는 달리 본격적인 개입전략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자
원의 보고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안보 전략적 거점지대로 간주하였다.56) 그 결과
1990년대 말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친 서방 정책 역시 한층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199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서방의 정치
적 및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대표적인 반러시아 성향
의 국제기구였던 구암(GUUAM)에 가입했다. 또한 2000년 11월에는 급진 이슬람
주의와 테러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이
되기로 결정을 내렸다. 비록 상하이협력기구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지배적
으로 작용하는 지역안보기구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의 지배
적 지위가 중국을 통해 견제되고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2001년 9ㆍ11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지각변
동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미국 측에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면서,
관계개선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영토 안에 미군기지의 건설을
허용하는 등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수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2002년 3월에
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에도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57)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미국 측에 군사적 제반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슬람 국가였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의 전략적 대미 접근정책은
본질상 자국 내 주요한 정치적 불안전성 요인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근본주
의 세력의 확산 예방, 러시아와 중국의 역내 진출 견제 장치, 경제적 원조 확보 차

56) Khidirbekughli, op. cit., p. 159.
57) http://www.cacianalyst.org/?q=node/630(검색일: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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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전략적 우호관계는 오래 동안 지속될 수 있
는 사안이 아니었다. 양국 사이에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문제, 경제개혁정책을 둘러
싼 이견이 비화됨에 따라, 미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갈
등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와 함께, 그루지야의 장미 혁명, 키르기스스탄의 레몬 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등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색깔혁명(Color Revolution)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카리모프 대통령의 심기를 대단
히 불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부시 행정부 2기에 본격화 되었던 민주주의 확산
과 정권교체 전략에 대한 반감과 2005년 5월 안디잔(Andijan) 사태에 대한 서방세
계의 격렬한 비난이 제기된 이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존의 외교정책노선을
급선회하게 되었다.58) 카리모프 정권은 서방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정부전복을 기도
하고 있다고 비난을 가하면서 반미 움직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5년 7월 상하
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중국 정상들과 한 목소리로 중
앙아시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으며, 2005년 11월 자국 내 하나바드
(Khanavad) 미 공군기지를 전격 폐쇄해 버렸다.59)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안보확립과 정권유지 차
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다. 우즈
베키스탄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증진문제에 있어서
러시아 측의 지원과 도움을 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6월 타쉬켄트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58) Andrei Kazantsev, “Russian Policy in Central Asia and the Caspian Sea Region,”
Europe-Asia Studies, Vol. 60, No. 6 (August. 2008), pp. 1076-1078.
59) http: //www.rferl.org/content/article/1061735.html(검색일: 200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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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고 있는 지역통합기구들(SCO, CSTO, EurAsEc 등)에 가입해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갔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년 11월 푸틴 대통령과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자원개발 분야에
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60)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중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작업도 상당히 중요한 대외정책
과제들 중 하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안보와 경제협력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
추고 있었다. 안보적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상하이협력기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를 구축하여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
함과 동시에,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과 중국으로부터 외자유치, 양국 간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강조점을 두었다. 2004년 6월 양국 정상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 선언,
2005년 5월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협정 체결, 2005년 5월 6억 달러 규모의 우즈
베키스탄 에너지 개발 사업 합의 등을 통해 양국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
성되었다.61)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 관계협력을 위한 제반방안을 모색
하면서 주권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정체성 확립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
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노력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유
대관계 구축과 경제적 지원 확보와 더불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60) 정은숙, op. cit., p. 10.
61) http: //www.mfa.gov.cn/ce/ceee/eng/dtxw/t197954.htm(검색일: 200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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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성격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의 잠재력 측면에서 볼 때, 신생주권국 우즈베키스탄은 카
자흐스탄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탈 소비에트 국가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중앙아시아 지역의 최대 소비시장이자, 중앙아
시아 전 지역을 연결해 주는 내륙운송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
은 인구 수,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상당한 수
준의 농업 생산력 등 독립국가로서 실질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잠재적 역량을 보
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독립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다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회경제적 혼란과 시행착
오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소련 계획경제체제의 붕괴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와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사실에
근본적인 동인이 있었다. 자국의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아래 우즈베키
스탄 지도부는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경제정책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독특한 성격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갔다.62) 예를 들자면, 독립직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시장개혁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카리모프 대통령은 자국의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핵심 부문과 기간

62) 카라모프 정부는 보수적인 성격의 체제이행과 에너지 및 식량생산의 자급자족체제 구축을 강조하
였다. Gleason, op. cit., pp. 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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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중앙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63) 우즈베키스탄의 경
우, 경제적 독립성을 가장 강조하면서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에 더 큰 우선순위
를 두는 발전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낙후된 금융 시스템, 부실한 제조
업 기반, 관료주의의 만연,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개혁정책의 시행, 열악한 투자환
경에 따른 외자유치의 어려움, 지속적인 경기침체,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 등은 우
즈베키스탄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우
즈베키스탄은 현재까지도 자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생 주권국 우즈베키스탄의 국정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던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직후 국가건설과정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대외무역 자유화 등 급진적인 성
격의 시장개혁정책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정
책을 더욱 선호하였을 뿐 아니라, 점진적인 성격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을 추구하
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현실상황을 적극 반
영한 정책적 결과물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자국의 소비재에 대한 높은 수
입 의존도와 인구분포에서 저소득 계층이 차지하는 큰 비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만 했다.64) 따라서 카리모프는 옐친 시기 러시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던 충
격요법 형태의 체제전환전략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상기와 같은 급진
적인 경제개혁정책은 우즈베키스탄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개연성이 큰 사안이었다. 그런 이유로 카리모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유지와 사
회적 불안요소의 예방에 최우선적인 강조점을 두면서 국가주도형 경제개발모델을
63)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역설: 체제전환전략, 정책모델, 그리고 경제실적,” 한양대 아태지역연구
센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년 10월 17일), p. 95.
64) Ibid., p. 95.

91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소연방 시절부터 식량의 공급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연방공화국이었다는 점이다. 독립이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농
업 부문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던데 비해,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
여 있었다. 그런 이유로 신생주권국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재
정적 기반을 확립하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통한 제조
업의 발전을 모색하였다.65)

표-5. 190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DP 성장률(%)

-11.1

-2.3

-5.2

-0.9

1.7

5.2

4.3

4.3

인플레이션(%)

718.8

1042

1457

249.5

54.0

58.8

17.9

29.1

실업률(%)

-

-

-

-

-

-

-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http: //www.stat.uz/)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은 국가형성과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들로 인해 독립 이후 5년 동안 걸쳐서 대규모 경제 축소를 경험하게 되
었다. 그러나 1996년을 기점으로 비로소 경제적 침체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었고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플러스
경제성장 이외에도, 물가안정과 재정 적자 축소에 따른 경제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1996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

65) http: //www.koreaexim.go.kr/kr/file/nation/200610_CountryReport_UZB1.pdf(검색일:
200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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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 덕택에 당시 탈 소비에트 국가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경제실적을 거두
었던 국가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농업 생산력과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과 같은 경
제적 기반과 국가주도형 경제관리 체제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했던 체제전환전략의 한계,
즉 폐쇄적인 성격의 점진적 이행전략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가 발생하면
서부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도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우즈베키스탄 지
도부가 러시아 혹은 카자흐스탄의 사례와는 달리 강도 높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별 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대표자들이 1995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보다 강도 높은 경제개혁 프
로그램을 실시하라고 권고했고, 1997년에는 이자율과 환율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시장경제 개혁안을 우즈베키스탄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66)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혁의지 부재로 이러한 제안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면화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산업구조의 상당부분이 면화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즈베키
스탄 정부는 면화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원면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면화산업의 집중현상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 중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생산증대를 추
진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자립을 이룸과 동시에, 에너지 자원 수출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표6에서 잘 나타나듯이, 2000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지속적
인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금, 면화, 석유, 천
연가스 등의 국제시장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과 더불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시장

66) http: //imf.org/external/country/uzb/index.htm(검색일: 200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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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의 송금이 유입된 덕분이었다.67)
표-6. 200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성장률(%)

3.8

4.5

4.2

4.4

7.7

7.1

7.4

9.6

9.0

인플레이션(%)

24.9

27.4

27.6

10.3

3.7

7.8

6.8

6.8

7.8

실업률(%)

-

-

-

-

-

-

-

-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http: //www.stat.uz/)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자국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하기 위해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의 현대화,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 등 3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방향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68) 그
러나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정치, 기득권 세력의 개혁정책에 대한 혐
오와 반감,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 낙후된 투자환경 등이 경제개혁정책의 추진과정
에서 본원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기대했던 만큼의 큰 경제적 성과를 얻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정권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달
성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2006~10년 우즈베키스탄 5
개년 경제발전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상기 정책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
리될 수 있다.69)

67) 김영진, op. cit., p. 104.
68) 강명구, op. cit., pp. 332.
69) Ibid., pp. 3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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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 육성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농업 생산량 증대
운송 부문 현대화
정보 통신망의 현대화

상기에서 제시된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계획의 성패는 사실상 우즈베키스탄 정
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개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 시장개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외국 투자자본의 유
입 가능성 등이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었다. 비록 우즈베
키스탄이 풍부한 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대체적으로 자급자족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 정
책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 작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자본 확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사안이었기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이 선행
되어야만 했다.
[표-6]의 경제지표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대단히 인상적인 사실 가운데 하
나는 탈 소비에트 국가들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이 2008년 하반기 전 세계를 강타했
던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던 국가라는 점이다. 개방화 시기 세계금
융위기의 파급효과는 지구촌의 대다수 국가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파고 속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와는 달리, 2008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9%라는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
록하면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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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대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요 생산물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외부적인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형성과 체제이행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1990년대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해 주었던 핵심 동인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장기적
인 측면에서 볼 때, 우즈베키스탄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전망은 개방경제로의 이
행과 시장경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의 추진 의지여부에 달려 있
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21세기 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이 포스트소비에트 재구성 작업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앙아시아는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을 둘러싼 새로운 지전략
적 각축장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였던
미국, 러시아, 중국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의 국가발전 전략방향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을 둘러싼 국제관계 변동의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사안이었다. 이들 국가의 전략적 선택지가 바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통합전망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인들 가운데 하
나였기 때문이다.
독립이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신생 주권국가로 등장하였던 카자흐스탄과 우
즈베키스탄은 국가건설과 체제전환과정을 포함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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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본질상 자국의 실질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안의 마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노선으로 ‘유라시아
주의’(Eurasianism)를 전면에 내세웠던 반면,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
가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행로’(Uzbek‘s Path)를 제시하였다. 전자
는 실용주의적 성격의 균형정책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
로서의 위상정립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은
급진적인 체제이행을 전제로 하는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화의 대열에 적극
동참하였던 국가였다. 후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전통과 유
일성을 강조한 발전전략이었는데, 독자적인 외교안보노선 및 경제정책방향을 토대
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국가로 부상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정책방안이었다. 경
제적인 관점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의 체제이행을 선호
하면서 다소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비록 약간의 정도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 지도부는 소연방 경제체제의 붕괴로 인해 공통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경험
하였다. 그런 이유로 독립이후 양국 지도부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다각 적인 측면에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양국 지도부의 위기상
황 인식과 그에 대한 극복처방은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자국의 사회 경제
적 특수성의 차이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가발전 전략노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
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발전노선의 중요한 특징이자, 공통점 가운데 하
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와 전통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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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우위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이며,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과 권위주의적 통치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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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본격적인 탈사회주의 변혁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시
점에서 그 변혁의 궤적과 정치적, 경제적 결과는 특정 체제유형으로의 수렴이라기
보다는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중부유럽 국가들(구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 발틱 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 시
장경제로의 변혁 및 국가건설(state building)이라는 탈사회주의 변혁의 세 분야에
서 가장 앞선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에 속하는 국가들은 이들 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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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CIS 국가들 간 변화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EBRD와 World Bank
의 최근 연구 의하면 2007년 현재 동유럽 및 카프카즈, 동남유럽 국가들은 ‘시장
화’와 ‘민주제도의 질’(voice and accountability) 양 측면에서 공히 2002년보다 앞
서고 있으나,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중부유럽 및 발틱 국가들의 경우에는 시장화의
측면에서는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제도의 질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보
이고 있다.
주목을 요하는 현상 중의 하나는 CIS 국가들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치적
‘권위주의화’(authoritarianism) 현상이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 자원부국에서 정치적 권위주의 현상이 뚜렷하
며,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권위주의가 대두하고 있다. 자원 부존에 관계 없이 이들 권위주의 국가들에 공통적
인 점은 경제개혁의 진전에 있어서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
어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자원과 정치적 권위주의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
는가? 경제자원은 독재정권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의 독재정권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들 독재국가
에서 경제개혁의 낙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경제자원과 독재정권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경제개혁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중앙아시아의 두 독재국가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동아시아의 의사(擬似) 사회주의(pseudo-socialism) 독재국가 북한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들 세 국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CPE:
Centrally Planned Economy)의 요소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의 도입이나 진전에
있어서 여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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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체제의 측면에서도 비교적 공고한 일인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은 상당한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
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천연가스에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의
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대국가(地代國家, rentier state)’이며 우즈베키스탄 역시
에너지자원과 더불어 금, 면화와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준지대국가
(準 地代國家, quasi-rentier state)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자원부국과는 거리가
먼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위기가 만성화되어 있는 경제 빈국에 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건, 특히 자원의 부존 정도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들 국
가들이 유사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을 마
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세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경제개혁의 낙후성과
개혁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에 대한 답
을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독재정권의 개혁저항을 설명하기 위해 주목하는 두
가지 변수는 (1)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성격과 (2) 지배 엘리트들간 정치적 지배
연합(ruling coalition)의 형태이며, 이러한 두 가지 변수의 상이한 조합, 즉 정치적,
경제적 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지대(地代, rent)와 이러한 지대를 전유(專有)하고자
하는 지배연합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서 개혁에 대한 저항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
이 본 연구의 핵심 논지이다.
이와 같은 논지를 밝히기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세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탈사회주의 20년의 정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개혁의 낙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III절에서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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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와 지배연합을 핵심으로 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세 절(IV, V,
VI)에서는 이에 의거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북한의 사례를 분석한
다. VII절에서는 세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이한 개혁저항의 양상을 비교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Ⅱ. 탈사회주의 변혁의 정치경제적 성과 - 권위주의
정권과 경제개혁의 낙후성

지난 20여 년간 탈사회주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그 변혁의 경로와 결과의 다양
성에 주목할 만하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 탈사회주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
제개혁의 진전에 있어서는 크게 세 그룹으로 대별되며, GDP 회복도에 근거한 경
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1]에서 나타나듯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벨라루스와 더불어 경
제개혁의 진전의 측면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으나(2008년도 EBRD 이행지수 각
각 1.44, 2.15, 2.0), 경제회복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선 그룹에 속하고 있다(1989
년 GDP 대비 2008년 GDP 각각 226, 163, 161).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들 중
소련 붕괴에 따른 경제적 쇠퇴(이른바 post-Soviet dip 또는 transition valley)가
상대적으로 가장 경미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회복의 속도에서 가장 빨라서
양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 1989년도의 GDP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림-2]
에서 보듯 경제성장률의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년간 탈사회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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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탈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진전과 경제적 성과 [가로축-2008년 예측 실질
GDP (1989년 GDP=100), 세로축-2008년도 EBRD 이행지수]

자료: EBRD의 이행지수(transition indicator)를 근거로 저자 산출

평균치를 유지해왔고, 투르크메니스탄은 1990년대 말부터 평균성장률을 훨씬 상회
하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또한 정치체제의 유형의 측면에서 탈사회주의 국가들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음 [표-1]과 같은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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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 추이 1989~2008

자료: EBRD, TransitionReport2000,2009.*1989~1996년 기간은 구 소련 및 동구권 25개 국가들의 평균
치이며, 1997-2009년은 구 소련 및 동구권 28개국과 터키, 몽골의 평균치임.

표-1. 탈사회주의 국가 정치체제의 분류
정치체제 유형
공고화된 민주주의
(1.00~2.99)
준공고화된 민주주의
(3.00~3.99)
이행 또는 하이브리드
정권(4.00~4.99)
준공고화된 권위주의 또는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지역
(5.00~5.99)
공고화된 권위주의
(6.00~7.00)

국가
슬로베니아(1.93), 에스토니아(1.93), 라트비아(2.18), 체크공화국(2.18),
폴란드(2.25), 헝가리(2.29), 리투아니아(2.29), 슬로바키아(2.46)
불가리아(3.04), 로마니아(3.36), 크로아티아(3.71), 세르비아(3.79),
몬테네그로(3.79), 알바니아(3.82), 마케도니아(3.86)
보스니아(4.18), 우크라이나(4.39), 그루지아(4.93)
몰도바(5.07), 코소보(5.11), 아르메니아(5.39)
키르기즈스탄(6.04), 러시아(6.11), 타지키스탄(6.14), 아제르바이잔
(6.25), 카자흐스탄(6.32), 벨라루스(6.57), 우즈베키스탄(6.89), 투
르크메니스탄(6.93)

자료: Freedom House, NationsinTransit2009, http: //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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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서 보듯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더불
어 가장 비민주적인 ‘공고화된 권위주의(consolidated authoritarianism)’ 정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점수(Democracy Score)’에서
도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그림-3] 참조).
여타 탈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여
전히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탈사회주
의 권 국가들과 유사한 경제쇠퇴와 침체를 겪었다. 북한의 명목 GNI는 1998년에
1990년 수준의 54%까지 추락했다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1990
그림-3. 민주주의 점수

자료: Freedom House, Nationsin Transit 2009, http: //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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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서 둔화되다가 2006
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선회하였다.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
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탈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경제쇠퇴를 겪었다는
사실은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 요소 이외에도, 소련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권
경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소련 권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의 측
면에서는 북한을 ‘탈사회주의’ 국가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4. 북한의 경제적 성과 - 성장률(%)과 GNI(1990=100)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08.

Freedom House의 ‘최악의 정권(Worst of the Worst)’ 리스트에서도 북한과 투
르크메니스탄은 버마, 리비아와 더불어 2005년~2009년까지 매년 최악의 정권으로
랭크 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을 제외하고 역시 이 그룹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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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와 같은 과거 20여 년간 정치경제적 성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경제개혁의 정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중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이 정치적
민주화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제개혁과 민주화
간의 상관관계에는 이들 국가들의 서유럽에 대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친화성이
라는 요소 이외에도 ‘EU 가입’이라는 요소가 정치경제 개혁의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사회주의 변혁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 국가들에서 시장화와 민주
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없다. 최근 한 연
구기관이 탈사회주의 9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 조사는 이들 국가들이 과거
20년간 이룩한 시장화 및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1991년에 비해서 퇴조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예컨대 헝가리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가 1991년
에 비해서 34%,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24% 퇴조하였고, 러시아에서는 각각
4%, 8%의 퇴조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지지 역조’현상의 저변에는 단순한 개혁
피곤증(reform fatigue) 외에도 과거 20년간 변화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보다는 소
수의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팽
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CIS 국가들의 탈사회주의 변혁에서도 경제개
혁과 민주주의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대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경제개혁의 진
전에 있어서 중간그룹(EBRD 이행지수 2.3~3.3)에 속하는 이들 국가들은 정치체
제의 측면에서도 ‘공고화된 민주주의’와 ‘공고화된 권위주의’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개혁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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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스가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은 경제개혁의 낙후성과
권위주의 정치체제간의 상관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셋째, 그러나 개혁의 진전, 정치체제의 유형 및 경제적 성과 삼자간의 상관관계
에 있어서는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Freedom House가 ‘공고화된 권
위주의’로 분류하고 있는 8개 국가 중 타지키스탄은 비교적 낮은 정도의 경제개혁
과 낮은 경제성과를 보여주는 반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은 중간 정
도의 경제개혁과 성과를,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
라루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개혁이 높은 경제성과와 결합된 양상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개혁에서 가장 앞서 있는 중부 유럽 및 발틱국가들은 경
제회복에 있어서 중간 또는 높은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5. 정치체제의 유형과 경제개혁 - ‘권위주의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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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는 Freedom House가 ‘공고화된 권위주의’로 분류한 8개 국가를 연결
한 ‘권위주의 전선(authoritarian front)’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개혁
의 정도에서는 모두 중간 또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
서는 전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권위주의 전선’ 아래 쪽에는 그
어느 비 권위주의 국가도 분포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경제개혁과 권위주의
정치체제간의 관계를 뚜렷이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8개의 ‘공고화된 권위주
의’ 국가들이 지난 20년간 29개 탈사회주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진행된 경제개혁
의 최저 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이들 국가들과 동일한 척도로,
즉 EBRD의 ‘이행지수’로 개혁의 진전을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경제개혁이나 개방
의 측면에서 이들 8개 국가들 보다 결코 앞서 있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지난 20년에 걸친 탈사회주의 변혁의 경험으로부터 뚜렷이 드러나는 ‘권위주
의 정권’과 ‘경제개혁의 낙후성’간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Ⅲ. 정치지대, 경제지대와 가산연합 -분석의 틀
풍부한 부존 천연자원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정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른바 “자원저주(natural resource curse)”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논의에서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존재가 경제발
전이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많은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특히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같은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정치적 권
위주의화의 근저에 있다는 “탄화수소 권위주의(hydrocarbon-fueled authoritaria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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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또는 “권위주의 오일국가(authoritarian petro-state)”론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 초점은 단순히 부존 천연자원의 정치적, 경제적 파급효
과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자원지대(資源地代, resource rent)가 어떠한 정치연합에 의해서
어떻게 전유되고 분배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개혁의 진전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원저주’ 논의와는 뚜렷이 구
별된다.
1. 자원지대
‘경제지대(經濟地代, economic rent)’란 통상 땅이나 천연자원으로부터 유래되
는 잉여 또는 이윤, 즉 총 수입에서 모든 생산 비용을 차감한 부분을 의미한다. 이
러한 의미에서의 지대는 ‘자연의 선물(free gift of nature)’로서 지대를 파생하는
경제자산, 즉 땅이나 땅 밑에 부존 하는 천연자원의 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
급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고, 또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
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재생산이 가능한 노
동이나 자본 등과 같은 다른 생산요소로부터 파생되는 이윤과는 구분된다.
또한 천연자원과 같이 공급이 자연적으로 고정 또는 제한되어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정 자원의 공급을 제한시킴으로써 인위적인
경제지대를 창출하고 이로부터 배타적인 이득을 올릴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집단이
로비를 통한 국가규제나 간섭으로 특정 재화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경우,
그 집단은 이른바 ‘독점지대(monopoly rent)’라는 형태로 시장경쟁 하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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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익을 훨씬 넘어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대를 전유하게 된다. 이 경우 특
정 집단에 의한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는 곧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수반하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독점지대는 사회전체적으로는 손실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지대란 (1) 천연자원과 같이 공급이 고정된 경제자원으로부터 파생
되는 수익(순수 경제지대) 또는 (2) 정치적인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공급을 제한시킴으로써 창출하는 초과수익 분(정치적 지대추구 행위를 통한 경제
지대)을 지칭한다. 후자 에서 ‘초과 수익 분’이라 함은 물론 임의적 간섭이나 규제
가 없는 경쟁시장 하에서 창출되는 ‘정상 수익(normal profit)’을 초과하는 잉여부
분을 의미한다([그림-6] 참조).
그림-6. 경제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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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경제지대의 개념에서 유추하여 비경제적 자원으로부터 유래하
는 ‘정치지대(政治地代, political rent)’를 (1) ‘비경제적, 특히 정치적 자원에 대한
임의적 독점 또는 통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파생 또는 창출하는 정치적 초과 수
익 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초과 수익 분’이라 함은 ‘해당 비경제적
자원의 본래의 기능에서 초래되는 수익 또는 효용을 넘어서는 잉여부분’을 의미한
다. 예컨대 군부(military)라는 비경제적 자원의 고유 기능은 대내외적인 국방과 안
보이나 이를 독점과 통제를 통해서 ‘특정 정권의 유지’를 위한 강제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군부의 고유 기능, 즉 국방과 안보라는 고유 기능을 넘어서서 정권유
지에 전용됨으로써 파생되는 정치적 수익 또는 정치적 효용 부분을 곧 정치지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그림-7] 참조).
그림-7. 정치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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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지대는 비 경제 자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2) 경제적 자원이라
할지라도 이를 ‘임의적인 독점이나 통제와 비시장적 거래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목
적에 사용할 경우, 해당 경제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정상적인 경제수익(normal
economic profit)을 넘어서는 정치적 초과 수익 분’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서 ‘정상적인 경제적 수익’이란 해당 경제자원이 경쟁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경
제적 수익을 지칭하며, ‘정치적 초과 수익 분’이란 이러한 경제수익을 초과하여 해
당 자원이 산출하는 정치적 수익 또는 효용 부분을 지칭한다. 예컨대 특정 경제자
원에 대한 임의적인 독점이나 통제를 통해서 정상적인 경제수익을 초과하는 수익
을 창출하고 이를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전용할 경우 동 경제자원으로부
터 파생되는 궁극적인 정치적 수익 또는 효용 부분을 정치지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다([그림-7] 참조).
2. 지배연합
천연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순수한 의미의 경제지대나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서 경제자산의 공급을 임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창출해낸 인위적 경제지대,
또는 정치적 자산에서 파생되는 정치지대가 어떠한 정치 또는 사회세력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독점, 전유(專有, appropriate) 또는 배분(distribute)되는가의 여부에 따
라 특정 국가의 지배 정치연합이나 정권의 성격과 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
예컨대 집권 정치엘리트가 소수의 자원 보유세력과 정치적 지배연합을 형성하여
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지대를 전유할 경우, 배타적인 권위주의 정권(exclusionary
authoritarian political regime)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권 하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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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혁의 도입과 추진은 자원 보유세력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의존도’에 크
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이 정치엘리트
와 특정 소수 계층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공유되거나 시장 메커
니즘에 의해서 분배될 경우, 인민주의적(populist)이거나 또는 민주주의적인 “포괄
적 연합(encompassing coalition)”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제개
혁의 도입과 성패는 정치엘리트를 포함한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혁의 승자와 패
자간 동학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막스베버는 전통적 권위(traditional authority) 에 근거한 지배(domination) 또
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통치를 위한 행정조직의 발달의 정도, 그리고 행정조직의 자
율성의 정도를 근거로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그림8] 참조).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전통적 지배양식인 ‘장로제(gerontocracy)’나 ‘가부장제
(patriarchalism)’에서는 지배자는 통치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 발달된 자신의 행정
조직과 관료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장로제의 경우에는 통치권이 원로들(elders)에
게 부여되는 반면, 가부장제에서는 세습규칙에 의거한 적임자에게 부여된다. 그러
나 지배자의 의지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
한 지배형태에서의 통치행위는 피치자의 복종의지(willingness to comply)에 상당
정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들 초보적 지배형태와는 달리 ‘가산제(家産制, patrimonialism)’에서는 지배자
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조직과 특히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행정조직과 힘은
통치의 과정에서 지배자의 개인적 도구로 사용된다. 이 경우 지배자의 권위는 지배
집단 전체의 집단적 권리가 아니라 지배자의 ‘개인적 권리(personal right)’가 되며,
따라서 지배자는 가부장제나 장로제에서의 제약이나 한계를 벗어나서 자신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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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힘(arbitrary power)’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지배자가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여 통치가 주로 지배자의 극단적 임의권
(discretion)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형태를 베버는 ‘술탄제(Sultanism)’로
규정하였다. 반면 지배자가 충원한 행정관료가 자신에게 주어진 공식 직위로부터
파생하는 권력과 경제적 자산을 사적 재산으로 전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배자로
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베버는 ‘영지(領地)형 가산제(estate-type
patrimonialism)’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8. 막스 베버의 전통적 권위에 근거한 상이한 거버넌스의 형태

정치적 지배연합이 최고 정치지도자를 정점으로 주변의 최 측근 가신들과 국가
기구의 공직을 점하고 있는 정치 및 관료집단으로 구성되는 ‘가산연합(家産聯合,
patrimonial coalition)’은 이와 같은 베버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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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통치자는 비교적 잘 발달된 행정 조직을 가지며 자신의 개인적 인맥, 인
적 관계 또는 자신에 대한 충성심에 근거하여 행정관료를 충원하며 이들은 지배자
개인의 ‘가신(家臣)’의 성격을 띠게 된다. 둘째, 국가 자산은 흔히 지도자의 사적
재산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 또한 통치권과 소유권 간
뚜렷한 구분이 없이 양자가 혼재되어 있다. 셋째, 국가 공직과 국가 자산은 지도자
와 지배계층의 사적인 재정 수익 원이 될 뿐 아니라 공직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자산을 수반함으로써 지도자와 그의 행정 스태프 간에 일종의 교환관계가 성립한
다. 즉 전자가 후자에게 공직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수익권을 제공하는 대신 후
자는 전자에게 정치적 충성과 통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관계가 성립하
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배연합은 최고 지도자의 직계가족이나 친지는 물론 지연이나
종족(tribe, clan) 등 지도자의 개인적 연고가 공직배분이나 지배계층 구성의 중요
한 기준이 되며, 지배연합 자체가 거대한 후견 네트워크(patronage networks)를 형
성하게 되고 따라서 연고주의나 정실주의(cronyism or nepotism)가 만연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지배자가 지대에 대한 독점을 통해서 이를 자신의 임의에 따라 관할하고 분배하
는 술탄 형 ‘독점 가산연합(monopolistic patrimonialism)’의 경우에는 지배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정치적, 행정적 가신들의 종속성이 높아지는 반면, 후자가 자신들
의 직위와 지대로부터 파생하는 정치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강화한 영
지 형 ‘과점 가산연합(oligopolistic patrimonialism)’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신들에
대한 지배자의 의존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독점 가산연합의 경우 지배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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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 극대화와 이에 따른 임의적 결정이 개혁의 향방을 가름하는 데 반해서, 과
점 가산연합의 경우에는 개혁의 향방이 자율적인 가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상당 정
도 제약(constrained)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림-9. 지대와 지배연합 - 분석의 틀

[그림-9]는 본 연구의 분석틀, 즉 독재정권의 상이한 개혁저항을 초래하는 논리
적 인과관계를 적시하고 있다. 자원의 형태에 따라서 상이한 지대가 파생되며, 이
러한 지대를 상이한 정치적 지배연합이 전유, 분배하는 양식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는 경제개혁 또는 개혁저항의 양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Ⅳ. 경제지대와 독점 가산연합 -투르크메니스탄
풍부한 천연자원이 생성하는 경제지대나 자원지대에 재정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국가는 “지대국가(rentier state)”로 개념화되고 있다.지대국가는 통상 “해
외로부터 유래하는 상당한 양의 경제적 지대를 정규적으로 받는 국가”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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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블라위(Hazem Beblawi)는 지대국가의 본질적 특징으로서 첫째, 경제지대가 국
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배적이며 둘째, 지대 수익의 근원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이고 셋째, 정부가 해외로부터 생성되는 이러한 지대의 직접적인 주 수납 자이
며, 마지막으로 지대 생성 과정에는 소수만이 참여하고 국민 대다수는 분배와 소비
에만 연루된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대국가는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통상 40% 이상)을
해외로부터 유래하는 지대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현저히 낮고 따라서 사회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지대국가에
서는 징세를 위주로 하는 행정 조직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게 되며 국가
의 추출능력(extractive capacity)보다는 분배능력(allocative capacity)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지대국가의 특징은 전쟁수행과 이에 따른 징세의 필요성이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유럽의 경우와 좋은 대조가 된다.국내 세수에 대
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세수의 근원이 되는 국내 경제의 발전과 성장이 재정수입
의 확대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국내 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곧
정치지도자나 국가의 입장에서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낮으며 이
에 따라 경제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역시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대국가는 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격리되어(insulate) 있으며,
특히 자원지대의 흐름과 근원을 국가가 충분히 통제하고 있는 한 특정 사회세력을
정치적 지배연합의 파트너로 삼을 필요성도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대국
가의 정치연합 형태는 통상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측근 가신과 국가기구 및 공
직을 점유하고 있는 관료집단에 국한되며, 이들 국가기구를 점하고 있는 집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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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개인적 관계와 연고에 근거하여 충원되는 전근대적 양상을 보인다.
석유 및 가스가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2]와 같
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구 소련 권 국가 중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아제르바이잔
과 더불어 전형적인 지대국가의 범주에 속한다.
표-2. 석유 가스 수출을 통한 수익(2006년)
석유 수출 수익
(10억불)

가스 수출 수익
(10억불)

GDP
(10억불)

석유 가스의 GDP
비중 (%)

카자흐스탄

18.3

1.0

76.8

25.16

투르크메니스탄

1.5

3.4

7.5

64.43

우즈베키스탄

-0.5

0.4

13.1

-0.92

자료: ICG, “Central Asia’s Energy Risks,” p. 20에서 재인용.

세계 6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2004~2008년 기간 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연 평균 65억 달러 이상을 벌어 들였으며, 이는 같은 기
간 동안 투르크메니스탄 총 재화수출의 81~93% 이상, 전체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면화 역시 총수출의 약 4~5%를 차지하면서 GDP의 약 ¼
과 투르크메니스탄 노동력의 반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벌어 들인 외화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991년 대
통령에 당선된 이래 2006년 12월 사망하기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15년간 통치한
종신대통령 사파르무랏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의 개인적 관할 하에 놓였
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재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CIA에 의하면
2006년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예산은 약 18억 달러이며 이중 전통적 국가 재원인
세금을 통한 수입은 약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석유 가스를 비롯한 지대 성격의
수입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2]에서 보듯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가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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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익이 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면 결국 이들 수익 중 상당 부분(약 35억 달
러)이 정부예산 이외의 용처에 사용되었거나 예산외 계정에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10.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가스 수출의 비중

자료: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09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urkmenistan,” IMF
Public Information Notice No. 09/107 (August 14, 2009).

국제 NGO인 Global Witness에 의하면,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출 수익
의 50%와 석유 및 면화 수출 수익의 30%가 해외에 계좌를 두고 운용되고 있는
예산외 펀드인 외환기금(Foreign Exchange Reserve Fund)으로 입금되고, 천연가
스 수입의 25%는 석유가스발전기금(Oil and Gas Development Fund)으로 입금되
고 있다.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수익은 독일 도이치뱅크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중
앙은행 계좌로 일단 입금되었다가 여기에서 상기의 예산외 기금으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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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itness의 추산에 의하면 니야조프의 통제하에 해외에 유치되고 있는 돈은
30억 달러가 넘으며, 그 중 20억 달러는 도이치뱅크에 계좌를 두고 있는 외환기금
에 예치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들 예산외 펀드의 규모나 운영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으며 니야조프 자신이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돈이 곧 니야조프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의 주 재원이 되었음은 물론, 니야조프
와 그의 가산연합에 의해서 전유되었음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지출의 약 75%가 정부예산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석유가스
수출로부터 파생하는 경제지대의 방만한 사용을 방증하는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성(Ministry of Oil and Gas)이 국영 석유 및 가스회사
(Turkmanneft와 Turkmengaz)를 통해서 석유, 가스 부문을 독점적으로 관할, 통제
하고 있으며, 면화 부문 역시 마케팅과 판매, 유통을 주관하는 농업성(Ministry of
Agriculture) 관할 하에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면화섹터에서는 국가가
국영회사(Turkmenpagta)를 통해서 낮은 수매가격으로 면화를 독점 전매하고 하고,
이렇게 전매한 면화를 높은 국제시장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외화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2004~05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약 20만 톤의 면사를 생산했으며, 이 중 12
만~16만 톤은 국내산업용으로 소모하고 6만 톤의 수익 분은 역시 예산 외 기금
(Presidential Fund)으로 귀속되었다. 이는 곧 석유 가스 수익과 마찬가지로 면화
수출 수익의 일부가 니야조프의 관할 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야조프는 이렇듯 석유 가스 수출에서 파생하는 막대한 경제지대를 기반으로
자신을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 ‘전 투르크멘인의 지도자’라는 의미)’로 우상
화하면서 국가 전체를 자신의 사적 봉토화했다. [그림-2]에서 보듯 국제시장의 에
너지가 가 폭등에 힘입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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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를 훨씬 웃도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투르크메니스
탄 국민들은 최소한의 복리 이외에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심각하게 통제된 채 정보의 접근이나 교육의 기회
조차도 제약을 받아 왔다.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 대통령 하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적 지배연
합은 대통령실(Presidential Administration)과 대통령경호실(Presidential Guards),
국가안보부(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소련 KGB의 후신), 국방부, 내무성 및
그림-11.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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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수비대 등 일련의 권력기관들, 그리고 석유 가스부문을 관장하는 부서(석유 가
스 산업 책임 부총리직과 석유가스성)들의 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대통령실 실장인 사파로프(Rejep Saparov)는 2005년 해임되어 횡령죄로
투옥되기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8년간 대통령실장 직을 수행
했으며 1992년부터 대외경제은행 총재, 석유개발기금 장을 역임하면서 명실공히
니야조프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경호실장 레제포프(Akmurad
Rejepov) 역시 니야조프의 충실한 가신으로서 자신의 측근들을 국방부, 국가안보
부 등의 이른바 권력기구들에 앉힘으로써 이들 기관들을 관할하였다. 또한 대통령실
의 세 명의 러시아 계 보좌관 자단(Alexander Zhadan), 움노프(Vladimir Umnov),
흐라모프(Viktor Khramov) 역시 니야조프 사후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핵심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단은 니야조프의 비자금 관리, 움노프는 인사정책,
그리고 흐라모프는 선전 및 이데올로기, 특히 니야조프의 개인우상화 정책을 담당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야조프 대통령의 지배연합에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실이 기관간 권력 균
형을 이루다가 2005년 7월 대통령실장 사파로프가 해임된 이후로는 경호실장 레제포
프가 가장 강력한 실세로 부상하였으며, 그와 그의 측근들이 여타의 권력기관을 관리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실세그룹에는 마멧겔디에프(Agageldi Mammetgeldyev)
국방장관, 국가안보부 장관 아수르무하메도프(Geldimuhammet Asyrmuhammedov),
내무성 장관 라흐마노프(Akmammet Rahmanov) 및 검찰총장 옥수코프(Muhammetguly Ogsukov)가 포함되었다. 현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medov)도 이 그룹에 속했으며 이들 핵심 권력기관 엘리트간 합의에
의해서 니야조프 사후 베르디무하메도프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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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신’들은 국가 공직을 점함으로써 권력은 물론 궁극적으로
는 경제지대로부터 파생하는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있었으나, 자신들의 직위를 독
자적이고 자율적인 ‘영지’ 또는 ‘봉토’로 전환시킬 수는 없었다. 이는 첫째, 니야조
프 자신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지대를 직접 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 집권
내내 가신들이 자신의 관할 영역에 공고한 세력기반을 구축할 수 없도록 끊임 없
는 숙청과 인사교체를 단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즉 니야조프가 투르크메니스
탄의 가산연합 내에서 경제지대는 물론, 권력과 부를 파생하는 공직을 임의적이고
독점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잠재적 도전과 위협의 가능성을 철
저히 봉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석유 가스섹터에 대한 대대적 숙청과 더
불어 니야조프는 아무리 작은 계약일지라도 자신이 직접 서명할 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지질탐사 및 개발에 자신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법령화하였다.
니야조프의 숙청은 집권 내내 이루어졌으나 특히 2002년 11월의 암살기도 사건
이래로 더욱 심해졌다. [표3]은 특히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집약적으로 이루어
졌던 2002년과 2005년의 숙청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니야조프 집
권기에 몇몇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관들과 고위 관리들의 재임기간
은 통상 수 개월을 넘지 못했고, 이들은 심지어 취임 시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
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1991년 이래 2005년 중반까지 최소한 120명의 장
관과 40명 이상의 주지사 및 시장들이 해임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들은 부패나 그 밖의 이유로 장기 복역 형을 언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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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02년, 2005년 니야조프의 주요 숙청
연도

2002

2005

자료: 저자

128

숙청
- 국가안보부에 대한 숙청 단행. 장관(Muhammet
Nazarov)과 고위관료 36명을 포함한 60명 해임. 전
내무장관 베르디에브(Poran Berdiev)를 장관으로 임
명
- 국방장관(Gurbandurdy Begendjev) 해임
- 국경수비대 사령관(Terkesh Termayev) 해임
- 아쉬하바드 시장, 석유가스성 장관, 부총리, 국방장관
을 역임했던 철도성 장관(Batyr Sarjaev) 해임
- 석유가스산업 관장 부총리 구르반무라도프(Yolly
Gurbanmuradov) 해임, 25년 형 선고. 그의 두 후임
들(전 Turkmengaz 의장 Guichnazar Tachnazarov
와 전 전기 산업성 장관 Atamurat Berdiev)을 포함
많은 에너지 관료들이 역시 부패로 해임 및 실형선고
- 중앙은행장(Shekersoltan Mukhammedova) 해임
(Jumaniyaz Annaorazov가 후임)
- 국영 투르크멘네프티(Turkmenneftegaz) 사장(Ilyas
Charyev) 해임, 25년 형 선고. 오베조프(Almurad
Ovezov)로 대체
- 대통령실장 사라포브 해임, 20년 형 선고. 아키예프
(Aganiaz Akiev)로 대체.
- 국영 석유회사(Turkmenneft) 회장(Saparmamed Valiev)
해임, 24년 형 선고. 타슈리예프(Kashgeldy Tashliev)
로 대체
- 국영 지질회사(Turkmengeologia) 회장 아타겔디예프
(Orazmuhammet Atageldiev) 해임. 누리예프(Ishanguly
Nuriyev)로 대체
- 국영 정유회사(Turkmenbashi Refinery) 사장예세노
프(Guichmurad Esenov) 해임. 푸다코프(Amangeldy
Pudakov) 전 석유가스성 장관으로 대체. 푸다코프는
다시 타츠나자로프로 대체
- 석유가스산업 관장 부총리 타츠나자로프와 투르크멘
내프티 사장 오베조프 해임.
- 바이라모프(Amangeldy Bairamov)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해임

비고

국가안보부, 국방장관, 국경수
비대 등 핵심 권력기관들에
대한 숙청

석유 가스 산업섹터에 대한
대대적 숙청.
석유 가스섹터를 관장하던 국
가기관(the Competent Body)
을 폐지하고 관할권을 보다
정치화된 석유 가스 광물자원
성으로 이관. 10월 다시 복구
되었으나 자율성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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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야조프의 전형적인 숙청 방식은 각료회의에서 숙청 대상의 잘못이나 결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어서 해임,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재산의 몰수와 장기 복역
형으로 투옥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각료회의는 종종 TV로 방영되었으며, 피숙청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예컨대 니야조프의 오랜
실세인 대통령실장 사파로프는 2005년 7월 해임되어 20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채의 집과 아파트, 18대의 자동차, 다량의 컴퓨터와 전자제품, 4,500마리의 양과
28마리의 소를 포함하는 재산을 몰수한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니야조프 가산연합의 독점성은 니야조프를 승계하여 2007년 2월 선거로 새 대
통령으로 등극한 베르디무하메도프에게도 이어졌다. 가산연합을 구성하는 베르디
무하메도프의 인선정책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투르크멘화, 자신의 씨족
(Ahal Tekke) 및 출신 지역(Gokpede) 인사의 등용, 그리고 잔존하는 니야조프 측
근들의 제거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의 숙청은 일찍이 2007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5월 자신의 권력승계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통령경호실장 레
제포프를 제거한 후에는 자신의 승계과정에 관여했던 권력기관의 측근들을 숙청하
였다. 2008년 3월 검찰총장 옥수코프(Muhammetguly Ogsukov)를 해임한 이후에
는 국경경비대 사령관 알로보프(Baram Alovov)와 국방장관 겸 국가안보위원회 비
서 마멧겔디에프(Agageldi Mammetgeldiev)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니야조프 시대
의 권력기관장이 되었다. 광물자원 관할 부총리인 타기예프(Tasberdi Tagyev)와
투르크만네프티 사장 타슬례프(Garyagdi Taslyev) 등 석유 가스 산업 부문의 리더십
은 보존하였고, 2008년에는 전 투르크멘가즈(Turkmengaz) 사장 카카예프(Yasgeldi
Kakaev)가 모든 전략 원자재를 관장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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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베르디무하메도프의 숙청과 인선
연도

숙청
- 국영 원자재거래소 장 굴로프(Gurbanmurad Gulov) 해임. 무하메도프(Khojamukhammet Muhammedov)로 대체
- 대통령실장 아키예프 면직, 다쇼구즈
(Dashoguz) 지사로 임명. 전 외교차관
파로모프(Ykymberdi Paromov)로 대체
- 푸다코프 국영 정유회사 사장과 투르크멘
가즈 부사장 욜다쇼프(Sapar Yoldashev)
해임, 체포. 베르디에프 경제재무성 장관
면직, 국가 스포츠 관광위원회 위원장으
로 임명
- 니야조프의 숙청을 지휘했던 아타자노바
(Gurbanbibi Atajanova) 검찰총장 해임,
투옥. 아나오라조프(Jumaniyaz Annaorazov) 내각 부의장, 중앙은행 총재 면직.
석유펀드 장 아비로프(Geldimurat Abylov)
를 중앙은행총재로, 무라도프(Gochmurat
Muradov)를 석유펀드 장으로 임명. 바쉬
2007
예프(Muhammedtberdi Bashiyev) 대통
령실 부실장을 실장으로 승진
- 철도성 장관 후다베르디예프(Orazberdi
Hudaberdiev) 해임
- 내무장관 라흐마노프(Akmammet Rahmanov) 해임
- 레제포프 해임 및 투옥. 그의 아들
(Nurmyrat)과 사업가 아가예프(Myrat
Agaev) 장기 복역 형 선고
- 농업성 장관 메레도프(Payzgeldi Meredov)
해임, 투옥
- 국가안보부 장관 아쉬르무하메도프(Geldimukhammet Ashirmukhammedov), 내무
장관 아나구르바노프(Khojamyrat Annagurbanov) 해임
- 대부분의 주지사들 해임
- 거의 모든 대법원 판사들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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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 사랴르두르디예프(Kakageldi Caryardurdyev) 문화 라디오 TV 방송 장관으로
임명, 후에 대통령 언론홍보비서로 임명
- 사촌 세르다로프(Ata Serdarov) 보건성
장관으로 임명
- 처의 친척 아나구르바노프(Jojamyrat Annagurbanov) 내무장관으로 임명
- 친척과 동향 인사들을 대거 국영기업에
취직
- 아할 테케 씨족 인사들을 권력기관에 임
명(아마노프(Carymyrat Amanov) 국가
안보부 장관, 호자미라도프(Cary Hojamyradov)검찰총장, 베르디예프(Yaylym Berdiev) 국방장관, 세라도프(Ata Serdarov)
보건성 장관)
- 3인의 러시아 계 보좌관들 (Zhadan, Umnov, Khramov) 유지. 메레도프(Rasit
Meredov) 외무장관 역시 유지
- 니야조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외국
기업인들과도 관계 유지 (특히 니야조프
와 그 가족들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알
려져 있는 터키회사 Polimeks와 프랑스
건설회사 Bouy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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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계속
연도

숙청
- 검찰총장 옥수코프(Muhammetguly Ogsukov)
2008
해임
- 중앙은행 총재 아빌로프 해임
- 1~2월 에너지 및 산업성 장관 아나벨리예
프(Gurbannur Annaveliev), 투르크멘네
프티 사장 타슈리예프(Garyageldy Tashliev),
국영 지질회사(Turkmengeology) 장 주
마예프(Sapargeldy Jumaev), 사회복지부
장관, 통신성 장관, 관광 스포츠 위원회
2009
위원장을 포함한 각료의 약 1/3 해임
- 국방장관 마멧겔디예프 은퇴, 국경수비대
사령관 알로보프(Bayram Alovov) 사병으
로 강등 전역
- 이산굴례프(Yusup Isangulev) 대통령실
장 해임

임명
- 겔디미라도프(Hojamyrat Geldimyradov)
재정 금융 담당 부총리로 임명

- 전 관세청장 베르디예프(Yaylim Berdiev)
새 국방장관으로 임명
- 마약청장 오라조프(Islam Orazov) 국경
수비대 사령관으로 임명

자료: 저자

니야조프는 고아였고 러시아-유태계 부인을 둔 탓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서와는 달리 씨족 엘리트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가신의 대부분을 자신의 씨족(Ahal Tekke)으로 충원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베르디무하메도프에게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씨족은 대통령
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역할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물론 지대에 대한 독점적 전유와 배분, 그리고 두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2007년 3월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구
인 인민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2008년 12월 의회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복
종적인 의회를 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2009년 1월 의회세션에서는 자신의 프로테
제 누르베르디예바(Akja Nurberdiyeva)를 의장으로 당선시키고 의회의 모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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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직접 구성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명실공히 니야조프의 독점적 가산연합
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Ⅴ. 준지대와 과점 가산연합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천연가스와 금, 그리고 이른바 ‘백색의 금’으로 불리는 면
화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자원은 모두 국가와 권력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IMF에 의하면 2004~08년 동안 가스, 금, 면사의 총 수출액은 180
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같은 기간 우즈베키스탄 총 재화수출의 55% 이상을 차지
하는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달리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또 다른 천연자원인 금과 면화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면화와 같은 농산물 수출로 인한 수입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지대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이
과거 소련 계획경제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가 면화 부문을 통제하고
있고, 면화 수출의 상당 부분이 국가 재정 또는 권력 엘리트의 수익으로 직접 귀속
된다는 점에서 면화 수출로 인한 수입은 준경제지대(quasi-rent)로서의 성격을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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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우즈베키스탄의 수출구조

주: 우즈베키스탄은 석유 순수입국이므로 에너지는 대부분 천연가스임.
자료: IMF, “Republic of Uzbekistan: 2008 Article IV Consultation” (July 2008).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식 자료에 의하면 연간 57~60bcm(billion cubic meter)의
천연가스를 생산 하고 이 중 러시아에 13bcm,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및 타지
키스탄에 5bcm 등 20여 bcm 정도를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생
산과 수출 공히 이러한 공식 수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에 따르면 2005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35bcm 정
도이고, 최근 러시아로의 수출은 연간 5bcm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키르기즈스탄
과 타지키스탄에는 각각 연간 약 0.5bcm를 수출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
년도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예측 생산량은 35bcm이며, 예상 수출량은 5bc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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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G의 예측 생산량 35bcm은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수요에 충분한 정도이나,
사실상 가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 물량을 늘이느라 국내 공급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즈
베키스탄에게는 자국 가스의 수출보다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대 러시아 수출
통로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가스 수
출을 통한 수익은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 비해서 그 비중이나 중요성이
훨씬 낮은 것이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미국, 인도 및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5위의 면화 생산국
이며, 국내 섬유 생산 설비의 한계로 면화 총 생산량의 약 75%를 수출하고 있다.
2009년 4월 현재 우즈베키스탄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37%에
서 20%로 줄었으며, 면화섹터가 농업총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면사(cotton
fiber) 수출을 통한 수익은 GDP의 약 5%에 해당된다. 면화 생산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하여 국가는 매우 엄
격한 통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면화산업에 대한 국가통제는 (1) 농지 소유권의
제한, (2) 독점적 국가 전매, (3) 국가 수매 가격과 세계 시장 가격의 차이, 그리고
(4) 착취에 가까운 노동력 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로부터 파
생되는 지대를 전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농지는 국가 소유이며 농민들은 소유권대신 30~50년의 임
차경작권만을 가지나, 국가 전매제도로 인해서 농민들에게는 생산물에 대한 사실
상의 처분권이 없다. 어떤 농작물, 특히 면화와 밀 중 무엇을 경작할지도 국가가
정하고 있으며, ‘국가 주문(state order)’이라는 구 소련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유증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화 생산량을 지정하고 생산된 거의 모든 면화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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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매가격으로 전매하고 있다. 낮은 독점 가격으로 수매한 면화를 높은 시장가
격으로 수출함으로써 국가는 그 차액을 지대의 형태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연합체(Uzpakhtasanoat)가 대부분의 면화
를 구매하고 일부 소량은 사영 무역인들이 구매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이들 사영
무역인들 역시 통상 권력엘리트나 그들의 측근들이다. 면화 전매 업체는 구입한 면
화를 공인 무역회사에 판매한다. 이들 무역회사들은 형식상으로는 사영이나 사실
상 정부관리나 정부에 끈을 대고 있는 엘리트 기업들이다. 이 과정에서 전직 국가
안전부 고위 관리였던 부총리 가니에프(Elyor Ganiev)가 장으로 있는 대외경제청
(Agency for External Economic Relations)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 무
역업체들은 외국 면사 구매자와 구매계약을 하며 이 과정에서도 부패와 부정이 만
연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면화 수출을 통한 수익의 10%~15%만이
농업분야로 재투자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련시대의 집단 및 국영농장은 1993년 일종의 협동농장회사(shirkat)로 전환되
었으며, 1999년부터 쉬르캇을 페르마(ferma)라는 사적 농업 유닛으로 바꾸려는 개
혁이 도입되었다. 개별 농민 가족들은 쉬르캇 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후자가 씨
앗, 비료 등을 제공하고 농민들의 생산품을 구매한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05년
면화 및 곡물 생산량의 70%를 페르마가 생산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지방
정부가 ‘국가 주문’에 따른 생산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쉬르캇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할당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쉬르캇 구성원인 농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며, 페르마의 경우 임차경작권을 상실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면화지대 창출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노동력의 착취이다. 면화 노
동자들의 공식 임금은 월 6달러에 불과하고 면화 수확기에는 학생들, 심지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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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들까지 거의 강제로 동원된다. 이들은 열악한 음식 및 주거환경에서 혹독한 노
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의 보고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Ferghana) 지방에서만 한 해에 20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면화수확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준경제지대는 대통령 카리모프(Islam Kariomov)와 그를 둘러싸
고 있는 엘리트 집단에 귀속된다. 카리모프 역시 소련의 해체 이래 오늘날까지 우
즈베키스탄의 독재자로서 통치해오고 있으나, 니야조프와는 달리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씨족들의 ‘중간자적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니야조프나 베르디무
하메도프가 씨족들로부터 자율적인데 반해서, 니야조프는 씨족들의 이익을 충족시
켜주면서 이들 이익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씨족에 대한 카리모
프의 취약성은 소련 말기 그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공산당의 1인자 자리에 오를
당시 씨족들의 역할에 의존한 바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가 권력기관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강력한 두 씨족인 타쉬켄트
(Tashkent)와 사마르칸트(Samarkand) 씨족 계통으로 양분되어 있다. 사마르칸트
씨족의 대표로 알려진 대통령보좌관 주라베코프(Ismail Jurabekov)와 타쉬켄트 씨
족의 대표자로 알려진 대통령실의 알리모프(Timur Alimov. The “Grand Timur”)
를 정점으로 정부기구 내 후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1991년 이래로
내무부를 이끌어 온 알마토프(Zohirjon Almatov)와 1995년 이래 국가안전부장인
(National Security Service)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는 각각 이들 두 핵심의
직계로 알려져 있다. 카리모프는 정권유지를 위해서 이 두 기관을 강화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양 씨족, 양 권력기관간의 경쟁과 대
립을 이용해왔다. 1998년 당시 제1부총리였던 주라베코프가 해임되기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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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모프 암살 기도 사건 수 개월 만에 대통령보좌관으로 복직되었다. 2004년 주
라베코프는 다시 해임되었으며, 2005년 안디잔 사건 이래로 양 권력기관의 균형은
국가안전부 쪽으로 기울었다.
그림-13. 우즈베키스탄의 과점적 가산연합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경제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지대가 카리모프에 의해 독점
적으로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씨족들과 더불어 과점적
으로 전유, 배분된다는 점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현격한 차이이다. 따라서 우즈베
키스탄의 국가 권력기관들은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와 그로 인한 수익의 흐름을 관장하는 기관이기도 하
다. 사마르칸트 씨족의 주라베코프-내무성 계열은 국영 석유가스회사(Uzbek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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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gaz)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천연가스 섹터와 면화산업에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
며, 타쉬켄트 씨족의 알리모프- 국가안전부 계열은 중앙은행을 비롯한 타쉬켄트의
금융산업, 대외경제부, 그리고 면화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부총리 우스마노프
(Mirabror Usmanov) 역시 타쉬켄트 씨족 계열로 대형 시장들과 외환, 무역사업
등을 장악하고 있다.
2007년 우즈벡네프티가즈의 전 사장이며 내무성 차관인 아지조프(Abdusalom
Azizov)가 가스 전문가인 아흐마도프(Nurmuhamma Ahmadov)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안디잔 사태 이후 내무성의 영향력 쇠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씨족정치’, 즉 씨족들의 경쟁적 이해관계에 제약을
받아왔던 카리모프가 씨족정치에 연루되지 않은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함으로써 나
름대로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2003년 12
월 카리모프는 1995년 이래 총리직을 수행해왔던 술타노프(Utkir Sultanov)를 부
총리로 좌천시키고 면화 주 생산지인 사마르칸트와 지자흐(Jizzakh) 지방 지사를
지냈던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를 총리로 임명하였고, 주미대사를 지냈던
사파예프(Sadyk Safaev)를 외교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양자는 모두 카리모프 로얄리
스트로 알려져 있다. 2004년에는 1998년에 이어 다시 주라베코프를 해임시켰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Gulnara Karimova)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패밀리”의 대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에서 교육
을 받은 굴나라는 아프가니스탄 계 미국시민인 막수디(Mansur Maqsudi)와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하다 2001년 이혼 후 귀국하여 우즈베키스탄에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해왔다. 그녀는 스위스에 등록된 제로맥스 지주회사(Zeromax GmbH)
의 사실상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는 자회사(Uzgazoil)를 통해서 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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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네프티가즈와 석유 가스 산업에 공동 투자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분야에 4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굴나라는 모스크바에 근거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계 과두귀족 우
스마노프(Alisher Usmanov)와 더불어 가즈프롬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의 조정
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로맥스는 에너지산업 외에도 섬유, 음료, 우라늄, 그리고 금광 산업분야를 지
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12]에서 보듯 우즈베키스탄의 금 수출은
면사에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2004~08년 기간 동안 총수출의
15%~29%),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지냈던 머레이(Craig Murray) 전 영국대사에 의
하면, 우즈베키스탄의 금 수출 수익은 재무성으로 보내지며 이 중 10% 정도가 카
리모프 대통령의 개인 계좌로 예치된다고 한다. 2002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UAE에 근거한 회사(United International Group FZE)와 연간 16톤의 금을 생산
하는 사마르칸트 구줌세이(Gujumsay) 금광의 채광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회사 역시 굴나라에게 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로맥스는 우즈베키스탄 차(packaged tea) 시장에서도 지배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경쟁회사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2006년 2월 우즈
베키스탄 차 시장의 30%를 점하고 있는 미국 차 회사 인터스팬(Interspan) 공장에
무장괴한들이 난입, 점거하여 자산 양도를 종용하였으며, 인터스팬과의 분규는 현
재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계류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굴나라의 전 남편 막수
디는 우즈베키스탄에 코카콜라 사와 조인트벤처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이 되었으나
굴 나라와 이혼 후 이 회사의 지분을 잃고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
지 박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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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나라는 또한 엔터테인먼트, TV 채널(TV Markaz), 라디오 방송국(Terra) 등
미디어, 소매 네트워크 및 휴양 레조트 산업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그녀의 전 보
좌관에 의하면 굴나라는 우즈베키스탄 관광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 후 UAE
에 연합관광사(United Tourism)를 포함한 여행사들을 설립하고, 우즈베키스탄 관
광청(National Tourism Board)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과 UAE간의
모든 여행을 독점하였다. 굴나라의 전 두바이 대표(Farhod Inogambayev)는 굴나
라가 이와 같은 여행업 장악을 통해서 UAE내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매춘사업
배후에 있음을 폭로하였다. 그는 또한 굴나라가 2001년 설립한 지주회사(Revi
Holdings)를 통해서 2002년 초 우즈베키스탄 최대 이동통신 회사(Uzdunrobita)
지분의 51.4%를 획득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UAE 설립 회사(United International Group)를 통해서 쿠바세이 시멘트 회사(Quvasay Cement Factory) 지분의
44.5%를 획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리모프의 후계자 중 하나로 지목 받고 있는 굴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
자문역, 주러 특명대사 등 여러 공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네바 UN 본부의 대
사직을 맡고 있고 2008년 2월에는 외무성 문화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굴나라를 핵
심으로 하는 ‘패밀리’의 대두는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부정축재임에 틀림 없다. 그
러나 동시에 ‘패밀리’와 비즈니스 제국의 구축은 씨족이익에 제약을 받는 카리모프
가 씨족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독자적인 권력과 부의 ‘영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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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치지대와 독점 가산연합 -북한
북한의 가산연합은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와는 달리 풍부한 자
원지대가 부재한 상황에서 (1) 군부의 정치적 이용으로부터 파생하는 정치지대와
(2) 해외의 비시장적 거래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정치지대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허
덕여왔다. 특히 에너지 부족과 식량부족, 외화부족은 북한의 ‘3난’으로 꼽히고 있
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재정규모는 급격하게 축소되는데, 달러화로 표시된 북한의
재정규모는 2007년 현재 3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그림-14] 참
그림-14.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통일부.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08. (1995~1998년 및 2022~2003년 자료는 미발표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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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는 1980년대에 비해 급격한 생산력의 하락으로 재정조달이 어렵게 되고 이
에 따라 재정의 위기도 심각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외화의 주 원천인 대외무역 역시 1990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1998~99
년에 1990년도의 약 40% 수준에 불과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대외무역은 2000
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다시 하향세를 보이면서 아직도 1990년 수준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그림-15]). 물론 이와 같은 무역, 재정의 어려움은 북한
의 폐쇄적인 경제구조와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봉쇄 및 제재
조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수출구조는 수산물, 임산물, 농산물 및 광물자원 등 비
가공 1차 산품이 총수출의 30~40% 차지하고 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정상적인 무역을 통한 외화
그림-15. 북한 재화무역의 추이
(단위: 억 달러, 남북한교역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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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으로는 심각한 에너지난이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정권의 유지를
위한 ‘통지자금’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외화 수입원을 필요로 하게 된
다. [표-6]에서 보듯 북한은 일련의 합법 또는 불법적인 거래(illicit transactions)를
통해서 추가적인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북한의 정치지대의 주 공급
원이 되고 있다.
표-5. 정상적 무역 외 북한의 추가적 외화 수입원
- 1980년대 북한은 무기수출로 연간 5억 달러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
되었으나, UN 제재 등 여러 국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후 감소 추세
- 2001년 미사일 판매 등으로 5억 6천만 달러 수익 (미 정보기관 통계)
- 마약밀매로 연간 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일부는 군사비로, 일부는
마약 밀매
비자금 명목으로 예치되고 있음.
- 1990년 이래 5천만 달러 상당의 위폐 발견 (미 정부관리)
- 연간 1,500만 달러 규모의 슈퍼노트 제작, 해외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위조지폐
추정 (국정원)
- 북한 내 10~12개 담배공장에서 연간 410억 개 가짜 담배 생산하며 연간 8
담배, 약품 위조 천만~1억 6천만 달러의 이윤 창출
무기수출

조총련을 통한
- 1970년대 연평균 6,000만 달러, 80년대는 2억 달러 이상 추정
외화유입
- 각 지방 당 기관들의 39실 산하 군중외화벌이사업소와 5호 관리부를 두고
여기에서 사금생산, 짐승 피, 송이버섯 수집.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헌납금, 김
‘충성의
정일 생일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60만
외화벌이’
달러, 인민무력부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7,000만 달러
통일부 등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남한이 북한에 준 현금은
총 29억 222만 달러
- 상업적 교역 18억 3,900만 달러
남한으로부터의 - 금강산, 개성관광 대가 5억 3,890만 달러
유입
- 개성공단 임금 4,429만 달러
- 사회문화교류 지원 4억 8,003만 달러
지난 10년간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 경협의 총 규모는 69억 5959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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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외에서 조성된 외화 수익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
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대략 20억~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지대 창출과 관리에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조
직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는 [그림-15]에서 보듯 공식 계획경제와는 상당 정도 분
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15]에서 ‘당경제’와 ‘군경제’는 ‘국가의 공식 계
획경제나 내각의 통제에서 벗어나 당과 군에 의해서 직접 관리되는 경제 부문’으
로서, 이들 조직 산하의 무역회사들을 통해서 벌어 들인 외화 수익금의 상당 부분
이 공식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채 김정일의 ‘현금정치,’ ‘선물정치’ 등을 포함
한 통치자금의 재원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과 군 조직의 사업 예산 및 권력
엘리트들의 부의 근원이 되는 경제 부문을 의미한다.
당경제의 핵심은 ‘39호실’이며 산하 대성경제연합체 소속 대성총국(조선대성무
역총회사)이 120여 개에 이르는 각종 무역상사와 해외지사를 두고 외화벌이를 하
고 있다. 대성총국은 금속, 편직, 수산물, 농토산물, 항, 수입, 인삼, 전자연합, 중개
무역, 대외상업 등 10여 개 부서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생산과 무역 등 모든 경제
활동을 망라하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산하 17개 금광은 연간 12톤의 순금
을 생산하여 해외로 밀수출하는데 이러한 해외 밀수출은 주로 마카오의 조광무역
상사가 처리하고 있다. 대성총국은 모스크바, 베이징, 동남아 등 해외 17개국에 지
사와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북한 내의 주요 항만, 철도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39호실에는 또한 1987년 대성총국에서 독립한 금강지도국(금, 은,
연, 전기아연), 대흥지도국(송이버섯 수출 독점), 경흥지도국(외화 상점, 식당, 선박
운영), 락원지도국 등의 별도 무역회사와 조선대성은행이 속하고 있다. 39호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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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매, 위조 달러, 가짜 담배, 무기 수출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외공관의 김정일 충성금 송금 등의 외화도 관리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요청
으로 동결된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자금도 39호실에서 관리하는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전해지고 있다.
39실과는 별도로 당 ‘38호실’은 북한 내의 일류 급 호텔과 백화점, 국내외 식당
들을 관할하고 있으며, 산하 금융기관으로서 고려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동
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이 관리하는 여러 경제조직들과, 당 재정경리부, 의사당 경
리부 역시 당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당 조직지도부 행정 부문 관할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국내 직접보험의 위험을 국제 재 보험사들에 분양하여 해마
그림-16. 북한의 가산연합과 경제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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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연간 현금으로 2,000만 달러를 김정일에
게 혁명자금으로 상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군부는 1995년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44부’를 인민무력
부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등 외화벌이 기구를 개편하여 30여 개에 이르는 무역회
사를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이들 회사는 식용유와 소금, 타이어 등 생필품을 주로
수입하고 대합, 꽃게 등 농수산물과 금, 아연 등 광물은 물론 일부 무기류도 수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무역회사들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44부는 독자적
으로 외화벌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 회사의 수출.입 품목을 배정함은 물론 무역
허가증(일명 ‘와크’) 발급도 도맡고 있다. 각 무역회사 벌어들인 자금은 인민무력
부 산하 유일 은행인 금성은행에 입금된 후 본국으로 송금되고 있다. 1997년 군단
별로 조직되었던 무역회사들이 김정일의 지시로 해산되고 일부는 매봉회사 산하로
통합되면서 매봉은 종합적인 무역그룹으로 거듭났으며,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힘
입어 당 39호실의 대성무역과 함께 북한의 양대 기둥으로 역할하고 있다. 최근 북
한 군부가 광물자원의 대 중국 수출을 담당한 국영기업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부는 대외 무역권을
둘러싸고 노동당 산하 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을
거의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에서 이와 같은 ‘군경제’의 급부상은 김정일의 권위의 약화와 이에 따른 선
군정치의 대두에 기인한다. 브레즈네프 기의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도 적어도 김일성의 사후(또는 이미 김일성의 생존 시부터) 관제 카리스마적 권위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당의 영도적 역할”)는 “일상화”의 단계에 돌입했으
며, 특히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상속’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베버적인 의미에서의 전
통주의(traditionalism)로 전환되었다. 북한 맥락에서 이러한 신전통주의는 “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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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로 도식화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
더라도 이는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권위기제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피지배자의
자발적 순응과 복종을 의미하는 정통성 있는 권위의 붕괴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희
석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배급제의 중단과 같
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분배능력과 계획경제의 집행능력이 최저점에 이름으로써
물질적인 보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권위의 희석화와 물질적 보상 능력의 소진에 따라 결국 지배층의 통치를 유지하
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현시적인 또는 잠재적인 강제력(coercion)이 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이 통치이념으로서의 선군정치로 구체화되고 군부의 정치적 지위 상승으
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9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
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국방위원장의 지위, 임무, 권한을 강화하고 명문
화했을 뿐 아니라, 북한 지도지침에 주체사상 외에 선군사상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를 축으로 한 선군정치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제도화하
였다. 즉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는 그 핵심에 당과 더불어 군부가 포
진하고 있는 가산연합의 형태를 띠며, 특히 군부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북한 최고 권력엘리트의 집합체인 이른바 ‘주석단’에도 김영남, 김영일 총리를
제외하면 최상위권 서열은 조명록, 김영춘, 이용무, 김격식, 김일철 등 국방위원회
및 군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2005년 한국 정부 당국이 분류한 북한의 핵
심 권력엘리트 30인에도 군부 인사가 10명이 포진하고 있으며([표6] 참조), 2009
년 헌법개정으로 명실공히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제도화된 역대 국방위원회의
에서도 군부 인사가 반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직위는 모두 군부
인사가 장악해왔다([표-7] 하이라이트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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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북한 핵심 실세 30인
분야

정치(9)

군부(10)

경제(3)

대남(4)

외교(4)

이 름(나이*)
김정일(63)
김영남(77)
연형묵(74)
양형섭(80)
김기남(79)
김국태(81)
정하철(72)
김중린(81)
이제강(미상)
조명록(77)
김영춘(69)
김일철(75)
현철해(71)
주상성(미상)
김기선(65)
박재경(72)
이명수(68)
김원홍(60)
이용철(77)
박봉주(66)
주규창(72)
김광린(56)
강관주(69)
오극렬(75)
임동옥(70)
최승철(49)
최태복(75)
백남순(76)
강석주(66)
김계관(67)

직위
국방위원장, 노동당 총비서(97), 최고사령관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
국방위 부위원장 (2005년 10월 사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당비서(교육)
당비서(간부)
당비서(선전)
당비서(근로단체)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총정치국장
국방위원, 총참모장
국방위원, 인민무력부장
군총정치국 부국장
인민보안상
군총정치국 부국장
군총정치국 부국장
군총참모부 작전국장
보위사령관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당중앙군사위원
내각 총리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국가계획위원장
당대외연락부장
당작전부장
당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당통일전선부 부부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당비서(국제)
외무상
외무성 제1부상
외무성 부상

자료: 한국 정부 당국의 분류. 중앙일보, 2005년 6월 14일. * 2005년 현재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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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북한 국방위원회의 구성 1998~2009
10기 최고인민회의
(1998)

11기 최고인민회의
(2003)

조명록(제1부위원장), 연
조명록(제1부위원장), 김
형묵, 리용무(부위원장),
일철, 리용무(부위원장),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김영춘, 연형묵, 리을설,
백세봉, 최용수(2004년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해임)

12기 최고인민회의
(2009)
조명록(제1부위원장. 군 총정치국장), 김영
춘, 리용무, 오극렬(부위원장), 전병호(당
군수공업부장), 김일철, 백세봉(제2경제위
원장), 장성택(당 행정부장), 주상성(인민
보안상),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
장), 주규창(당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
정각(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자료: 한겨레, 2009년4월 10일.

국방위원회의 확장, 강화와 더불어 당과 군 조직의 통폐합도 이루어졌다. 대남
공작을 맡고 있는 당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과 작전부가 조선인민군의 인민무
력부 정찰국에 흡수 통합되면서 정찰총국이 신설되었고, 당 대외연락부는 규모가
축소되면서 내각의 2002호실로 이관되었다. 2009년 2월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방위원인 김일철 부장을 제1부부장으로 내려
앉힌 것도 결과적으로는 인민무력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위상 강화는 군부에 대한 현 북한 집
권층의 정치적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김정일이 새로운 국내,
대외 정책을 채택할 때 정권의 치명적 지지 기반으로서의 군부의 이익은 중대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곧 북한의 대내외정책이 군부의 제도적 이익
(military as institution)에 의해서 심각하게 제약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부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의 경우 군부와의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이 불가피하며, 이러
한 경우에는 이른바 “선군후경(先軍後經)”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비록 잠재적 형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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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장 심각한 정치적 제약요인은 현 지배 가산연합의 핵심 기관인 군부와 노동
당 내부에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일견 공고해 보이는 북한의 독점적
가산연합은 경쟁적 당파이익, 특히 군부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Ⅶ. 개혁저항의 양상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북한 세 사례에서 공히 최고 정치지도자를 정점
으로 정지, 경제지대를 전유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지배연합이 형성되어 있으
나, 각 지배연합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상이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수
용의 양태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17]은 최근 5년 간 EBRD의 이행지수에 나타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
키스탄의 경제개혁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베르디무하메도
프 집권 후 근소한 진전(1.3에서 1.44)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역시 2005
년 이래 근소한 진전(2.11에서 2.15)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개혁 진전은 양국
공히 소규모 사유화 영역(투르크메니스탄은 2.0에서 2.33, 우즈베키스탄에서는 3.0
에서 3.33)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무역 및 외환 분야(1.0에서 2.0)에서의 변화
에 기인하는 것이나, 이러한 개혁이 양국의 지대구조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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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경제개혁 동향 2005~09

자료: EBRD, 이행지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니야조프의 끊임 없는 숙청과 인사교체로 가신들이 자
신들의 자율적 ‘영지’를 구축할 여지가 없이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과 지대가 집중
되는 독점 가산연합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독점적 지배구조는 니야조프의 후계자
에게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이미 집권 초기부터 자신의 후견
자라 할 수 있는 레제포프를 비롯한 니야조프의 ‘구가신’들을 차례로 숙청하고 자
신의 ‘가신’들을 충원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개혁의 도입은 현재의 확실성과 미래의 불확
실성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이다. 현재의 권력과 부를 확실하게 거머쥐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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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도자에게는 굳이 현 체제를 바꿈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택할 인센티브가
없다. 위협적인 정치적 반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개혁저항의 개연성은 특히 정부 재원으로 통상적인 세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가 통제하는 천연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지대에 의존하는 경우 더욱 높아진다. 국
가는 사회의 필요나 요구에 귀 기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회로부터 유리된 채
(detached) 고도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재정권의 개혁저항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
고 있는 경우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지대를 독점적으로 전유함으
로써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횡적 가산연합을 구성함으로
써 사회 전반은 물론 측근 가신들의 잠재적 도전으로부터도 자유스러운 것이다. 이
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택할 여지
는 극히 희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이 탈사회주의 2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정도의 경제개혁(또는 무개혁) 국가로서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베르디무하메도프에게 역시 개혁의
인센티브는 낮을 수밖에 없다. 2007년 2월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내걸은 몇 가지
공약들, 즉 가스, 전기, 소금 및 물의 무상 분배 지속, 연금제도의 정비와 장학금,
사회복지비 및 공무원 봉급의 인상, 학교와 대학의 추가 건립, 10년 의무교육의 복
구, 대학교육 기간의 복구, 해외 유학의 기회 확대, 인터넷 액세스의 확장 등은 투
르크메니스탄의 지배구조나 지대 전유구조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사
실상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집권 후 자신의 선거공약을 대부분 실천하였으나, 농업
문제의 해결이나 석유 가스섹터의 개혁과 같은 공약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개혁은 자칫 기존의 지대구조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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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베르디무하메도프의 ‘비본질적 개혁’은 단지 파퓰리즘적인 치장에 불과할 뿐
이며,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개혁저항은 독점 가산연합의 핵심으로부터 ‘위로부
터의 저항(resistance from above)’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준경제지대에 의존하면서 씨족간 경쟁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우
즈베키스탄의 과점 가산연합 하에서는 개혁저항의 양상이 자못 달라진다. 여기에
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현 권력 및 지대구조에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또한 최
고 권력자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산연합의 구성원들로부터
유래한다.
카리모프는 대통령령(decree)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초 대통령적 권
한에도 불구하고 씨족과 지방 토호들의 기득권 고수를 위한 저항 때문에 자신의
임의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카리모프의 일련
의 노력들, 즉 씨족 엘리트를 테크노크라트도 대치하거나, 우즈베키스탄 화폐
(Uzbekistan Som)의 국제적 태환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 부패 척결이나 국가재
정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주지사와 씨족 네트워크를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
들은 단지 제한된 정도에서만 그 효과를 보았을 뿐이다.
카리모프 스스로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흔적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
대 2006년 10월 전년도 안디잔 사태 시 지사였던 베갈리에프(Saydullo Begaliev)
를 해임하면서, 동 사태의 근본 문제가 각박한 경제적 상황 때문이었고 정치적, 경
제적 개혁 없이는 이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베갈리에
프와 그의 측근들의 사회경제정책 실패와 부패를 질타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화폐의 태환성 개혁 역시 수출입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씨족 엘리
트들의 저항에 막혀서 성과를 볼 수 없었다. 수출입을 독점하고 있는 씨족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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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무역을 통한 이득 이외에도 천연가스, 금, 면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암시
장에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무역규제
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터무니 없이 평가 절상
된 공식 환율로 우즈베키스탄 화폐가 태환가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결국 권력 엘리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무역규제와 공식 환율정책으로
인해서 소규모 무역은 비공식화, 범죄화 되었으며 부패와 뇌물수수가 만연하고 있
는 것이다. 농업개혁 역시 면화 수출 수익을 전유하는 권력 엘리트, 씨족 엘리트의
이익에 정면으로 상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물론 카리모프가 자신의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득이익 세력의 저항에 부딪
혀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관대한 독재자(benevolent dictator)’ 인지 아닌지
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과점적 가산연합을 이루고 있는 씨족 엘
리트들과 카리모프 사이의 공생적 관계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에 대한 전
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분개혁(partial reform)’ 논의에 의하면, 개혁이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에서
초기 개혁의 수혜자들인 인사이더나 올리가르히들이 초기 개혁을 넘어서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개혁의 진전에 저항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반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초기 개혁 조차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점적 가산연합의
구성원들에 의한 개혁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개혁으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기업가’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
다. 지배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카리모프에게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촉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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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개혁 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즈베키스
탄에서의 개혁저항은 현 체제에 기득권을 가진 씨족 엘리트들이 지배구조 ‘내부로
부터의 저항(resistance from within)’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을 핵심으로 하는 독점적 가산연합은 일견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배연
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가 투르크메니스탄과 같
은 풍부한 경제지대에 의해서 지탱되지 못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spontaneous marketization from below)’가 진행되
고 있고, 독점적 가산연합은 이에 대한 마지못한 ‘추인 또는 수용’과 ‘반개혁적 통
제’ 사이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앙계획경제의 핵심 요소인 배급제의 중단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국
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적 필요 조차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만큼 국가의 배분능력
(distributive capacity)이 소진된 상태이다. 북한의 인민들은 더 이상 국가에 기대
할 수 없고 생존을 위한 ‘자력갱생’의 일환으로 시장활동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사실상 ‘아래로부터의 경제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식적인 국가 계획경제 부문과 사경제 부문, 국가와 사회간 단절 현상이 구
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16] 참조).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1990년대 중
반이래 북한 사회에서는 사실상의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고 이미 자원의 배분과
순환의 지배적인 경제 메커니즘으로 뿌리내렸다. 물가와 임금의 대폭적 인상과 인
센티브제도의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이와 같은 사실상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인정하고 추인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7.1조치 이후 북한의 시장은 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 8대 도
매시장과 148개 군마다 1~2개, 27개 시마다 2~5개씩 총 300~350여 개의 소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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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분화하면서 전국적인 상권이 형성되었다. 이 중 평안남도 평성시장은 5,000
여 개의 매대와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여명에 달하는 최대 도매시장으로 발전하였
다. 이들 시장에서는 곡물 및 공산품 등 모든 물품에 대한 거래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으며, 중국상품의 대량 유입으로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소매시장의 특
화 현상도 두드러진다. 예컨대 청진의 포항시장은 고급 물품 시장으로서 일제 중고
품을 취급한다.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적인 고용도 행해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임차한 주택을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주택거래, 심지어는 아파트의 상업적 분양까
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의 발달에 따라 ‘차돌이꾼’(차떼기), ‘행방꾼’, ‘달리기꾼’(도매브로커), ‘되거
리꾼’, ‘데꼬’(소매브로커), 최종상인에 이르기까지 중간 상인 및 거래 망도 형성되
었고, 이들과 무역업자, 가내수공업자, 전문화, 분화된 상인들을 중심으로 ‘중간계
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출신성분, 과거 경력에 구애 받지 않는 순수 능력파
로서 체제 변동의 경우 재빠르게 사업가나 거상으로 변모할 능력을 가진 계층이다.
또한 밑으로부터의 시장행위의 성행과 더불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번 ‘신흥 부
유층’도 등장하고 있다. 신흥 부유층은 이른바 ‘권력형 돈주’와 ‘자생형 돈주’로 나
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군,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권력기관 산하의 외화
벌이 일꾼들로서 특권을 이용해 돈을 번 경우이며, 후자는 돈을 번 일반 장사꾼들
로서 2000년대 들어 이미 초보적 상업자본가로 진화하고 있다. 돈주는 북한 상업
유통의 모든 단계에 개입해서 돈을 굴리거나 뒷돈을 대고 있고 북한 전체 대외교
역의 70%를 장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돈주가 북한의 체제에 위협적 요소
이긴 하지만 기존 체제에 순응하며 부를 축적한 것이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하고
변형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속성도 크다.
이제 북한에서 시장은 60~80%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없어서는 안될 생존현장

156

독재정권의 개혁저항

이 되었다. 시장이 주민들의 가계소득의 80%를 책임지고 있으며, 식량 구입의 주
수단이 되었다. 30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한 서베이에 의하면, 응답자의
70.9%가 정규직업 이외에 장사를 했으며, 8.9%는 사적 서비스, 18.9%는 다른 사
적 행위, 14.9%는 ‘8.3조’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의 69%가 수입의
반 이상을, 46%는 수입의 전부를 시장으로부터 벌었다고 답변하였다. 10% 미만의
응답자만이 공식 배급체계나 정규직장이 식량의 주 공급원이라고 답변한 반면,
37%는 식량을 시장에서 구하거나 27.9%는 직접 재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전체
북한 경제에서 사경제 부문의 비중은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1990년대 말 2000년
대 초 현재 계산방법에 따라 적게는 3.6%에서 많게는 2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시장화를 묵인하거나 추인할 수 밖에 없다. 다른 한
편 시장의 확산이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005년 이래로 간헐적인
시장규제와 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표-7] 참조). 그러나 시장은 이제 북한 주민들
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생활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통제나 규제의 실효성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은 다음의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북한 경제의 경화화(달러화, 위안화)와 사실상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북한 화폐
가 더 이상 가치의 측정, 교환의 매개체, 그리고 부의 저장이라는 화폐 고유의 기
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점과 둘째, 아래로부터의 변
화를 다시금 인정하였다는 점 셋째, 이에 대한 체제유지 차원의 통제의 일환으로
화폐개혁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이미 북한 사회에 일상화, 내재화된 사경
제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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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북한 정권의 시장화 vs. 반시장화 조치
시장화 조치
- 1998년 헌법 수정
- 비국가 주체의 재산 소유를 허용
- 2001년 가격 및 임금 개혁. 수익성과 효
율성 인정
-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물가와
임금의 대폭적 인상(현실화). 평균 200원
수준이던 근로자 임금 3,000원으로, 환율
도 2.15원에서 143원으로 조정
- 2003년 3월 ‘시장장려 조치’.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 시장인 ‘종합시장’으로
확대하여 농산품 이외 상품들의 판매를 공
식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소간 상품거래도
허용. 시, 군마다 시장 건물 신축, 점포를
개인, 기업에게 빌려준 뒤 자릿세 개념의
‘시장사용료’와 소득세 형태의 ‘국가납부
금’ 징수
- 라진-선봉,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공단, 금
강산 관광 등 ‘고립 자본주의(enclave
capitalism)’ 시행

반시장화 조치
- 1999년 불법적인 시장을 철폐하고 주민들
을 직장으로 회귀시키라는 김정일의 지시
에 따라 시장 탄압, 규제
- 2004년 개정 형법에 명시된 경제범죄는
과거 8가지에서 75가지로 증가
- 2005년 10월 국가배급제 복구 및 곡물 거
래 금지
- 2006년 12월 만 17세 이상 성인 남자 장
사 금지
- 2007년 10월~12월 장사할 수 있는 여성
연령을 39세 이상에서 49세 이상으로 상
향 조정; 시장 판매 품목 및 판매 가격 통
제; 공산품 시장거래 금지
- 2008년 11월 김정일의 시장통제 지시에
따라 판매 상품을 개인 생산 농산품과 고
기류, 옷가지로 제한. 상설시장도 10일장
으로 제한
- 2008년 12월 종합시장 폐지, 과거의 농민
시장으로 전환
- 2009년 6월 평남 평성시장 폐쇄
- 2009년 12월 화폐개혁 시행
- 2010년 함북 청진 수남시장, 함남 함흥
추평시장 폐쇄예정

7.1조치 이전의 변화는 주로 경제난과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7.1조치도 사실상 그에 따른 것이었다면, 7.1조치 이후의 변화는 국가 정책의 형태
로 북한 사회의 현실을 수용하고 추인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개
혁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병행해오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상충적인 조치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독점적 가산연합이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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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따른 개혁저항의 양상을 논의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정치지대 및 경제지대와 이러한 지대를 전유
하는 가산연합의 형태에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북한의 독재정권을
다음 [그림-18]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18. 지대와 지배연합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풍부한 천연가스의 수출로부터 파생하는 경제지대를 니
야조프를 정점으로 하는 독점 가산연합이 전유하였다. 특히 니야조프는 지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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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을 직접 관장했을 뿐만 아니라, 가신들이 자신들의 자율적 ‘영지’를 구축할
수 없도록 끊임 없는 숙청과 인사교체를 단행하였다. 가신들의 독자적인 권력과 부
는 니야조프에게 잠재적 도전과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니야조프 시기의
지배구조는 상당 부분 베르디무하메도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독점적
가산연합 하에서는 권력과 지대의 독점자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경제개
혁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혁의 낙후성은
‘위로부터의 개혁저항’에 기인한다.
이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카리모프가 경쟁적인 씨족, 지방 이익을 조정
하고 중재하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의 가산연합에서는 투르크메
니스탄에서와는 달리 면화, 금, 천연가스로부터 파생하는 경제 및 준경제지대를 카
리모프와 씨족 엘리트들이 과점적으로 전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산연합의 멤버
들은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진 채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의 기득이
익은 카리모프와 그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정치적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혁에 대한 저항은 가산연합 ‘내부로부터의 저
항’이라는 양상을 띠게 된다. 카리모프와 이들 가신들의 공생관계는 카리모프의 의
도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경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저히 낮추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지배연합은 김정일이 정치지대를 가신들에게 독점적으로 배분하는 독점
가산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적 전유와 배분은 가산연합의 내
부에만 국한되고, 북한 주민들은 피폐한 경제의 고통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가의 배분능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외세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자력갱생’ 노력의 결과가 바로 국가와 사회의 단절이
며, 전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시장화인 것이다. 북한 지배연합의 관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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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은 척박하며, 생존과 생계를 위한 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개혁과 시장화’를 무조건적으로 탄압할 수만은 없
는 상황이다. 시장은 고갈된 체제를 그나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연합은 다른 한편 체제의 속성과
본질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시장의 만연과 활성화를 좌시할 수만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바로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북한은 시장과 반시장을 왔다갔다하는
상충적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에서 볼 때 풍부한 천연자원으로부터 유래하는 경제지대를 전유하
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산연합은 안정된 독재정권의 근간이 되며, 준경제지
대를 과점적으로 전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히 가산연
합 내부의 경쟁과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독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일견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이 강하고 안정되어 보이나, 사실상은 정치지대의 취약
성, 특히 군부에 대한 정치적 의존과 불법적 비시장거래에 따른 지대발생의 불안정
성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로부터 단절된 북한
사회의 사실상의 개혁과 시장화는 북한의 현 지배구조와 체제에 심각한 도전과 위
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독재정권의 개혁저항의 근거와 향후 추이를 비교적 관점에서 가늠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은 독재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치적 권위주의가 단순히 경제자원으로부터 기인하는 문
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및 경제적 자원을 어떠한 형태의 지배연합이 전유 또는 공
유하느냐에 따라 그 상이한 행태가 결정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자원의
저주’의 논지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독재정권에서의 향후 개혁에 대한 예측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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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정치적, 경제적 지대의 추이와 이를 전유하고자 하는 소수 권력 엘리트간의
동맹 형성의 양태를 추적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국가로부터 단절된 사회에서 벌
어지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러한 독재정권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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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앙아시아의 젖줄이 되는 두 개의 국제하천은 ‘시르다리야(the Syr Darya)’강
과 ‘아무다리야(the Amu Darya)’강이다. 관개용수를 대기 위해 시르다리야강과 아
무다리야강의 물을 수많은 수로를 통해 중간에서 이용하다 보니 아무다리야강은
간신히 아랄해에 도착하고 시르다리야강은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서 사라져 버린
다. 두 강의 수자원 부족은 말라들어가는 아랄해(the Aral Sea)의 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수자원을 농경과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연안국 주민들의 삶을 위
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중앙아시
아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상류국가들이 겨울에 수력발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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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도 화석연료 난방도 부족한 상태에서 혹한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
였다. 소련 해체 이후 과거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 체제는 사라졌지만, 실효성 있는
새로운 ‘수자원 거버넌스(water governance)’는 형성ㆍ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은 더욱 배가되었다.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중앙아시아의 수자원
관리 및 배분을 둘러싼 갈등 문제는 최근 CIS 지역 다자회의들에서 빠짐없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1)
‘나린강/시르다리야강(the Naryn/Syr Darya river)’의2) 수자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제 수자원 거
버넌스(international water governance)’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경제적ㆍ효율적
으로 물을 이용ㆍ관리하여 물 수요 증대와 가뭄으로 초래된 근본적인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물을 형평에 맞게 분배하고 효율적으
로 이용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 및 건천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지한다
는 환경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합 수자원 거버넌스를 형성한다는 것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내 자원에
대한 관할권 등에 대한 요구 때문에 고도의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새로운 댐,

1) 2008년 가을 비쉬켁(Bishkek) CIS 정상회담(10월 10일)에서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이
문제를 따로 의논하였으며, 2009년에 열린 CI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정상회의(2월 4일)에서 중앙아시아의 상류국가들과 하류국가들은 격렬한 비난전을 전
개하였다. 또 알마티(Almaty)에서 열린(2009년 4월 28일) ‘아랄해를 살리기 위한 국제펀드(the
International Fund for the Aral Sea)’에 창설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
상들은 다시 시르다리야강과 아무다리야강의 수자원 이용, 관리 및 보상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
던 바 있다.
2) 키르기스스탄 영내를 흐르는 ‘나린강(the Naryn river)’이 시르다리야강의 원류이기 때문에 문맥
에 따라 시르다리야강과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을 병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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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및 유수지(遊水池) 건설 등의 기술적 대안을 강구하는 문제 역시 어떤 형태
로던 하류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고, 막대한 건설 비용 때문에 러시아나
이란 등 역외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역시 역내외적인 국제정
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3)
본 논문의 목적은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국제 수자원 정치의
배경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국제하천을 둘러싼 수자원
갈등에 내재된 국제정치적 측면을 이해하고 향후 중앙아시아 수자원 갈등의 전개 방
향을 전망하는 데 있다. 국내에서 연구 성과가 드문 중앙아시아의 국제 수자원 정치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핵심적인 경제ㆍ산업
현안에 대해 공동의 협력ㆍ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 더 나아
가 경제ㆍ지역 통합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ㆍ전망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의의가 있다.
이 글은 2장에서 수자원의 현황과 소련시대의 통합 거버넌스, 3장에서 독립 이
후 수자원 분쟁의 배경과 국제 수자원 거버넌스 형성 시도를 다루고, 4장에서
2008년 에너지 위기 이후의 상황과 각국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국제 수자원 정
치의 전개를 살펴 본 다음, 5장에서는 인더스강의 물 분쟁 해결 사례를 통해 시사
점을 탐구하고, 6장에서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국제 수자원 정치의 전개 방향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례로, ‘캄바라트-I 수력발전소(the Kambarat-I hydroelectric power station)’ 건설에 소요되
는 비용 약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약속에서(2009년 2월) 보듯이 외부 세력도 재
정적 지렛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수자원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의 지경
학적 갈등이 강대국들의 지전략적 계산과 겹치고 있는 것이다. 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지
역 국가들의 국익 추구, 개별 국가들의 국내 수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문제 등에 역외 세력의 개입
변수가 더해져 문제는 더욱 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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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수자원과 소련 시대의 통합
거버넌스
시르다리야강은 키르기스스탄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한 나린강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주로 천산산군의 빙하나 눈이 녹아 나린강물을 이루는데, 나린강은 우즈베
키스탄 영토인 동부 페르가나 계곡에서 ‘카라다리야(Karadarya)’강과 합류하여 시
르다리야강 본류를 형성한다. 원류인 나린강으로부터 그 흐름을 보자면, 시르다리
야강은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다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거쳐 아랄해로 들어간다.4) 시르다리야강의 총길이는 2,800km이며 강 유역에 약
2,00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유역 면적은 약 25만~48만 평방km 정도이다.
매년 유수량(流水量)은 23.5~51입방km이며, 통상 홍수기는 눈이 녹는 4월에서 시
작되어 6월에 정점을 이룬다.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수자원의 약 75%는 키르기스
스탄 영토에서 만들어지며, 연평균 유수량의 약 90%정도는 유수지를 통해 통제ㆍ
관리된다.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유역에서 소비되는 물의 대부분은 관개용수이다.
소련 시대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유수량과 형태의 변화는 1974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를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측정기록이 남아 있는 1933년부터 1974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기간은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자연적인 유수가 일어나던 때인데 그
러다 보니 계절과 기후 변화에 따라 수위의 진폭이 컸다. ‘우치 쿠르간 수위측정소
(the Uch Kurgan gauge station)’에서 측정한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동 시기 평

4) 물의 흐름을 기준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별하자면, 상류국가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그리
고 하류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나뉘어진다. 두 상류국가는 지역 수
자원의 86.4%를 소유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수자원의 약 50% 이상을 공급하며
세계 5위의 수자원 보유국이다. 타지키스탄은 세계 8위의 수자원 보유국이다. Abduvaliev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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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유수량은 초당 390입방m 정도였다.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유수 형태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1974
년 ‘톡토굴 댐(the Toktogul Dam)’이 완공되고 나서부터였다. 이 때부터 ‘톡토굴
유수지(the Toktogul Reservoir)’를 통하여 소련 당국의 중앙집중적인 수자원 관리
가 이루어졌다. 톡토굴댐은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들에 위치하는 댐들 가운데
가장 큰 저류시설과 용량을 가졌다. 톡토굴 유수지의 총저수량은 19.5입방km로서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유역의 총 사용가능 저수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이니 그 크기
를 짐작할 수 있다. 유수지의 넓이는 280평방km이며, 길이는 약 65km에 달한다.
톡토굴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은 1200메가와트이며, 아랄해 권역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톡토굴댐을 준공한 후 소련 당국은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 관리에서 하
류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면화재배를 위한 관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농작물 재배를 위해 여름에 주로 방류하고 겨울에는
전력 생산을 위해 일정 부분을 방류하는 이런 수자원 관리 형태는 댐이 없던 시절
의 자연 유수 형태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댐에 담수
가 시작된 이후에 실제로 하류로 내려가는 최고 수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으며, 월별 수위의 변동성 역시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이 현상은 여름
철에 더욱 현저하였다.5)
모스크바는 1980년대 초에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물관리 기관을 타쉬켄트에
설립하여 강 상류의 유량을 관리ㆍ유지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연
방 중앙이 모든 통제와 감독을 중앙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나린강/시르다리야강

5) Bernauer and Siegfried(2008),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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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자원과 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역시 연방 재정으로 감당하였다.
물 배분과 수리시설 유지 책임을 담당하였던 소련의 수자원부(the Ministry of
Water Resources)는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연안의 공화국 정부들과 협의하고 중앙
아시아 기상청의 예보를 이용하여 매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작물재배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관개용수를 방류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수자원부는 중앙아시아의 각
공화국에 최대 10%까지 물 할당량을 증감할 재량을 갖고 있었다. 평상시의 기준
은 초당 10입방m 이상의 물을 지속적으로 방류하도록 하였다. 농번기에 댐에서 방
출된 물로 생산된 전력은 ‘중앙아시아에너지집적소(the Central Asian Energy
Pool: CAEP)’에 모였다가 개별 공화국에 배분되었다.6) 상류국가들이 농번기에 물
을 공급해 준 대신에 동절기가 되면 하류국가들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같
은 상류국가의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해 주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를, 카자흐스탄은 석탄을 제공하였으며, 러시아 등 여타 공화국들은 다른 자원을
공급하였다.7)
이처럼 소련 시기의 수자원 거버넌스의 특징은 중앙집중적이며 통합적인 성격
에 있었다.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연안의 개별 공화국들이 자의적으로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류국가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
실상 연방중앙이 수자원과 수리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였던 것
이다. 그 핵심은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방류 시기 조절, 그리고 상류국가의 수리
시설 관리ㆍ유지 비용에 대한 하류국가들의 에너지 보상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었
다. 소련 해체 이후 개별 공화국들의 독립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의 공익을

6) Bernauer and Siegfried(2008), p. 4.
7) Khamidov,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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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했던 통합 수자원 거버넌스는 작동을 멈추고 말았다.

Ⅲ.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수자원 분쟁 및 레짐 형성 시도

1. 갈등과 분쟁의 배경 및 원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수자원 관리와 이용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어제 오늘
의 일이 아니라 독립 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다만 최근
년에 형성되고 있는 몇 가지 정황들 때문에 중앙아시아 4개국을 흐르는 나린강/시
르다리야강의 수자원 문제에 대한 국제회담이 자주 열리고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
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정황들이란 첫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중앙아시아 전역에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 시기에 건
설된, 하류국가들의 농경 관개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상당량의 물이 수로에
서 유실되고 있는 것이다. 가뭄으로 물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관개용수의
중간 유실은 문제를 더 악화하는 요인이다. 셋째, 상류국가들이 수자원 이용을 효
율화하기 위해 더 많은 댐과 유수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하류
국가들은 물의 방류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 시기에는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이 모두 한 국가 속의 지역공동체였기에
수자원은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될 수 있었다. 당시에
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과 수력발전 산업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수자원 관
련 시설들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관리하였다. 동절기에는 물을 유수지에 저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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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농업용수가 필요한 하절기에는 수력발전 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면서 물을
하류로 방류하였다. 여름에는 전력생산과 농업에 필요한 관개용수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소련의 해체와 함께 통합적인 수자원 거버넌스를 강제할 주체가 사라지자, 중앙
아시아 5개국은 1992년 2월에 ‘국가간 물조정 위원회(the 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Coordination: ICWC)’를 조직하였다.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논의의 핵심은 겨울 상류국가들의 전력생산을 위한 물 방류
와 여름 작물생육기간 중 하류국가들의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물 방류 사이의 균
형을 잡는 것이었다. 5개국은 새로운 물관리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수리시설 유지
ㆍ관리를 위한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련의 물할당 원칙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톡토굴댐을 포함하여 가장 큰 규모의 유수지나 수리시설들이
ICWC의 통제하에 들어가지 않은 채, 사실상 개별 국가들로 국유화되었다는 게 문
제였다. 수자원 관리와 이용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아갔던 것이다.8)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 이용 목적과 시기가 상이한 상류국가와 하류국가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갈등 구도가 조성되었다. 먼저 이용 목적을 보자면, 상류국가
들은 에너지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댐의 수력발전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
를 난방과 산업 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 하류국가들은 면화 재배 등 농업에 필요
한 관개용수를 공급받아야 한다. 상류국가들은 수력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민생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하류국가들은 농업과 기타 산업용수로서
수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바, 그 의도가 서로 상이하다. 상류국가들의 경우는 대부

8) Bernauer and Siegfried(200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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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비소비적 물사용(nonconsumptive water use)’이라고 할 수 있고, 하류국가들
의 경우는 ‘소비적 물사용(consumptive water use)’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우
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면화 재배에는 많은 물이 소요된다. 1톤의 면화를 생
산하기 위해서는 4~5톤의 물이 필요하다.9)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를 보면, 독립 이후 새로운 수자원 및 에너지 협정이 체결
되기 이전인 1997년까지 물-에너지 교환거래의 일환으로 키르기스스탄으로 지원되
던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 에너지자원의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결과적
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량은 절반 이상(1991년 가치 기준) 줄
어들었던 것이다. 과거 수리시설 관리ㆍ유지에 대한 대가로 연방중앙과 이웃 공화
국들이 제공했던 재정지원도 끊기고 에너지자원도 없는 키르기스스탄으로서는 수
력발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키르기스정부가 관할하는 톡토굴
유수지의 작동 스위치는 관개모드보다는 수력발전용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1993년
겨울 이래로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위는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철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농번기에 하류국가들의 농경지는 대부분 물부족 현상에 시
달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족한 수자원의 양도 문제가 되지만, 상류국가들과 하류국가들의 수
자원 이용 목적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물 사용의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또 다
른 문제가 생겨난다. 수자원만 풍부하다면, 겨울이건 여름이건 필요할 때마다 방류
하여 목적과 의도에 맞게 물을 이용하면 되지만, 수자원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
제가 필요한 시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상류국가들은 유량이
풍부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겨울에 난방 등 긴요한 전력

9) Recknage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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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댐을 방류하여 전력을 생산하고자 하고, 하류국가들은 가을
부터 겨울까지 물을 저장하였다가 봄부터 여름까지 작물 재배 기간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 또 하류국가들은 농번기의 방류와 수력발전 가동을
통해 관개용 펌프를 작동할 전기도 공급받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류국
가들이 발전을 위해 겨울 방류를 할 경우, 유속을 감소하고 수위를 높이는 강 표면
의 얼음 때문에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하류국가들이 겨울 방류를 반대하
는 또 다른 이유이다.10)
이러한 이용 목적과 방류 시기의 극명한 대립 속에서 상하류국가들은 각자 국익
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의 관리와 이용 권
리를 둘러싼 상하류국가들간의 적대감은 증대되어 갔으며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2. 수자원 레짐 형성 시도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상하류국가들간에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체제가 없는 데
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연안국들은 수자원 이용과 관리 레짐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문제의식을 공유한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3국 정부들은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수자원 관리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1998년 3월 17일). 역시 연안국가인 타지키스탄은 이듬해 이 협정에 합류하였다.
연안 3국이 합의한 ‘시르다리야강 연안의 물과 에너지자원 이용에 관한 카자흐
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간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10) Bernauer and Siegfried(200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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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on the Use of Water and Energy Resources of the Syr Darya
Basin)’11)은 기본합의와 1998년도 물-에너지 교환에 관한 합의를 담고 있다.
핵심 합의 내용은 나린강 톡토굴 유수지의 방류 시기 및 보상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먼저 ‘물관리년(Water Management Year)’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작물 생육기(4월 1일~9월 30일)와 비생육기(10월 1일~3
월 31일)를 구분하고 있다.(협정 1조)
1998년의 합의는 구상(求償) 협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키
르기스스탄은 작물 생육기에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방출을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
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균등하게 공급하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은 유수지에 관개용수를 매년 그리고 다년간 보존해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석
탄, 가스, 전기 및 난방용 오일 등 등가의 에너지자원을 키르기스스탄에 제공해야
한다. 노동이나 용역 등 다른 형태의 생산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합의할 경우에는
화폐 지불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에너지자원이나 그 운송에 대해서
단일 가격 정책이 상호합의를 통해 적용되도록 하였다.(협정 4조) 그리고 당사국들
은 협정에서 합의된 에너지와 다른 종류의 상품 운송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
기로 합의하였다.(협정 5조)
동 협정은 당사국들이 물의 방출, 전력 생산 및 송전, 그리고 에너지 손실에 대
한 보상 등을 균등한 기초 위에서 매년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하였으며(협정 2조)
유수지 작동 모드, 에너지 양과 이전 등은 체약국의 부수상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물, 연료 및 에너지 소관기관들에 의해 채택된 결정들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간 협
1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Use of Water and Energy
Resources of the Syr Darya Basi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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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승인되어야 한다(협정 8조)고 규정하였다. 즉, 해마다 물-에너지 교환의
양을 정부간 협상을 통하여 재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수자원 레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약 어느 일방이 만료일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를 문서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다시 5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하였다.(협정 12
조) 상기 협정은 교환 거래되는 물과 에너지자원의 양을 매년 협상을 통해 합의하
도록 규정하였지만, 당사국들은 그 이후로 어떤 수정안도 다시 내놓지 않았다. 개
별 국가들이 1998년 합의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나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
로 보아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는 데 대한 암묵적인 동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98년의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수자원 레짐은 이후 나름대로 참고기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합의 내용의 이행 정도는 매우
낮고 그 진폭은 매우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12)

Ⅳ. 2008년 에너지 위기 이후의 상황과 각국 정부의 입장
상류국가와 하류국가간에 지속되어 왔던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상황
은 중앙아시아 일원에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2007~08년 겨울에 극적으로 증폭ㆍ
분출되었다. 에너지자원이 없는 키르기스스탄의 입장에서는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이를 난방용으로 공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절기에 발전용으로 유수지
의 물을 모두 방류하고 나면, 농번기에 관개용수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하류

12) Bernauer and Siegfried(2008),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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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키르기스 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결과적으로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추위 속에서 주민들은 엄혹한
동절기를 견뎌내야 했던 것이다.
업친 데 덥친 격으로 2008년 여름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시르다리야강의 저
수위로 관개용수가 부족해지자 우즈벡 측은 키르기스스탄이 국제 기준과 정부간
조약을 위반하고 수자원을 이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수자원
부 장관인 함라예프(S. Khamraev)는 동절기에 톡토굴 유수지의 물을 무분별하게
과잉 방류하여 하류국가들을 관개용수 부족에 시달리게 한 책임이 키르기스 당국
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소련 시절에 톡토굴 유수지를 건설한 목적은 전력 생
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물 재배를 위해 물을 저장하는 것이었는데, 키르기스스탄
측이 원래 목적을 망각하고 전력생산을 위해 물을 오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에 키르기스스탄의 최대 전력생산회사는 성명을 내어 과도하게 물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톡토굴 유수지는 이전과 똑 같은 유량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시르다리야강 물의
단지 1%를 사용하며, 자국 영토에서 생산된 총수자원의 20%만을 소비하고 나머
지 80%는 하류로 내려 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함라예프가 키르기스
스탄의 수자원 생성량의 50%만이 하류로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
가 크다. 여하튼 키르기스스탄은 시르다리야강의 저수위나 아랄해 고갈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13)
당시 ‘톡토굴 유수지’의 수위는 정상 수위보다 훨씬 낮아 수력 발전소의 정상적
인 가동을 위한 수량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석유나 가스가 없이는 발

13) Central Asia news (July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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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를 돌릴 수가 없는 처지였다. 키르기스 정부는 2008년 8월 전국적으로 단전제
를 도입할 계획이며, 가정에서 전기난방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포할 정도
로 가뭄으로 인한 키르기스스탄의 전력난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겨울철에 방류하
지 않는 데 대한 보상으로 상류국가들에게 에너지자원을 제공하도록 했던 1998년
의 4자조약이 실효를 상실한 조건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전력생산을
위해 수자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키르기스 정부는 2008년 4월과
6월에 4자조약을 복원하자고 제안하였지만, 함라예프 장관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의 실무그룹은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조약개정을 거부하였던바 있다.14)
이처럼 가뭄과 한발이라는 자연재해적 요인 외에 상황을 더욱 악화한 것은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상류국가와 하류국가간의 지경학적 입장 차이를 좁
히지 못했으며,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회의들에서 상
하류국가간의 입장 차이는 선명히 대비된다. 나린(the Naryn)강의 유수지들이 기
록적인 저수위에 머물렀던 어려운 여름을 보낸 뒤인, 2008년 가을(10월 18일) 중
앙아시아 5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수자원 이용과 관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당시는 톡토굴 유수지의 저수량이 통상적인 저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95억 입방미터에 불과하여 댐 건설 이래 기록적으로 낮은 수위를 보이고 있었
다. 카자흐스탄의 슈케예프(U. Shkeev) 부총리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 키르기스스
탄이 정상적으로 전력생산을 하게 된다면, 수위가 너무 낮아지고 흐를 물이 없어

14) Central Asia news (July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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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쯤에는 유수지의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렇게 되면
하류국가들에서 봄 농사에 사용할 관개용수 공급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15)
난국에 처한 키르기스 정부는 회의에서 물 역시 가스나 석유처럼 수출입이 가능
한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시사하였지만, 우즈벡 정부가 이를 강력
히 반대하면서, 물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고 팔린다는 개념 자체를 단호히 거부
하였다.16) 이처럼 키르기스 측은 수자원의 상품화 가능성까지 제기하였지만, 초국
가적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적인 입장은 무리하다기보
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편이었다. 독립 이래 키르기스스탄의 대외정책은 수자원이
이웃국가들 간에 갈등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시르다리야
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분쟁은 지역전체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위
협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시르다리야강 수자원의 약 75%를 생산하지만 시르다리야 강물의 약 10%인 40
억 입방미터만을 사용하는 키르기스스탄의 입장은 수자원을 공급받는 하류국가들
이 수자원의 보존, 수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따르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일례로 지역적 중요성을 가진 관개 시설의 유지에 2천 5백만(2001년 물가
기준) 달러가 소요되는 데 이 중 천만 달러는 키르기스스탄이 부담하는 몫이고 1
천 5백만 달러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톡토굴 유
수지 하나가 건설됨으로 인해 2만 8천 헥타의 토지가 물에 잠겼는데, 이 물을 관
개에 이용하는 이웃 국가들은 조금도 이에 대해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부분적인 보상의 일환으로 톡토굴 인근 지

15) Pannier(2008).
16) Pannie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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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4천 6백만 솜(som)을 지불하였다.17)
키르기스스탄의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자원과 수리시설의 정부간 이용에 관한
(On intergovernmental use of water resources and water facilities of the
Kyrgyz Republic)’ 2001년의 법은 영토 내의 수자원과 수리시설에 대한 국가소유
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평등 및 비용 분담 원칙 위에서 정부간 수자
원 유지 및 관리 계획을 재정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 법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불한 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일관되게
동 법에 대한 인정과 지불을 거부해 왔다.18)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격론과 공방 속에서 상류국가들의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한 임시처방을 마련하는 데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슈케예프(U.
Shkeev) 부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여분의 전력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판매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바, 우즈베키스탄은 전력 송전선의 자국 영토 통과를 보
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피력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수자원부장관 누랄리예프(K.
Nuraliev)에 따르면, 모든 당사자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력이 우즈베키스탄을 통
과하여 송전되어야 하고, 타직 정부는 ‘콰이로쿰 유수지(Qairoqum Reservoir)’로
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필요한 정도로 유지해야 하며, 이웃 국
가들은 타지키스탄이 콰이로쿰 유수지의 기술적 상태를 개선하는 작업을 도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한다.19)
그러나 이러한 다자회동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
았다. 2008년 10월의 회동 이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CSTO와 유라시아경제공
17)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Kyrgyzstan.”
18)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Kyrgyzstan.”
19) Pannier(2008).

183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동체(EurasEC) 정상회의(2009년 2월 4일)에서 타지키스탄 측은 자신들의 에너지
위기에 우즈베키스탄의 책임이 크다고 다시 비난하였다. 비난의 내용은 우즈베키
스탄이 합의와는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을 출발하여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타지키스
탄으로 가는 전력 송출을 방해했다는 것이었다.20) 정상회의 직전에도 타직 외무장
관 자리피(H. Zarifi)는 우즈베키스탄이 지난해 비쉬켁 CIS 정상회담(2008년 10월
10일)에서 서명한 에너지와 물에 관한 양자협정에서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
다고 비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전기 송
전을 방해하기 시작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이 어쩔 수 없이 누렉(Nurek) 및 콰이로쿰
(Qairoqum) 유수지의 물을 방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올 여름 이 물을 이용하는 하류의 우즈벡 및 투르크멘 농부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에 다름 아닌 것이다.21) 이러한 사례는 수자원 관리와 보상에
대한 합의도 어렵지만, 합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 문제를 논의한 가장 최근의 국제회담은 알마티
(Almaty)에서 열린 ‘아랄해를 살리기 위한 국제펀드(the International Fund for
the Aral Sea)’ 창설 회원국인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이다(2009년 4월 28일).
이 회담의 주 의제는 수위가 낮아져 점점 사막화되어 가던22) 아랄해로 흘러드는

20) Najibullah(2009).
21) “Tajik Minister Says Uzbekistan Violating Energy Agreement”(2009).
2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아랄해는 한 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륙해였다. 관개
용수 및 다른 산업용수를 대기 위해 시르다리야강과 아무다리야강의 물은 수많은 수로를 통해 중
간에서 사라져 버린다. 결과적으로 수위가 낮아진 아랄해는 북아랄해와 남아랄해로 둘로 나뉘어지
고 말았다. 고기잡이 배가 출항하던 아랄항(port of Aral)은 해안으로부터 35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북아랄해를 살리기 위한 1단계 계획의 일환으로 13km의 둑을 건설하였으며,
그 결과 북아랄해의 수면이 과거 최저 수면의 면적보다 40%나 확대되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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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을 늘려 바다를 복원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아랄해로 흘러드는 시르다리야강
과 아무다리야강의 수량을 늘린다는 것은 곧 양 강의 수자원에 대한 국가간 조정
과 통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묵은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 이용, 관리
및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의 바키예프(K. Bakiyev) 대통령이 정리한 것처럼 논의의 핵
심은 에너지 부족 문제, 새 수력발전소 건설 문제, 하류국가들이 우려하는 물 공급
부족 문제 등 세 가지이다. 갈등의 구도는 전력을 얻기 위해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
설해야 하는 상류국가들과 용수를 얻기 위해 물 부족 현상을 염려하는 하류국가들
과의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다. 이 같은 중앙아시아의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우선적인 두 가지 과제는 관개용수 공급과 전력 생산을 위
해 물 방류 시간표가 조정되어야 하며, 보상 차원에서 상류국가들에게 연료를 공급
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알마티 정상회담에서 바키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상류국가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 유지와 공급 서비스를 하류국가들에게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제안은 초국가적 수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다. 바키예프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제안 이전에 이미 전 키르기스 수상 맘베토프(B. Mambetov)
가 수자원이 키르기스스탄의 영토 안에서 대부분 생성되는만큼, 키르기스스탄은
수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바 있다. 맘베토프는 키르
기스스탄이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을 줄이고 있다는 우즈베키스탄 측의 주장을 부
인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은 나린강과 시르다리야강 유역으로부터

은 수면을 더 올리기 위해 새로운 둑을 건설하는 2단계 계획이 조만간 착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Blu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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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수량을 단 한번도 줄인 적이 없다고 확언하였다. 타직 대통령 라흐몬(E.
Rahmon) 역시 같은 맥락에서 타지키스탄은 결코 이웃 국가들을 물 없이 지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그렇지만 15년 이상 겨울만 되면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타직 주민들의 처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음을 강조하여 적
절한 보상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23)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수량을 조절하고 홍수를 방지해 주는 유수지를
유지ㆍ관리하는 경제적 부담을 자기들이 지고 있는데, 상류국가들의 부담을 보상
해 주는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을 공급해 주겠다던 4자 합의가 얼마 못가 좌초하고
만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여기다가 우즈베키스탄의 불평등한 가스 수
출가격 책정이 그 불만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맘베토프 전 수상은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의 경우, 키르기스스탄에는 가스 1천 입방미터당 240달러에 수출하는 데
비해 카자흐스탄에는 84달러를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웃 국가들의 에너
지 수출정책을 감안하면, 키르기스스탄도 물을 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4)
다음으로 핵심적인 쟁점은 상류국가들의 수력발전소 건설 문제이다. 키르기스스
탄은 ‘캄바르-아타-1 수력발전소(the Kambar-Ata-I hydroelectric power station)’
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약 20억 달러를 지원
하겠다는 모스크바의 약속을 얻어낸 상태이다.25) 타지키스탄 역시 만성적인 에너
지 위기를 해소하고 전력 수출국가가 되기 위해 ‘바흐시강(the Vakhsh river)’에
347m 높이의 ‘로그훈 수력발전소(Roghun hydropower plant)’ 건설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26)
23) Pannier(2009).
24) Pannier(2009).
25) Gleas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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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재정지원은 마나스 공군기지 폐쇄 등 키르기스스탄의 친러정책을 유
인하는 경제적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키 양자협상 진행
과정에서 바키예프(Bakiev) 키르기즈 대통령이 마나스 미공군기지 폐쇄 결정을 밝
히고(2009년 2월 3일), 곧 이어 메드베제프(Medvedev)와 바키예프 양 정상은 키
르기스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는27) 것은 시사하
는 바 있다. 게다가 이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 등 구소련 7개국 정상은 집단대응군 창설에 합의하고 마나스 기지에도 일부
병력을 배치할 방침을 밝혔다는 사실은 모스크바가 대중앙아시아 안보정책에서 비
슈켁과의 관계강화와 마나스 기지 폐쇄에 대해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었는지를 짐
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모스크바가 비슈켁의 대규모 수리시설 건설 계획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견제, 하류국가인 우즈베키
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지경학적 영향력 지렛대의 확보 등 다면적인 전략적 산
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듀산베의 로그훈 수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이란
의 지원 역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동일한 페르시아계 주민이 다수
를 차지하는 타지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
진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규모 수리시설 건설에 대한 러시아와 이란의 재정지
원은 모두 중앙아시아의 국제 수자원 정치에 역외 국가들이 개입한 전형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알마티 정상회담에서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상류국가들이 물 부족과
전력생산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댐 건설 구상에 대해 다시 적극

26) “Tajikistan Objects to Medvedev’s Comments on Water Policy”(2009).
27) Gleas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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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카리모프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사전 조사 없이는 상류국
가들은 새 댐 건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은 대규모 수
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국제하천의 수로를 이용하는 모든 결정은 어떤 경우에
도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인접국가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해서
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타쉬켄트는 캄바르-아타와 로그훈 계획은 자연에 대해
통제되지 않은 폭력을 행사했던 소련의 전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난하
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2009년 4월 14일) 우즈벡 외무부는 이웃 국가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어떤 수자원 이용 결정도 물 공급과 관련된 상황을 악화할
것이며, 하류국가들에 거주하는 수천만 주민들의 삶의 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즈벡 외무부는 중앙아시아의 물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제3국의 간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유엔의 후견 아래 국제하천의 수력에너지 이용
계획에 대해 국제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28)
이에 맞서 이전부터 타직 정부는 자국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이웃 국가들에게 손
실을 줄 수 있다는 우즈벡 정부의 관점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또 상
류국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캄바라트-I 수력발전소나 타지키스탄의 로그훈 수력발
전소 건설 계획 모두 소련 시기에 이미 수립되었던 것이며, 소련의 해체와 함께 사
문화되었던 것이니만큼 지역전체 공익의 관점에서 이미 타당성 검증이 종결된 것
이라고 간주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유량 부족을 이유로 상류국가들의 댐건설은 반
대하면서도, 자국에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에는 인색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국가로서 농업용수 필요량은

28) Panni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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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데 반해 관개를 위한 수리시설은 점점 더 노후화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은 노후화된 관개시설 때문에 자국 영토 내에서 약 50-70%의 물이 유실되고 만다
고 한다.29) 이처럼 하류국가들은 여전히 노후화된 관개시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음으로써, 부족한 물을 하류로 보내는 상류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는 배려심의 부족을 드러냈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30)
회담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더 공격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을 수행하려 하는 데 대해 양국을 비난하였으며, 이를 맞받아 키르기스스
탄과 타지키스탄 등 상류국가 지도자들은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하류국가들이 수자
원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려 들지 않는다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
였다. 결국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류국가들과 상류국가들의 상치되는 국익을 둘러
싼 다툼에서 상생의 공통분모를 끌어내지 못하고 아랄해 문제 및 초국가적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다.31)
통합적인 수자원 레짐의 부재로 인하여 심화된 이러한 물분쟁은 물 이용권을 둘
러싼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불명확한 영토 문제와 결합되어 심각한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2008년 3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 부
근 댐에서의 충돌 사건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타지키스탄의 이스파라(Isfara) 구역의 거주민 150명이 구역장 야쿠보바(M.
Yakubova)와 경찰들과 함께 키르기스스탄의 바트켄(Batken) 지역으로 국경을 넘

29)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유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강에서 수로로 빼낸 수량의 40%도 채 농경지에 도
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몇 몇 지역의 염화는 지난 10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하였으
며, 높아진 지하수면이 농경을 위협할 정도라고 한다. “Central Asia: UN Sees Weak
Leadership on Water Issues”(2006).
30) Marat(2009).
31) Marat(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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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쇄도하여 몇 년전에 World Bank의 재정지원으로 건설한 댐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 타직인들은 ‘악사우강(the Aksay River)’에 세워진 댐을 부숴 그들
의 농경지로 강물이 직접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다. 악사우강은 키르기
스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흐르는데 이스파라의 농경지들에 관개용수를 제공하는
주된 수자원이다. 야쿠보바는 댐을 건설한 키르기스 당국과 World Bank를 거세게
비난하였는데, 댐이 건설된 위치가 양국이 분쟁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댐을
지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32)
국경 분쟁과 수자원 관리 문제가 얽힌 또 다른 경우는 ‘샤르다라 유수지(the
Shardara Reservoir)’이다. 이 유수지는 정확히 카자흐-우즈벡 국경에 위치해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몇 년 전에 이 지역의 카자흐-우즈벡 국경이 성공적으로 획정
되었다고 선언되었으나 사실상 동 지역은 여전히 양국간 논란과 다툼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08년 7월 중순 샤르다라 유수지 하류인 카자흐스탄 지역에 물의 흐
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개용수의 문제가 생기자, 카자흐스탄의 부수
상 슈케예프(O. Shukeev)가 우즈베키스탄의 부수상 아지모프(R. Azimov)에게 공
식 전문을 보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조치를 취하라고 거의 경고에 가까울 만
큼 강하게 채근하였으며, 더 나아가 슈케예프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여론
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이 전문을 카자흐 국영 언론에 그대로 전재하기까지 하였다
고 한다. 다행히 우즈베키스탄 측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샤르다라 유수지의 물 이용ㆍ관리 문제는 영토 문제와 얽혀 여전히 심각한 분규를
낳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33)

32) Sharipzhan(2008).
33) Merha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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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쟁인가 협력인가: 인더스강 유역 수자원 거버넌스의
시사점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수자원 갈등의 연원과 초기 전개 과정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대
표적인 사례가 인더스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다. 영국
의 식민지배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전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던 인
도와 파키스탄이 인더스강의 수자원 분쟁을 고조하여 ‘물전쟁(water wars)’34)으로
가는 대신에 ‘인더스강 물 조약(the Indus Waters Treaty)’에 합의해 나간 일련의
과정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신생국들이 국제하천의 평화적 이용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데 시사하는 바 크다. 인더스강 유역의 물 분쟁 역시
영국의 식민지배하에서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되었던 수자원 레짐이 인도와 파키
스탄의 분리로 인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됨으로써 야기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물분쟁 사례와 동일하다.
양국이 분리된 직후 파키스탄의 운하와 관개수로에 대한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
해 동펀잡과 서펀잡 정부들간에 임시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분쟁이 끊이지 않
자,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뉴델리에서 회동하여, 서펀잡에 대해 수트레지강으로
부터 물공급이 충족되어야 하며, 양국은 양자회담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영연방자치령간협정(the Inter-Dominion Agreement: 통상 ‘델리협정’으
로 지칭)’에 서명하였다(1948년 5월 4일).35)
34) ‘물전쟁’이란 단지 물의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야기된 쟁점들로 인해 국가간 전쟁이 촉발되고 유
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Alam(2002), p. 341.
35) Alam(2002), pp. 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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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간은 수자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긴
장을 고조하였고, 협정 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을 비롯하여 양측의 입장은 더욱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였다. 대립이 교착되고 장기화되던 상황에서 국면 전환
을 위해 개입한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현장조사 및 수집자료의 검토를 거
친 후, 인더스강 유역의 분할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제출하였다(1954년 2월).36)
인도는 이 안을 수용하였으나, 파키스탄 측은 이 안의 구상대로라면, 필요한 만큼
의 수량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파키스탄의 우려를 고려하
여 1954년 계획안을 일부 수정한 ‘1956년원조메무아르(1956 Aide-Memoire)’를
채택하자 이번에는 인도가 수정안에 반대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파키스탄에서 쿠
데타(1958년 10월)로 집권한 신정부가 세계은행의 1954년 계획안과 ‘1956년원조
메무아르’를 조건없이 수용(1958년 12월)함으로써, 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데 약 2
년이 경과된 1960년 9월 19일 인도, 파키스탄, 세계은행 사이에 ‘인더스강 물 조
약(the Indus Waters Treaty)’이 체결되었다. 양측이 1961년 1월 조약을 비준함으
로써 인더스강의 수자원 이용 레짐은 실효성과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분리 독립 이후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간헐적인 충돌이
지속되는 등 양국간의 전반적인 갈등과 대립의 분위기 속에서 국제하천의 수자원
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물 조약의 체결 후인 1965년과 1971
년 두 차례의 전쟁을 겪는 동안에도 조약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
였다는 사실은 조약 이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놀라운 일이다.

36) 세계은행 분할안에 따르면, 인더스강 동편의 세 지류(the Sutlej, Beas and Ravi)는 인도에, 인
더스강 서편의 세 지류(the Chenab, Jhelum and Indus)는 파키스탄에 귀속되며, 결과적으로
인더스강 유역 총 지표 수자원의 약 20%는 인도가, 약 80%는 파키스탄이 이용하는 것이었다.
Alam(2002),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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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인더스강 수자원의 호혜적ㆍ평화적 이용에 합의하기 위한
포괄협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특별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서
도 오랫동안 협상하였으며, 성공적인 조약 체결 이후에는 약 반세기 동안 합의된
의무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 영토 분할 이후 양국간에 전반적인 대결과 갈등의 분
위기가 득세한 상황에서 ‘물전쟁’ 대신에 협력을 선택하고 이를 지속해 나온 현상
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Alam은 두 가지 관점에서 협상의 타결과 이후 협력 지속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
다.37) 첫째, 재정적 요인인데, 이것은 세계은행, 미국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
해서 타협과 협력을 선택하였다는 설명이다. 1960년에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이
‘인더스강유역개발펀드(the Indus Basin Development Fund: IBDF)’를 설립하였
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간 협정의 핵심이 인더스강 지류들의 수자원을 분할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자 여타 세부 협상들
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국제재정지원 계획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파키스탄은 인
더스강 지류들의 동쪽 상류지역을 인도에 양보함으로써 상실한 수자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대규모 저류시설과 연결 수로들을 건설할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
요하였던 것이다. 당시 파키스탄의 경제상황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재정지원이 없이
는 이러한 인프라 건설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물 합리성(water rationality)’이다. ‘물 합리성’은 한 국가가 장
기적인 관점에서 양과 질을 담보한 수자원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
치들을 의미한다. 물 합리성이 의미하는 바는 일국은 국내적으로는 수자원을 신중
하게 관리하며, 국제적으로는 공유 수자원에 대한 장기간의 접근을 보장하는 데 친

37) Alam(2002), pp. 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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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인 공동 유역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더스강의 지류
이자 강상류에 해당하는 수트레지강 유역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의 개발 사업들이
하류에 위치한 자신의 물 이용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주민들의 생계 자체를 위
협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반면에 인도는 수트레지강 유역의 가난을 퇴치하기 위
하여 관개능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
울 것처럼 보였지만, 양국은 분쟁과 대결보다는 협력을 선택하였다. 협력이 가능했
던 이유는 물이 주민들이 삶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반면, 수량은 절대적으로 부족
하고 언제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에 호소한다고 하더라
도 충분한 물공급을 보장할 수 없으며, 수리시설을 건설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
제적인 재정지원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타협과 협력 외에는 현실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물 합리성’이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인더스강 물 조약’
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정 지원은 물론 인더스강 유역으로부
터의 물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저자는 인더스강 수자원 레짐의 지속을 뒷받침한 지정학적 특징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상호 맞물려 있는 인더스강 유역의 지리적 특성, 독립 이
전부터 인더스강의 동편 지류들에 관개 시설들이 집중되고 발전된 점, 냉전기 소련
에 대한 서방의 봉쇄전략에서 인도대륙 북서부의 중요성, 인더스강 수자원의 개발
을 통하여 인도와 파키스탄이 획득하게 될 막대한 규모의 개발이익에 대한 양국의
인식 즉, 양자간의 협력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않고서는 어떤 개발 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등을 말한다.38)
인더스강 유역 수자원 레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상기한 사항들은 나린

38) Brichieri-Colombi and Bradnoc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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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 국제정치에 몇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대결과 갈등의 고조로 인한 ‘물 전쟁’ 시나리오보다는 타협과 협력을 선
택하는 것이 유역 국가들 모두에게 이익이다. 상하류 국가들간의 분쟁을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반면에 협력을 통해서는 모든 연안국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자원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레짐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부족하더라도 기존레
짐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1998년의 나린강/시르다리야강 국제 수자원 레짐이 완전
하지 않아 이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레짐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2008년
초부터 여름까지의 전력 부족과 물부족난이 더욱 심화되었다. 구상(求償) 협정의
성격을 가진 1998년의 다자간 협정은 해마다 물-에너지 교환의 양을 정부간 협상
을 통하여 재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수자원 레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원천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후 어느 일방도 새로운 수정안을 다시 내놓지 않은 채, 기존 합의 내용의 준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렵게 구축한 1998년의 수자원 레짐은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말
았던 것이다.
셋째, 원천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서 댐, 저수지
및 운하 건설 등의 대규모 수리시설 건설을 위한 국제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러시아가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캄바라트-I 수력발전소나 이
란의 재정지원이 약속된 타지키스탄의 로그훈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 등은 하류 국
가들의 수자원 확보와 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국제적인 기구가 중심
이 된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상류국가들의 개발 계획이 하류국가들
의 물 이용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종국적으로 나린강/시르다리야강 강 유역 4국

195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모두의 수자원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줌으로써, 대규모 수리시설 건설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별 국가들에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
연조건으로서 강수량이 부족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고 본다. 부
족한 물의 분배만을 두고 상하류 국가들이 다툴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분배된 물
을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이용하려는 자세와 수리시설의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나린강/시르다리야강 유역을 개별 국가나 특정 지방의 입장에서가 아니
라 단일한 전체로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며, 사
실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더스강의 물 분쟁에서도 쟁점이 된 수트레지강
하나가 아니라 인더스강 유역 전체를 하나의 수역 체계로 보고 유역의 주민들 전
부의 물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자원을 분배하고, 부족한 공급 부분에 대
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리시설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였던 성공적
인 사례가 이러한 접근방법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상술한 시사점들을 염두에 두고 전망하자면, 나린강/시르다리야강 네 연안국가
들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갈등과 분쟁보다는 타협과 협력의 방향을 선택하고 적절
한 수자원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와 실효성
있는 수자원 관리 레짐의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던 2008년의 전력난과 물 부
족 사태를 계기로 연안국가들은 통합 수자원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절감하고도 남
았을 것이다.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주장이나 행위는 당사국들간에 수자원의 적정
한 분배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며, 자국의 수자원 안보에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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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국제하천의 수자원 이용 권리에 관한 문제는 국가간 갈등과 분쟁의 주요한 원천
들 중의 하나이다. 상류국가는 자국의 영토를 흘러가는 강물을 임의대로 이용할 권
리가 있는가 혹은 하류국가들의 수자원 이용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입장은 개별 국가들의 지경학적 위상에 따라 첨예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반영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소련의 해체와 함
께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통합 수자원 관리 체제가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하지 못한 채 갈등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통합적인 협력과 조정의 메커니즘이 사라진 조건에서 상류국가들과 하류국가들
의 자기중심적인 이익추구의 결과가 가져 온 폐해는 최근에 수리시설의 노후화와
같은 인재(人災) 그리고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겹치면서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초국가적인 협력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모두 동
의하지만, 그 동안의 국제회의에서 보듯이 합의는 쉽지 않았으며, 타결된 기본합의
조차 준수되지 못했다.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통합적인 수자원 거버넌스를 이루는데 장애요인으로 수
자원에 대한 경쟁적인 요구와 국가주권의 문제 외에 약한 정치적 리더십과 비전,
지역 국가들의 국력과 협상능력에서의 비대칭성, 국제 수자원 회의 등 합의 추구
과정에의 불참여,39)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지도자들간의 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상기한 요인들은 대부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볼 때, 다른 한

39) “Central Asia: UN Sees Weak Leadership on Water Issue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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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수자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들이 제
안되고 있다.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몇 개의 작은 댐들을 건설하여 겨울에
키르기스스탄이 전력 생산을 위해 방류할 때, 자국 영토 안에 물을 저류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은 과거에 이미 제기되었던 계획인데,
톡토굴 유수지의 상류에 새로운 유수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상류의 새 유수지에
서 겨울에 댐을 통해 방류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방류된 물은 하류인 톡토굴 유수
지에 저류되어 있다가 봄부터 여름까지 작물 생육기에는 하류국가들이 관개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류하는 방식이다.40)
“EU-중앙아시아: 에너지안보 관계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프라하에서 열렸던 국
제회의(2009년 4월 16일)에서 참가자들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형 수력발전소들을 만드는 방안을 옹호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타지키스탄
의 라흐몬 대통령은 50개의 소형 발전소를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41)
그리고 2009년 3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수자원관리회의에서는 국제적 협력과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시베리아 옵(Ob)강의 물을 아
랄해 연안으로 공급할 2천km의 운하를 건설하자는 안인데, 이 제안은 1960년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42)
어떤 기술적 대안을 강구하고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나린강/시르다리
야강의 수자원 갈등의 해결은 일국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지역 전체의 협
력, 더 넓은 범위의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초국가적 수자원 거버넌스 형성 문제에 대해 너무 단기적인
40) Bernauer and Siegfried(2008), p. 8.
41) Pannier(2009).
42) Recknage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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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장기적인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의 전망에서 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상하류 국가들이 통합적인 수
자원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자원을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기술적 대안들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문
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중장기적인 경제 협력, 발전
및 통합의 진척을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과 관리를 위한 공동의 협력과 조정 메커니즘을 가동하지 않고 지역 국가들이 독
자적인 경제개발 전략과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기 때
문이다.
약 반세기 동안 인더스강의 통합 수자원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준수와 유지 사례
에서 보듯이,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물 분쟁 해결 방안 모색에서도 역시 당사국들
간의 타협과 협력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유일한 행위 원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린
강/시르다리야강의 연안국가들은 2008년의 어려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점
을 완전히 체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안국가 정상들이 참여한 수자원
국제정치의 장에는 여전히 상호비난이 설득의 힘을 억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시간의 문제일 뿐, 중장기적으로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연안국가들은 대결
과 분쟁보다는 타협과 합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제 수자원 레짐의 형성과 유지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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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린강/시르다리야강(the Naryn/Syr Darya river)’의 수자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제 수자원 거
버넌스(international water governance)’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경제적ㆍ효율적
으로 물을 이용ㆍ관리하여 근본적인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통합적인 수자원 거버넌스를 이루는 데 여러 장애요인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네 연안국들은 중장기적으로 대결
과 분쟁보다는 타협과 합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제 수자원 거버넌스의 형성과 유
지로 나아갈 것이다.
<Abstract>
To resolve the conflicts of the Naryn/Syr Darya river it is required to build
an effective international water governance to put water resources under unified management and to try to develop technological alternatives to cope with
water scarcity problem and to use and control water economically. In the midand long-term perspectives the four riparian states in the Naryn/Syr Darya river might advance towar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n international water governance not through confrontations or disputes, but through compromise
and agreement, notwithstanding lots of obstacles on the way to a unified water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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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ㆍ자원외교 대상 지역에는 독립국가연합(CIS)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
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인잔 등이 중심국가로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기간 동안 정부가 CIS를 상대로 추진한 에너지ㆍ자원외교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앙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실용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에너지ㆍ자원외교의 출발은 2008년 5월 11일부터 8박 10일 동안 진행
된 한승수 전 총리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
이잔 등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9년 5월 10일부터 4
박5일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뒤를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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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대통령이 2008년 9월 28일 3박4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지만, 행정부의
최고수반인 대통령과 총리가 잇달아 에너지ㆍ자원외교를 위해 2번 방문한 곳은 중
앙아시아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유일하였다. 이미
참여정부에서도 2004년 카자흐스탄, 2005년 우즈베키스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방문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ㆍ자원외교를 위해 방문한
국가들 중에서 그 횟수만 놓고 평가하여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의
에너지ㆍ자원외교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EU,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세계열강들이 구
소련 붕괴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양국을 상대로 에너지ㆍ자원외교를 전개한 것과
달리 한국정부의 움직임은 시기적으로도 늦었으며, 특히 국내의 해당국에 대한 관
심이나 전문가의 인프라 정도가 위의 경쟁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어서 더욱 더 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위의 열강들에 비해 광구를 획득하는 양
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거대한 석유메이저회사와 중
국 정부의 물량공세를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안
으로 패키지형 에너지ㆍ자원외교를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효
과는 미비하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신 거대 게임(The New Great Game)’의 중심에 있는 카자흐스탄을 대통
령, 총리, 그리고 관련 장관 등이 가장 많이 방문하였지만 아직까지 그곳에서 가시
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 결과적으로 진출 시기, 인지도, 정보력,
그리고 양적 승부에서 우리가 위의 열강들에 비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
1) 한국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세림제지 등이 원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카스피해 해상
유전 및 육상유전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광구의 규모나 지분 비율에서 기존의 경쟁국들에 비해 현
저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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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이고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기존의 전략과 다른 방식을 찾기 위한 첫 단계는 양국에서 우리가 위의 열강들보
다 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민간 기업의 활동
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의 민간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보다 그 활약상
이 뛰어나다. 전자제품, 정보통신, 금융, 건설, 방직분야 등에서 한국제품의 우수성
이 인정받고 있다. 초기 수출의 단계에서 현지 생산 공장 설립으로 투자 규모를 확
대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양국의 2차 산업
발전에 공헌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
자, 정보통신, 방직, 등에 진출하여 해당국의 2차 산업에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받
고 있다.2)
2. 고려인의 존재
현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각각 10만여 명과 16만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양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
인은 어려운 정착 과정을 힘겹게 이겨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그 민족성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활동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관한 자료는 이재영ㆍ윤성학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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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은 해당국에 우리의 문화와 풍습을 알렸으
며, 이것은 구소련 붕괴 이후 한국 기업들의 해당국 진출에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셋째, 한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고려인의 존재로 인해
한류가 일찍이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인’, ‘완전한 사
랑’, ‘세잎클로버’, ‘천국의 계단’, ‘파리의 여인’, ‘대장금’, ‘장보고’, ‘주몽’ 등과
같은 드라마가 현지에서 호응을 받았다. 특히 카자흐스탄보다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정도가 높았다. 여기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다른 경쟁국들의 드라마가 해당국에
소개되어 한류만큼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비록 미국의 드라마가 러시
아 채널을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당국의 주민들과 문화코드가 맞는
한류를 앞지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경쟁국들을 앞서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역할로 그리고 고려인의 역할로 나누어 평가해
서는 안 된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모국의 발전과
재외한인과의 연관성이다. 모국이 국제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재외한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재외한인들의 거주국에 정착
정도는 모국의 해당국 진출과 성공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
과적으로 과거와 같이 모국의 일방적인 아니면 재외한인의 일방적인 성장은 더 이
상 발전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방의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한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예를 들면, 재미동포의 거주국에서 성장은 한국의 대미외교에 적
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성공한 동포 기업가들은 모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

207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자를 하고 싶어 한다. 또한 한국의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는 재미동포의 성장에 직
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우리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에서 에너지ㆍ자원외교의 성공과 그것을 넘어서는 발전을 하려면 고려인의 지원
과 성장이 필요하다. 양국의 독립 초기에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기업의 진출이 고려인 사회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3) 이를 발판으로 현재 양국의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려인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에는 실제로 우리의 에너지ㆍ자원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물론 이러
한 사실을 간과하지는 않았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상호간의 협력체제가 이제는 필
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해당국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
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현재 위상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장기적
으로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 배출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는지 등과 같은 사
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양국에 대한 에너지ㆍ자원외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 정부의 에너지ㆍ자원외교에 중심 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고
려인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양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을 소개할 것이며, 이들

3) 여기서는 모국보다는 한국으로 규정하겠다. 고려인 가운데 북한을 모국으로 인식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 초기 고려인 사회의 성장은 체제전환기에 적응하는 내부적인 성장도 있었지
만, 지금의 수준으로 성장한 배경에 한국의 위상과 한국 기업의 진출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
명한 사실이다. 해당국 정부에서 고려인을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발탁하는 데는 그들 자신의 우수
함도 있겠지만 한국과의 관계도 고려하는 측면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인
편 비탈리, 카자흐스탄의 상원의원인 채 유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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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 배경과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양국의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는 양자간의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활용방안
을 제안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양국의 고려인 차세대 정치인과 경제인 양성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Ⅱ. 본론
1.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현황과 특징
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현황과 특징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연해주 한인이 최초로 도착한 곳이 중
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였으며 이곳에서 CIS 고려인 이주사가 시작되
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정착 초기부터 집단농장을 통한 집단화와 조직화
를 이루었기 때문에 민족문화를 유지하는데 좋은 환경을 가졌다.4)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1938년에 이미 고려인 중심의 집단농장이 57개에 달했다.5) 게다가 고려인
집단농장에서 생산되는 벼의 수확량은 고려인 특유의 농사기술과 근면성으로 인해

4)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글신문인 레닌기치의 발간은 이를 대변해 준다.
5) 김게르만(199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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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족의 집단농장을 추월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기간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6)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은 주변의 국가들에 비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의 카자흐스탄 영토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한다는 문제에서 유래
한다. 근대 이후 러시아제국의 중앙아시아 침략은 현재의 카자흐스탄을 시발로 하여
우즈베키스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러시아제국은 현재의 카자흐스탄 지역을 지배하
면서 45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인을 이주시켜 점진적인 러시아화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러시아혁명 이후 중앙아시아가 소비에트화 되면서 유목민인 카자흐인들은
정주를 강요받는 과정에서 170만 명이 희생되었다.7) 이러한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표-1. 카자흐스탄의 주요 민족구성
(단위:%)

민족/연도
카자흐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타타르
우즈베크
벨라루스
위구르
고려인

1897
73.9
12.8
*
1.1
1.3
*
-

1911
60.8
27.0
*
1.1
1.1
*
-

1926
59.5
18.0
12.4
0.7
0.7
3.2
-

1939
38.0
40.2
10.8
1.5
1.6
1.7
0.5
-

1959
30.0
42.7
8.2
7.1
1.5
1.1
1.2
0.6
0.8

1970
32.6
42.4
7.2
6.6
2.2
1.7
1.5
0.9
0.6

1979
36.0
40.8
6.1
6.1
2.1
1.8
1.2
1.0
0.6

1989
39.7
37.4
5.4
5.8
2.0
2.0
1.1
1.1
0.6

1999
53.4
29.9
3.7
2.4
1.7
2.5
0.8
1.4
0.7

2006
59.2
25.6
2.9
1.4
1.5
2.9
1.5
-

주: 1897~1911년의 러시아인은 모든 슬라브인을 포함한 수치.
자료: Agency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2006”(http: //www.stat.kz/index.php?lang=rus&uin=1176791556& chapter= 1176791809.
검색일: 2009. 10. 11.)

6) 카자흐스탄 고려인 67명이 사회주의노동영웅 칭호를 받았다.
7) 러시아제국과 소비에트체제 하의 카자흐인 식민지 역사는 손영훈(2007)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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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토착민족인 카자흐인은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1]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비에트체제 하에서 카자흐인은 러시아인과 비교하
여도 그 수가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이 독립하면서
러시아인, 독일인, 유태인 등이 대거 모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카자흐인의 인구 비
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졌다. 1997년에 들어가서 수치가 역전되었으며 지금은 카자
흐인이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카자흐 정부의 민족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나
누어진다. 첫 단계는 독립 초기에 전개하였던 카자흐 민족주의이며, 두 번째 단계
는 1995년부터 시작된 민족통합 정책이다.
카자흐 정부의 민족주의 정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카자흐 정부는 독립 이후 카자흐인이 자국에서 차지하는
인구수의 열세로 인해 주변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 달리 민족주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민족융합 정책 혹은 민족 통합 정책을 채택
하였지만, 위의 정책과 달리 실질적으로 카자흐 정부는 카자흐 토착민족 중심의 민
족주의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윤형숙 외 2000: 13-14, 장원창 1999: 160). 이
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조문에 나타나는 민족주의 성향
카자흐스탄을 ‘카자흐인 민족국가’로 건설하겠다는 카자흐 정부의 법적인 의지
는 1993년 1월 28일에 선포된 자국 헌법의 전문에 명시된 ‘카자흐인의 민족자결
체(self-determination of the Kazakh nation)’라는 어휘에서 출발하였다. 당시에
이러한 문구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게 강력한 저항을 야기하였다. 데
이브 브하브나(Dave Bhavna 2002: 11)는 카자흐 정부가 결국 1995년 헌법 개정
을 통해 위의 어휘를 삭제하고 대신에 ‘카자흐스탄의 국민(the peop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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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akhstan)’으로 대체하였지만, 여전히 ‘카자흐인 토착의 고향(the indigenous
homeland of the Kazakh)’이라는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 정
부가 결코 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하였다.8)
둘째, 소비에트 잔재 청산
식민 통치 이후 독립국들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정책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작업이 거리지명, 도시지명 등을 민족적 인
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다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자흐어 중심의 명칭으로 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카자흐 정부는 거리와 도시의 지명을 카자흐어로 변경하였다.
셋째, 새 역사 만들기
카자흐인이 국가단위로 중앙아시아 역사에 나타난 것은 대략 15세기 정도로 분
석되고 있다.9) 따라서 카자흐인이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시기가 불과 5세기 정
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카자흐스탄의 주류 민족으로서 카자흐인이 그 위상을
인정받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역사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카자흐 정부는 ‘카자
흐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카자흐 민족의 위
대한 인물들을 발굴하여 그 정통성을 홍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카자흐 민족의 문
화를 정립하였다. 특히 소비에트 식민지 역사를 재조명하여 카자흐 민족이 받았던
역사적 피해를 강하게 제시하였다.10)
8) 카자흐스탄의 독립 헌법은 1993년 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1995년 8월 30일 국민투표를 통해
1차 개정되었다가 2007년 5월 21일 다시 2차 개정되었다.
9) 카자흐인의 중앙아시아 출현과 역사 형성은 김상철(2007) 논문 참조.
10) 소비에트 정부가 추진한 정착화 과정의 학살이나 세미팔라틴스크의 핵실험 피해 등이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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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언어정책
위의 정책과 더불어 카자흐 정부가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민족주의 정책은 카자
흐어의 공식어화 정책이었다.11) 카자흐 정부는 독립 이전인 1989년에 이미 언어
법(Law of Language)을 선포하였으며 독립 이후 1993년에 선포된 헌법에서 카자
흐어가 공식어로 규정되었다. 당시에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구사하는 소수민족들
이 50%가 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하였다.
이처럼 독립 이후 카자흐 토착민족이 주도하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이주가 급증하고 사회적 차별이 나타나게 되자, 모국으로 돌
아가지 않고 정치적 저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이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상 예상되
었던 상황이었다. 1992년 9월에 러시아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정당인 Lad(화합)가
창당되면서 러시아인의 저항은 정치적으로 발전하였다. Lad는 카자흐 민족주의로
인해 불안한 미래를 인식한 러시아인이 모국으로 이주하면서 카자흐스탄 북부에
거주하던 러시아인 인구가 1/4로 급감하자 ROSD(슬라브 공화국 사회 운동:
Respublikanskoe Obshchestvennoe Slavyanskoe Dvizhenie)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핵심은 카자흐스탄 북부가 모국임을 선언하고 더 이상 러시아인이 그곳
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는데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를 움직여 카자흐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였다.12) 그리고 루스카야 오브쉬치나(러시아 사회:
외부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11) 카자흐어의 공식어 기능과 문제는 손영훈(2008) 논문 참조.
12) 2000년 10월 러시아운동 대표들은 당시 러시아대통령 푸틴이 카자흐스탄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였
을 때, 예정에 없는 미팅을 가지고 첫째, 카자흐스탄내 러시아문화자치구 건설, 둘째, 카자흐스탄
북동부의 러시아 통합, 셋째, 러시아로의 대거 이주정책 등 3가지를 그에게 제시하였다. 푸틴은
앞의 두 가지는 즉각적으로 거절하였으나 세 번째는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Peyrouse, Sébastien 2007: 494-495 재인용) 실제로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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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kaya Obshchina)와 코사크(Cossack)의 재결집은 단순한 러시아인의 저항에서
벗어나 분리 독립으로 확대되어 갔다(Peyrouse, Sébastien 2008: 108).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카자흐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첫째, 전문가 집단의 유출
러시아인을 비롯한 러시아어를 제1 언어로 구사하는 소수민족들의 이주로 인해
카자흐스탄 사회의 전문가 및 엘리트 집단들이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굴나
르 칸디르바예바(Gulnar Kendirbaeva 1997: 749)에 따르면, 1993년 당시에 카자
흐스탄 노동력의 75.8%가 비카자흐계 러시아어 구사자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주요
전문가 집단에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따
라서 이들의 이주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심각한 고등인력 감소로 연결되어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어 갔다.
둘째, 러시아 정부 및 관료들의 관심 증대
이러한 러시아인의 이주에 대해 점차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관료들이 카자흐스
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 초대대통령 옐친은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영토
에 일정 정도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내비쳤으며, 러시아의 노벨문학상 작가인
솔제니친은 카자흐스탄의 북동부 지역이 러시아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카자흐스
탄 내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정치적 저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13) 이처럼 러
시아가 카자흐스탄 내 거주하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문제를 넘어서 이것을 영토

후 전개된 ‘강한 러시아’ 정책으로 인해 구소련 공화국내 러시아인들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13) 러시아의 카자흐 민족주의에 대한 견제와 행위는 손영훈(2007: 127-128)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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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확대해석하면서 해당국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카자흐 정부는 자국 내 러시아인과 러시아 정부의 저항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카자흐 민족주의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먼저 1995년 카자흐 정부는 헌
법 개정을 통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1997년 러시아인 사회의
결집 지역이자 분리 독립의 요구가 강한 카자흐스탄의 북부 지방에 존재하는 아스
타나(Astana)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보면 카자흐 민족주의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 사회도 비록 민족적
저항을 시도하고 모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카자흐인이 해당국의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세력을 확보함으로서 러시아인이 과거와 같은 위상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하
였다.14)
카자흐 정부의 민족통합 정책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 정부가 민족통합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자흐
인의 수적인 열세로 인해 민족 간 통합이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술은 토착 카자흐인과
소수민족과의 소통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카자흐인과 소수민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각 민족의 문화를 상호간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카자흐 정부가 구축하였다. 이것이 바로 카자흐 정부의 대표적인 민족통합 기구인
카자흐스탄민족회의(ANK)이다. 2002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ANK를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의 모든 민족에게 평등을 제공해 왔으며, 카자흐스탄

14) 1993년 대통령 비서실(President Office),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s), 카자흐스탄
북동부지역 지방행정기관(Regional Administration)등에 종사하는 민족 분포가 카자흐인 대(對)
비카자흐인 비율로 각각 6: 1, 7: 1, 4: 1로 나타났다.(Zharmukhamed Zardykhan 2004:
7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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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각의 민족이 가지는 언어와 문화를 부활하고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제공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ANK는 그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민족통합의 중심적
인 기능을 하고 있다. ANK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구의 구성원
현 대통령이 회장이며 부회장은 2인으로 카자흐인과 소수민족 각 1인으로 선출
된다. 그리고 324명의 각 민족대표자가 회의의 구성원으로 선출되는데 대부분 각
민족문화협회 대표나 사업가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ANK는 민관합동의 조직
이며 주요 소수민족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공동의 공간이다.
둘째, 소통의 기능15)
ANK 설립의 우선적인 고려는 소수민족들이다. 따라서 소수민족을 배려하고 민
족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공간인 ANK의 설립과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은 카자흐
정부가 소수민족의 민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기구의 설립은 결국 다민족다
문화 국가로 구성된 카자흐스탄이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을 달성하는 지름길이었다.
또한 소수민족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신변의 안전과 국가정체성 확립에 도
움을 받았다.
셋째, Fond ANK
카자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은 Fond ANK이다. 이를 통해 2008년 5

15) ANK의 홈페이지(http: //www.assembly.kz)에는 다음과 같은 소통을 위한 주요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① 아이디어 공유 공간, ② 재정후원 공간, ③ 정보 공유 공간, ④ 기술, 정보, 언어
교육 공간, ⑤ 행사 공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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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언어
센터 “Lingbo”가 건립되었다. 이곳에서는 완벽한 멀티미디어 시설을 통해 카자흐
어, 러시아어, 영어 등 3개 언어를 개인이나 단체가 무상으로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민족통합 기구인 ANK는 다음과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수민족의 감시 기능
카자흐 정부는 소통을 통해 소수민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이 기구를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카자흐어 활성화 기능
“Lingbo”를 통해 카자흐스탄 전 국민이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3개 언어를
무상으로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어를 제1 언어로 구사하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게 카자흐어를 보급하려는 취지가 더 강하다. 카자흐인 대부분
이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러시아어 교육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카자흐어와 영어 학습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계산
하에서 카자흐 정부는 소수민족들이 카자흐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은 위와 같은 거주국 정부의 민족통합정책으로 주변의 다
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제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게다가
카자흐스탄이 독립 초기부터 개방적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자
원과 지하자원을 개발하면서 중앙아시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거주국
의 환경은 고려인 사회의 발전과 성장으로 연결되었다. 비록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거품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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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카자흐스탄 경제지표
연도
구분 (단위)
명목 (10억텡게)
G
(백만미불)
D
실질성장율(%)
P
GDP per capita
인플레이션(%)
계(백만불)
수
출
무역
수
입
무역수지
총외채(백만불)
(GDP대비 %)
FDI(백만불)
(GDP대비 %)
재정수지
(GDP 대비 %)
실 업 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776
(24,599)
9.8%
1,614$
6.6
18,067
10,027
8,040
1,987
18,252
74.2%
2,164
8.8%

4,612
(30,860)
9.3%
2,026$
6.8
22,787
13,233
9,554
3,679
22,920
74.3%
2,213
7.2%

5,870
(43,152)
9.6%
2,833$
6.7
34,421
20,603
13,818
6,785
31,941
74.0%
5,392
12.5%

7,453
(56,088)
9.4%
3,682$
7.5
46,280
28,301
17,979
10,322
41,516
74.0%
1,721
3.1%

8,974
(70,664)
8.3%
4,639$
8.2
57,783
35,625
22,158
13,467
69.4%
2,281
3.2%

10,016
(82,779)
7.7%
5,434$
7.8
63,501
38,484
25,017
13,472
63.9%
2,235
2.7%

1.4

2.9

2.6

6.0

5.6

3.3

3.6

1.8

1.5

0.6

-

-

자료: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자료.

카자흐스탄의 경제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자원의 개발17)
카자흐스탄은 원유(세계 7위, 가채 매장량: 322억 배럴, 추정매장량: 966억 배
럴), 아연, 텅스텐(매장량 세계1위), 우라늄, 크롬(세계2위), 구리, 망간(세계3위) 등
다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

16) 카자흐스탄의 박죠르 술타노프 경제예산기획 장관은 2009년도 해당국의 경제성장률이 2%, 실업
률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였다.
17)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 동향은 이홍섭(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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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대표적인 국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시장경제 정책의 지속 추진과 카스피해 원유개발 등 원유 및 가스 산업
의 발전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평균 8%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으
며, 카자흐스탄의 빠른 경제성장은 원유 등 풍부한 지하자원 및 카스피해 원유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의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카자흐스
탄 정부는 원유자원 매장량을 세계 7위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LA Times는
미국 추정매장량의 5배에 달한다고 2004년 5월 보도하였다.
둘째, CIS 최초의 투자적격국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경제적 안정으로 바탕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사가 2004년 5월 카자흐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BBB-) 상
향조정한데 이어, 2004년 10월 Fitch사도 투자적격(BBB-)을 부여한 바, 카자흐스
탄은 CIS 국가들 중 최초로 모두 투자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투자적격국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앙아시아에 투자된 FDA의 80%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18)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은 고려인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안정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사업의 성공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은 민족주의로 인한 차별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토대
에서 거주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
거주 고려인 보다 나은 상황에 있다. 민족주의 차별에 따른 이직의 현상도 적게 나

18)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2005년 4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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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둘째, 이주보다는 거주국에 적응을 선호
자본의 흐름에 따른 이주의 경향도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주변국
의 고려인이 자본의 흐름에 따른 외국으로의 이주노동을 활성화하는 것에 비하면
그 정도가 월등히 낮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성장과 발전은 거주국의 그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고려인 사회에 비해 정치인과 경제인을 다수 배출할 수 있었다.

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현황과 특징

독립 후 우즈베크인은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80%를 넘어
인구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국에는 120여 민족이 거주하
기 때문에 우즈베크인이 비록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카자흐스탄처럼 민족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초기부터 이러한
인구분포를 바탕으로 강력한 ‘우즈베크 민족주의’를 추진하였다. 소비에트체제 하
에서 우즈베크인 역시 소수민족으로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다른
소수민족들이 가지는 박탈감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우즈베크인들 보다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서 제약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립이 되고 나서 우즈베크인이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즈베크 정부의 민족주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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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즈베크어의 공식어 공포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어를 헌법상에 공식어로 규정하고 기존의 모든 문서에
나타났던 러시아어를 없애 버렸다. 현재 모든 문서는 우즈베크어를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우즈베크어에 사용하였던 키릴문자를 라틴문자로 대체하였다.19)
둘째, 우즈베크인의 정체성 확립
이를 위해 우즈베크 정부는 ‘새역사교과서’와 ‘새역사책 1, 2, 3’을 발간하고 있
다.20) 새로이 편찬된 우즈베키스탄 새역사는 우선으로 삼은 시대가 짜르 러시아와
소비에트정권의 중앙아시아 지배였다. 소비에트 시대를 혹독한 식민지 시대로 규
정하고 기존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시대에 금지되었던 아무르
티무르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셋째, 사회에 남아있는 소비에트 잔재 청산
거리 이름을 중앙아시아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
명으로 대체했으며, 경찰복과 군복을 유럽식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주의 정책은 카자흐스탄의 경우와 달리 인구의 절
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즈베크인 존재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와 이들을 통제하려
는 두 가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민족 포용책을 법제화시켰다.

19) 1989. 10. 21. 우즈베크어를 국어로 하는 법령공포. 이 후 1993. 9. 2. 우즈베크어를 라틴문자
로 전환하는 법령 공포. 1995. 5. 6. 세부규칙 공포. 1996. 8. 31부터 부분적 시험하여 2005.
9. 1부터 실행.
20) 1997년 정부주도로 시작하여 2000년에 발간된 우즈베키스탄 새 역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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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족기구의 설립 허용
각각의 소수민족은 민족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다.21) 대표적인 경우가 각각의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협회를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우즈베크정부 또한 자체적으로 민족문화협회라는 기구를 발족하였다.
둘째, 민족간 차별 금지
우즈베키스탄 내 소수민족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는 규정이 법규에 명문화 되었다.22) 법적으로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러나 정도를 벗어나는 소수민족들의 정치세력화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것도 추가되었다.
위의 경우처럼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정책은 우즈베크인과 우즈베크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장치를 동
시에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족기구나 협회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우즈베크인을 제외한 소수민족들이 민족
적 성격을 가지는 정당을 창단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치활동은 매우 위험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더불어 해당국의 경제상황은 고려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
공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독립 초기부터 우즈베키스탄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
21) 1996. 11. 13. 399호 우즈베크정부령(요약).
22) 우즈베키스탄 헌법 5조 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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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았다. 특히 해당국은 구소련 연방
국가 중 러시아(1,680조 ㎥), 투르크메니스탄(71조 ㎥)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천연
가스매장량(세계가스매장량의 2%)을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생산량
은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내 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량을 카자흐스
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등 인근 CIS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
탄의 가스 추정매장량은 5조 5,000억㎥로 세계 10위의 생산국이다. 또한 우즈베키
스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이어 구소련 국가 가운데 4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인매장량은 약 6억 배럴에 달한다(이재영ㆍ윤성학
2006: 97).
표-3.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 현황
광종

단위

우즈베키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 톤

4,000

984,211

0.4

19

금

톤

5,300

49,800

10.6

5

몰리브덴

천톤

60

8,600

0.7

11

텅스텐*

천톤

20

3,200

0.6

12

우라늄

천톤

65.62

2,619.31

2.5

10

주: 추정치
자료: 이재영ㆍ윤성학(2006: 99)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 그 발전 정도가 기
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실제로 독립 초기 우즈베키스탄이 구축한 경제발전 프로그
램은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저서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과 “우즈베키스
탄 21세기 문턱: 안전의 위협, 안정의 조건 그리고 발전의 보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해당국이 지향하는 경제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된 사회주의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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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였다. 이 원칙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새로운 시장경제를 신중하게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것이었다.23)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개방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구조로 변화되어 가는데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해당국에 고질적인 문제인 불태환과 이중환율은 위의 정책으로 나타난 결과
이며, 이 문제들은 외국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당국 국민들에게도 핵심적인 장
애요인으로 인식되었다.24)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처럼 자
국의 지하자원을 수출하여 경제발전을 시키기 보다는 2차 산업을 육성하는 공업화
정책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년 120만 톤
의 면화를 생산하는 세계 4위의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수출국인 해당국은 원면을
그대로 수출하기 보다는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유일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비록 폐쇄적인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인 2,700백만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형성
되고, 농산물, 자원 등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수입에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통한 고도의 성장보다는 정책에 맞추어 점진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표-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에너지자원, 지하자원 그리고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자동차의 수출 호조로 인해 해당국은 높은 경제성장

23) 이슬람 카리모프(1996: 9)
24) 1996년 목화의 국제가격 시세가 내려가면서 우즈베키스탄은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른
외채의 비율이 높아지자 우즈베크 정부는 인위적인 환율정책을 실시하여야 했으며, 특히 외국기업
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부족으로 불태환정책을 고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으
로 이중환율을 정부차원에서 조장하였는데,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에 차등을 두어 혼란을 초래하였
다. 특히 이중환율 구조는 정부 고위층의 불법적인 재산증식 도구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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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지표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억불)

97

101

120

142

170

223

GDP 성장률

4.0

4.2

7.7

7.0

7.3

9.5

소비자물가상승률(%)

24.2

13.1

9.1

12.3

11.4

12

수출(백만불)

2,510

3,240

4,263

4,757

6,390

8,991

수입(백만불)

2,186

2,405

3,061

3,310

4,781

5,236

외환보유액(백만불)

850

1,162

1,215

1,949

2,933

4,267

총외채(10억불)

4.8

5.0

4.8

4.3

3.9

3.9

환율(숨/$)

771.0

971.3

1,020

1,115

1,220

1,264

자료: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자료.

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도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을 고수한 덕택에 실질적인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즈베
키스탄은 자신의 경제시스템이 안전한 것이라고 오히려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거주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고려인 사회도 점차적으로 변화되
고 있다. 독립 초기에 고려인 사회는 거주국의 ‘우즈베크 민족주의’ 정책과 경제낙
후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해주로의 재이주, 사업의
실패로 인한 가족의 해체, 직업 선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 저하 등이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해주로의 재이주
이종훈(1998)에 의하면 고려인의 연해주 재이주 원인은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정책과 이에 따른 소수민족의 차별과 불이익, 타지키스
탄 내전에 의한 미래의 불안감, 그리고 1993년 러시아정부의 ‘고려인 명예회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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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통과로 법적인 재이주의 가능으로 정리하였다.25) 그러나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의 수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26)
둘째, 사업의 실패로 인한 가족의 해체
구소련 붕괴 직전에 고려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대단위의 농지를 임대하
여 농사를 짓는 고본질을 시도하였다. 이 일은 주변국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후 수익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1년의 대부분을 가족과 떠나서 보내야 했다. 만
약에 수확물을 제대로 팔지 못하면 체류지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유
동적이었으며, 독립 이후 고본질이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서 가족의 해체와 무국
적 문제를 양산하였다.
셋째, 직업 선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 저하
체제전환기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고려인은 기존의 직업에서 받는 임금이 낮
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직업으로 이직을 단행하거나 부업을 시도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자본주의에 낯선 자
들이 대부분이어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업을 하면서 시
간이 부족해 자녀의 교육에 등한시 하였으며, 힘든 경우에는 이들마저도 생활전선

25) 1993년 3월 통과된 재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제
이주와 그 이후의 탄압을 불법적 범죄적인 조치로 인정, 고려인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② 강제이
주 전 원래 거주지로 귀환할 권리를 부여한다. ③ 러시아의 독립국가연합 각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이 원할 경우 러시아 국적 취득권을 준다. ④ 원거주지로 귀환하는 고려인에게 납세 특전 등 제
반 생계대책을 마련해 준다. ⑤ 구소련 내 고려인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독립국가연합 차원
의 방안을 마련한다.(전영섭 1998: 113-14)
26) 심헌용(2001)에 의하면 1999년까지 연해주로 이주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수치는 767명에 불
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재이주 이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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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려인 사회는 점차적으로 과거와 같이
전문직이 되기 위한 높은 교육열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 초기의 부정적인 상황은 최근에 변화되기 시작했다. 구체적
으로 변화를 제공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및 외국기업의 진출
독립 직후부터 삼성, 대우 등의 본격적인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필두로 한국 기
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고려인 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였다. 한국어의
필요성 증대, 자본주의 경제ㆍ경영 학습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기업 및 정부의 지
원확대 등으로 인해 고려인 사회는 다른 소수민족들보다 체제전환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비록 고려인 사회에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한 자들은 일부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
독립 초기에 이직을 통해 장사나 사업을 하였던 자들이 실패도 하였지만 성공하
면서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즈베크인이 주도하는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은 힘들지만 무역이나 3차 서비스 산업에서 성공한 고려인이 배출되기 시작하
였다. 이들은 고려인 사회에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사
업이 확산되고 있다.27) 결과적으로 고려인 사업가의 등장과 성장은 고려인 사회가
시행착오를 지나 자본주의에 적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7) 예를 들면, 타슈켄트 최대의 레스토랑이자 명소인 ‘청송’은 고려인 박 베라가 주인으로 있으며 건
물이 3동에 전체 좌석만 1,000석이 된다. 여기에 고용된 직원은 대부분 고려인이며, 식당과 관련
된 연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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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초기에 체제전환기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0년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세계적인 고유가 행진을 발판으로 고도의 성장을 구
가하였다. 카자흐스탄 역시 자국의 풍부한 석유를 수출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
하면서 중앙아시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
인은 양국으로 이주노동을 본격화 할 수 있었다.
넷째, 재이주의 부담감 인식
위의 상황으로 인해 독립 초기에 발생한 연해주로의 재이주는 거의 사라졌다.
게다가 비록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고는 하지만 재이주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고려인 사회는 이주노동은 선호하지만 재이주에 대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의 고려인 사회는 러시아, 카자
흐스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인과 경제인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다.
2. 양국의 주요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28)
가. 고려인 정치인

28) 아래에서 제시하는 양국의 고려인 정치인, 관료, 그리고 경제인의 선발 기준은 다음의 자료를 근
거로 하였다. ① http: //arirang.ru/ ② http: //mdktaraz.narod.ru/index.htm ③ КАХАК.
2002.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 Алматы
2002.. ④ Ким, Брутт.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Кто есть кто Сеул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⑤ http: //ru.wikipedia.org/wiki/Корё-сарам. 그리고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도 현재의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10월 26일 타슈켄트에서 고려
신문 편집장인 김 부르트를 만나서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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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고려인의 정계진출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았
다. 당시에도 비록 러시아인이 주류민족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소수민
족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고려인들은 집단농장
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공산당간부로 승진하거나 지역 공산당 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대부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중앙정부로 진출하는 경우는 없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하면서 고려인 사회는 소
비에트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민족적 차별을 받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체제
전환기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같이 거주국의 유연한 민족정책과 경제발전을 통해 부
를 축적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에 이름을 알리는 고려인이 소수
출현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수민
족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착민족인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이 절대 다
수인 양국의 정치권력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재미동포 사회처
럼 거주국의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양국이 가지는 독특한 정치권력구조를 이해해야만 고려
인의 정치권 진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파벌 구조의 타파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지역파벌이
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는 지역파벌이 중심이 되어 권력층의 변화를 주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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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 각국에 존재하는 주요한 지역파벌은 다음과 같다.
표-5.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지역파벌
국가

지역파벌 명칭

위치

카자흐스탄

소쥬스(The Lesser Horde)
중쥬스(The Middle Horde)
대쥬스(The Great Horde)

서부
북서부
남동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Fergana)
타쉬켄트(Tashkent)
사마르칸드(Samarkand)
부하라(Bukhara)

동부
중동부
중부
중서부

키르기즈스탄

옹(ong)
솔(sol)
이치킬릭(ichkilik)

남부
북서부
남부

타지키스탄

레닌아바드(Leninabad=Khujand)
쿠르간(Kurgan)

북부
남부

투르크메니스탄

요무드(Yomud)
테케(Teke)
고클란(Goklan)

북서부
남부
남서부

이러한 지역파벌들은 그 출발이 씨족(Clan)이며 이를 바탕으로 부족(Tribe)으로
확대 발전한 형태를 가진다. 특히 소비에트체제하에서 모스크바 중앙정부가 해당
국의 공산당 당서기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파벌을 고려하여 권력을 분배하
면서 지금의 정치적 파벌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국가는 특정 지역에 권력이 집중되어 지역 차별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구소련 붕괴 이후 각 지역파벌들의 정치적 영향력 회복과 지역 차별의 철

29) 이들의 지역파벌 형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학설이 부족하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투르크계 칸국들
의 형성에서 그 기원을 찾으며 소비에트체제에 구축되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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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를 야기하였으며 타지키스탄 내전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
런데 여기서 지역파벌이라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여타 국가들에게도 존재하기 때문
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파벌이 가지는 특징
을 이해하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비에트체제에 권력을
가졌던 지역파벌이 구소련 붕괴 이후 다시 권력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
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소비에트체제하에서 지역파벌은 모스크
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정치권력을 앙보해야만 했지만 초기에는 중앙
아시아에서 소비에트정부를 수립하는데 공헌을 한 지역파벌에게 그 권력을 유지시
켜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흐루시초프 집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특정 지
역파벌에 정권을 지속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 페르가
나-타슈켄트 지역파벌의 권력을 지작(Jijak)으로 넘겨주었다. 이후 고르바초프 시기
에도 목화스캔들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당시의 지역파벌을 과감하게 처단하
였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이러한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견제가 사라지면서 독
립 당시에 정권을 잡은 지역파벌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호기를 잡았을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국민들과 야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렇게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등에 대거 그 지역출신이 진출하
여 친정부의 개발독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력을 장악
한 지역파벌들은 다른 지역파벌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이권을 독점해야만
했다. 지금도 집권한 지역파벌은 에너지자원, 지하자원, 목화 등과 같은 국가의 중
점 사업을 독점하기 때문에 경쟁상대인 지역파벌보다 재정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
다. 반대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파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마저도 확보되지 못해 반정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
여있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집권 지역파벌이 경제적 이권을 독점함으로써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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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부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역
파벌을 현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가 타파시켰다. Sally N. Cummings(2005)에 의
하면, 그는 비록 집권세력인 대쥬즈 출신이지만 그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보다는 중쥬스와 소쥬스 출신의 인재를 대거 기용하여 파워그
룹을 구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대쥬즈
의 씨족들이 불만을 표출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자신의 지발 출신들을 폭넓게 기용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야당 지도자와 반정부 세력이 소쥬스나
중쥬스가 아닌 대쥬스에서 나오고 있다. 그의 이러한 전략은 사실상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기인한다. 그는 비록 대쥬스 출신이지만 권력 있는 씨족 출신이 아니라
소비에트체제 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출세를 지속하다가 고르바초프의 권
력층 쇄신 과정에서 발탁되어 현재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입지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대쥬스의 명문 씨족들이 자신의 권력 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
다고 판단하여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정치하기보다는 포용정치를 사용하였다.
둘째, 카자흐 민족 중심의 권력구조 타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역구조를 타파하면서 동시에 카자흐 민족 중심의 권
력구조 역시 견제하였다. 비록 다수의 정치인과 관료집단이 카자흐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하지만 소수민족들에게 일정 부분 할당량을 제공하고 그것을 지켜오고
있다.30) 특히 그는 러시아인, 유태인, 독일인 등을 등용하여 자신이 표방하는 민족
통합정책을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나자르바예프는 독립 초기부터 개발독재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고 마침내 종신제를 달성하였다.31) 그는 이러한 권력 유지를

30) 비록 나자르바예프가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수민족들이 여전히
전체인구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권력을 배분하는 것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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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쥬스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민족을 넘어 다양한 인재를 고용하면
서 그들로부터 확실한 지지기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해당국의 권력형성 과정에서 소수민족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았기 때문
에 현재 우수한 고려인 정치인들이 주변국의 고려인보다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고려인 정치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정치인1)
성명/출생년도

나이/세대

직위/당/당선년도

전직 또는 겸직

채 유리/1948 61세/3세대

상원의원/오탄당/2007

(겸)도스타 홀딩스 그룹 회장

최 빅토르/1957 52세/3세대

하원의원/오탄당/2007

(겸)대형 건설회사 ‘악아울’ 대표

김 로만/195532) 54세/3세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NK)
(겸)중소기업연합회 회장
회원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대 지역파벌 중심의 권력 구조
현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마찬가지
로 고르바초프의 개혁 과정에서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고아나 다름없는 유년시절
을 보냈으나 소비에트체제의 혜택을 받아 자신을 능력을 키워 경제 관료가 되었다.
그러나 무명에 가까웠던 그는 사마르칸트 씨족들이 고르바초프에 추천하여 최고 권

31) 2007년 5월 18일 카자흐스탄 상ㆍ하원은 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위해 3회 연임 금지 조항의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32) ANK에게 할당되는 하원의원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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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국의 초대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사마르칸트 씨족
들이 자신에게 도전하자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는 1998년 자신의
후원자이자 사마르칸트 씨족들의 수장인 이스마일 주라베코프(Ismail Jurabekov)를
권력층에서 몰아냈으며 이후 사마르칸트 씨족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
다.33) 그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슈켄트 파벌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자
신의 지역파벌을 지금까지 통제하고 있다.34) 카리모프 대통령 역시 2007년 12월
23일 대선에 출마하여 실질적인 3선 연임을 달성하고 종신체제를 구축하였다.
둘째, 우즈베크 민족 중심의 정치구조
독립 이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권과 주요 관료집단에서 소수민족 출신을
찾는 것은 어렵다. 철저한 집권지역파벌 중심의 권력 분배(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
와 더불어 우즈베크인이 등용되었다. 사실상 소수민족이 정치권이나 관료집단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은 역시 우즈베크인이 전체인구에 80%를 넘게 차지하기 때문
이다.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정치구조는 소수민족들이 정치권과 관료
집단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서 고
려인은 의미 없는 민족할당제에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은 고려인 개인의 능력이
우선이지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역시 고려되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한 것
이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정치인은 단 한 명뿐이다.

33) 1999년 2월 타슈켄트에 발생한 폭탄테러는 이슬람원리주의 테러단체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
동(IMU)’의 소행으로 발표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카리모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사마르칸트 씨족
의 암살 음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4) 2005년 5월 발생한 안디잔 사태는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사마르칸트 지역파벌을 약화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당시의 내무부 장관이자 사마르칸트 파벌의 실세인 조키르 알마토프(Zokir Almatov)
를 폭력진압을 구실로 사임시키고, 그는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여 독일로 피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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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정치인1)
성명/출생년도

나이/세대

직위/당/당선년도

전직 또는 겸직

박 보리소바 베라/1938

71세/2세대

상원의원/국민민주당/2005

(전)교사

양국의 고려인 정치인과 관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사업가 출신
체제전환기에 직면한 구소련 공화국들은 독립 초기에 혼란기를 겪었지만 오히
려 이 시기에 자본주의의 흐름을 이용하여 소수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 새로운
파워그룹으로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Oligarhi)이다. 카
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시 토착민족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들 중심으로 이
권이 편중되었기 때문에 주류민족 출신들의 신재벌들이 탄생하였다. 이들의 공통
점은 정경유착과 자원의 사유화를 통해 단기간에 부를 축적한 토착민족들로 귀결
된다. 따라서 이들 이외에 소수민족들이 위와 같은 신재벌로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2차, 3차 산업
등에 도전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카
자흐스탄의 고려인 정치인 중에서 사업가 출신은 금융, 제조업, 건설 분야에서 부
를 축적한 경우이다.35)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산업발전과 다
각화에 공헌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세금혜택 등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문
에 신속한 진출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을 높여준다. 이러한 소수민족 신재벌들은 풍

35) 카자흐스탄의 상원의원인 채 유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카시피안은행과 제분공장, 전자제품
조립공장, 제약공장, 주류공장, 영재학교 등을 거느린 금융과 제조업 중심의 ‘도스타 홀딩스’그룹
의 대표로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에 중심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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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최고 권력층에
서도 소수민족들의 지지기반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전략적으로 등용시켰다.
둘째, 학자 출신
소비에트체제하에서 고려인 사회의 성장은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과 유사한 단
계를 거쳤다. 이주 1세대들은 1차 산업 등 블루칼라 직업에 종사하면서 차세대들
을 교육시켰다. 특히 소비에트체제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였기 때
문에 이러한 장점은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들보다 고려인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하
였다. 따라서 차세대들은 고려인 가정의 지원과 소비에트정부의 시스템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 없이 능력만 있으면 전문직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 세대가 넘어가면
서 고려인 사회는 소비에트체제에 존재하는 소수민족들 가운데서 전문직 진출이
활발한 민족으로 인정받았다. 고려인이 활동한 주요 전문직은 교육직, 연구직, 기
술직 등이었다.36)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학자 출신들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은 자들로서 실제 사회에 기여하는 법, 농축산 등을 전공하여 전문가로 활약
한 경력이 발판이 되어 정계에 진출한 경우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고려인 정치인의 전직 혹은 겸직은 거주국의 국가발전과 특히 경제발
전에 공헌한 자들로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36) 카자흐스탄 고려인 과학-기술협회인 ‘КАХАК’이 2002년에 발간한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
НА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온다. “고등교육을 받
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수는 공화국 평균 수준의 두 배를 능가한다. 만일 15세 이상 된 카자
흐스탄 주민들의 1000명당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26명이라면 고려인들의 이 지표는 262명
이다. 박사 및 학사 학위를 소유한 고려인들의 수는 500명 이상이다. 또는 공화국 고려인주민 천
명당 5명이 박사 및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바 이런 지표는 심지어 세계적 수준에서도 좋은 지표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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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체제전환기에 신속한 적응
현재 양국의 고려인 가운데 재벌에 준하는 부를 축적한 자들이 있다. 과거 소비
에트체제하에서 정계진출은 공산당에 가입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 지역 당간
부의 지위까지는 보장이 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기에 정계진출은 과거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환경에서 만들어 가야만 한다. 특히 독재국가로 오명을 가지
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정치활동 자체가 소수민족에게 위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의 선택, 정치노선, 그리고 풍부한 재력이 없다면 아무리 능력
이 탁월하더라도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고려인 사업가들은 체제전환기에 거주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
속히 파악하고 그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여 거주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인물이라
는 것을 알림으로써 권력층의 보호를 받게 만들었다. 현직 고려인 정치인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모두 여당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이들이 거주국의 권
력층과 교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며 향후 한국과의 교류에도 이들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알려준다.
둘째, 전문직의 중요성
양국에는 120여 민족이 공존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 이들의 경쟁은 치열하
다. 그리고 양국의 정부는 소수민족 배려 차원에서 정치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
지는 소수민족들에게 가능하면 자리를 할당하려고 한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주류
민족들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 몇 개의 자리는 소수민족에게 배분하려는 경향
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거주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소수민족들을 발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직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법, 경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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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의 분과학문에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은 비례대표로 선발될 가
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모국과 거주국이 원활한 교류를 하기 위해 해당
소수민족을 행정부나 국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기도 한다.37)
이러한 양상은 비록 토착민족인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
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국이지만 소수민족들이 행정부나 국회에 진출할 통로가 있
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특히 정치와 경제, 정치와 전문직이 연결되는 현재의 민
주주의 국가와 유사한 양상으로 시스템이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고려인 경제인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카자흐스탄은 개방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자국의 풍부
한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
나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
며 자원개발보다는 2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성장의 속도가
카자흐스탄에 비해 늦다. 이러한 차이점은 결국 양국의 경제인 성장과 직접적인 연
관관계를 만들어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분야의 차이
전자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적합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사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성공 가능성이 역시 높은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규제의 다양
성과 국제사회에 적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 소규모 장사나 무역 이 외에 개인이
37)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인 한국에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로 고려인 편 비
탈리을 장기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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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업에 제약이 많다. 따라서 양국의 성공한 고려인 경제인을 분석하면 업
종 분야별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의 고려인은 금융, 건설, 전자 등 막대한 투
자가 필요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후자는 3차 서비스 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둘째, 한국 기업체들과의 연관성
전자는 거주국의 개방적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 기업체들과 사업을 제휴하거나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사업대출의 실질적 불가능, 불
태환, 과실송금 규제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체들과 연관된 사업을 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에 대우, 갑을 등과 같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였지만
이들 역시 위와 같은 규제들 때문에 고전하였으며, 고려인 경제인이 주도하는 기업
체들과 제휴하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구체적인 양국의 고려인 경제인은 다음과 같다.
표-8.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경제인
국가

카자
흐스
탄38)

성명
박 안드레이
김 블라디미르

나이/세대
45세/3세
47세/3세

회사명
술팍
카작무스

김 바체슬라브

40세/3세

ATG그룹

44세/3세
50세/3세
40세/4세
48세/3세
45세/3세
47/3세

테크노돔 플러스
쿠아트(KUAT)
베르텍스
테겐
프로체스(PA)
청송

김 에두아르드
남 올렉
오가이 에두아르드
정 겐나지
우즈
김 게오르기
베키
스탄
유가이 베라

업종
전자제품 유통
구리 채광ᆞ제련
금융, 유통 등
40개 계열사
전자제품 유통
건설
건설
소시지 가공
가구공장
요식업

38) 앞에서 언급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정치인 3인은 여기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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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고려인 경제인이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475세대 경제인
거주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위의 고려인 경제인들은 대부분 40-50대 연령을 가
지고 있으며 강제이주 3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이른바 고려인 사회에서 체제전환
기에 가장 적응을 못하는 세대로 불리는 475세대들이다.39) 다른 세대들과 달리 이
들은 소비에트체제하에서 교육, 직업, 복지 등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가장 많이 받
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사라진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세대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제전환기에 신속한 적응을
통해 성공을 거둔 475세대에 해당된다. 역으로 말하면 이들의 성공은 다른 세대가
성공한 것보다 몇 배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제전환기에 필요한 업종의 선택과 지속성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경제인은 독립 초기 거주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
하고 시대에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여 집중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독립 초기에 거주국뿐만 아니라 구소련 전역의 주민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의 전자업체들이 이 지역으
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맞물려 고려인에게 호기로 작용하였다. 현재 카자흐스탄

39)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되는 ‘고려신문’의 편집장인 김 부르트는 거주국의 독립 당시에 한국의 386
처럼 고려인 사회에도 1950년대에 출생하여 1970년대에 대학교를 수학한 40대 이상을 의미하는
475세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체제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해 고려인 사회가 흔들린다고 주
장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40대 이상의 가장은 소위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나이다.
그러나 고려인 475세대는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없이 장사나 사업을 시도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등 체제전환기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하였다. 따라서 김 부르트는 475세대가 흔들
리면 그들의 가정이 흔들리고 나아가서 고려인 사회가 흔들린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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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대 전자제품 유통회사는 고려인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 에너지자원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건설과 금융부문이 호황을 누
리게 되자, 이것을 예측하고 준비한 고려인 건설회사와 은행이 거주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이 규모가 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거주국의 개방형 경제시스템과 민족통합정책에 있었다. 특히 카
작무스와 같이 거주국의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카자흐인 권력층
에서 이권으로 인식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공한 것은 위와 같이 거주국의 우호적인 민족통합정책이 큰 기여를 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폐쇄형 경제시스템과 우즈베크 민족
주의로 인해 고려인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권이 상당한 건설부문,
지하자원 개발 등은 우즈베크인 권력층에서 장악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인
고려인이 도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러한 업종에서 고려인이 성공
하였다면, 정치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권을 우즈베크인 권력층에 넘겨야 했
을 것이다.40) 따라서 이권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 사업 정도를 고려인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경제인 역시 시
대에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였다.

40) 현재 우즈베키스탄 건설부문과 지하자원 개발은 대통령의 직계가족과 친인척들이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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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활용 방안
가. 한국의 전략적 진출 확대와 양국의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의 역할

현 정부의 에너지ㆍ자원외교에 핵심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
베키스탄에는 석유, 천연가스, 희귀광물, 전략광물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카스피해 해상광구와 인근의 육상광구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에너지ㆍ자원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이
며, 이미 전 세계 메이저급 석유회사들이 진출하여 주요 광구의 개발에 투자를 진
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 국토의 60%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외국투자의 진출에 장애가 되는 불태환, 과실송금의 불허 등과 같은 왜곡된 자본주
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은 시기상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양국의 에너지ㆍ자원분야에 개발은 핵심 권력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
요 석유ㆍ가스회사들은 대부분 국영이며 일부는 사유화되어 있다. 그리고 양국의
석유ㆍ가스개발 분야는 국가의 최대이익 사업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층의 통제 하
에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이 양국의 석유ㆍ가스산업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석유ㆍ가스분야를 주류민족이 이권에 대한 독점과 국
가안보의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이 분야에 진출할 통로는 더욱 폐
쇄되어있다. 실제로 <표-6>과 <표-7>에서 제시된 양국의 고려인 정치인은 거주국
의 석유ㆍ가스산업 분야와 무관한 자들이다. 어느 누구도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 정부는 양국으로 에너지ㆍ자원분야 진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위
‘패키지형’ 자원외교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2008년 총리의 방문도 이러한 전략을

242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해당국의 광구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을 제공
하며 접근하겠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인프라 건설에는 발전소, 송
유관, 철로, IT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패키지
형 자원외교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의 산유국들
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인프라건설보다는 단번에 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41)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패키지형 자원외교보다는 광구에 대한 공
개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나이지리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형발전소와 석유
화학공장 건설이라는 패키지를 통해 석유 및 가스 개발권을 따내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양국의 보편적인 추세는 공개입찰을 통한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양국
의 정부는 공개입찰에서 광구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근 불리한 지분을 제공
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양국의 자원외교에 뛰어들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42)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의 자원개발에 대해 산유국인 러시아마저 뛰어들고 있기 때
문에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43)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대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ㆍ자원진
출은 경쟁국들에 비해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인이라는 동포
41) 한국경제 2008. 05. 30.(http: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
2008051579771&sid=0104&ni d= 검색일. 2008. 09. 15.)
42) 중국과 일본의 자원외교 전략은 다음의 문헌 참고. 세종연구소. 2008. 중국의 글로벌 에너지 자원
외교.(www. sejong.org/pub_ci/PUB_CI_DATA/k2008-3-_3.PDF 검색일 2008. 09. 15).
KIET. 2008. 일본의 자원ㆍ에너지 확보전략과 시사점.(http: //www.kiet.re.kr/UpFile/report/economy/1213662228648.PDF 검색일 2008. 09. 15.)
43) 러시아는 최근 우호적 상호관계를 가지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원개발에 투자를 집
중하고 있으며 다른 경쟁국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음의 문헌 참고. 한국수출입은행. 2007.
해외지역정보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근 에너지외교 동향.(www.koreaexim.go.kr/kr/file/nation/070530_Turkmenistan_Gaspipeline.pdf 검색일 2008.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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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경쟁국들 역시 우리의 고려인만큼
해당국에 동포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는 구소련 지역의 이민자들이 있으
며 중앙아시아에는 러시아인이 대표적인 소수민족이다. 중국은 동포 개념은 아니
지만 최근 SCO(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고려인의 역할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이들의 역할이 당장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
기적으로 점진적인 준비를 한다면 예상외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행이도 양
국의 에너지ㆍ자원은 매장량과 생산량이 ‘피크’에 있지 않고 더 개발해야 하기 때
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하여도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거주국의 정치권에
진입하여 나름대로 권력층과 소통하는 고려인 정치인의 존재는 중요하다. 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통의 기능
한국의 대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ㆍ자원외교는 아직 초보적 단계
에 있다. 국내의 해당국 전문가도 부족하며 무엇보다 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정적인
여유도 없다. 국내의 자원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
사 자본의 1/10도 못 미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
어 해당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있다. 일률적으로 패
키지형 자원외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이지 해당국의 요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고려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역할은 거주국의 요구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여 한국정부에 알리는 것이다. 패키지를 원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공
개입찰을 통해 낙찰되는데 대충 얼마의 자금력이 필요한지 등 이러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실이다. 한국의 관련 기관이 이러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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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거주국의 정치권에 진입한 고려인 정치인이 이 부
분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포인트 기능
위의 경우처럼 해당국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포인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려인 정치인이 가지는 거
주국의 권력 네트워크이며 한국측이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의 에너지ㆍ자원 분야는 최고 권력층이 관리하기 때문에 확실
한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승패를
떠나 최소한 예방차원과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포인트와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44) 이러한 역할을 고려인 정치인들이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측의 에너지ㆍ자원외교는 경쟁국의 하드웨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소프트웨어에 주안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대형 광구의 개발은 이미 선진열강들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중소형
광구 정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경쟁국과 유사한 투자금액의 선상에
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우위가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인 정치인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인 경제인의 역할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자원 외교에 지원
카작무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44)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유전개발의 위험은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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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핵심 권력층이 주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타 지하자원
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9.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현황
광 종

단위

카자흐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우라늄

천톤

436.62

2,619.31

16.7

2

크롬

천톤

320,000

3,600,000

8.9

2

동

천톤

14,000

340,000

4.1

9

아연

백만 톤

14

188

7.4

6

연

천톤

2,000

64,000

3.1

4

창연

톤

5,000

290,000

1.7

8

붕소

천톤

14,000

170,000

8.2

5

카드뮴

톤

25,000

600,000

4.2

5

레늄

톤

190

2,400

7.9

4

모리브뎅

톤

130

5,600

2.3

7

철광석(금속량)

백만 톤

4,500

72,000

6.3

6

자료: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자료. 2007.

우리에게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산업에 활용되는 전략광물과 희귀자원의 확보
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카작무스의 사례는 해당국의 지하자원 개발에 진
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독립 초기에 방치되
었던 카작무스를 현재의 기업으로 정상화시킨 기업이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45) 따라서 해당국의 지하자원 개발에 한국 기업들의 단독 투자보다는 고
려인 경제인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큰 효과를 낼 것이다.
45) 삼성물산은 1995-2001년에 걸쳐 카작무스를 위탁 경영하였는데 그 결과로 현재는 고용인 6만
명과 연매출액 8억불에 달하는 구리 제련 분야의 세계 6위의 회사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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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당국 산업의 다각화 구상에 지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원하고 있다. 이는 2차 산업
인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완제품 수입을 대체하여 자국제품의 생
산과 수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해당국의 전략에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양국의 고려인 경제인들 중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비록 건설, 유통 분야에 종사하지만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서 제조업을 고려하는 사업가들도 있다.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들과 협력하여 해당국의 산업다각화에 기여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46)
표-10. 카자흐정부의 2003~15년간 제조업 발전 계획 주요 개요
목표

- 2015년까지 GDP를 3.5배 증가(2000년 GDP 182억 달러 기준)
- 연 8.8~9.2% 실질 경제성장률 달성, 8~8.4% 산업 성장률 유지
- 2015년까지 생산성 2배 증가

시행
방안

- 2003~5년, 2006~10년, 2011~15년 등 3단계로 추진
- 경제기반시설 개발에 12억 불 투자(정부 예상 투자액: 2.6억 달러)
- 카스피해 유전개발 및 정유시설 확충에 노력, 원유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800억 달러
상회 전망
- 국가개발은행기금, 사업투자진흥기금, 과학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설립

자료: 이재영ㆍ윤성학(2006: 15) 재인용

46)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4년도 연두교서에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
우선권을 부여한 산업으로 관광, 건축자재, 섬유, 가구, 식품가공, 화물운송 및 원유개발장비 등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재영ㆍ윤성학(2006: 16-17) 참조.

247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표-11. 주요 경쟁국 대비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관련 Utility 비교
(단위: 달러)

천연가스
(M3)
경유
(Liter)
전력
(kWh)
용수
(M3)

금액(A)
A/0.03*
금액(B)
B/0.26*
금액(C)
C/0.02*
금액(D)
D/0.13*

우즈베키스탄
0.03
1
0.26
1
0.02
1
0.13
1

중국
0.28
9.3
0.43
1.6
0.05
2.5
0.15
1.1

인도
0.29
9.6
0.64
2.4
0.03
1.5
0.16
1.2

파키스탄
N.A
0.37
1.4
0.04
2
0.26
2

터키
0.21
7
1.03
3.9
0.09
4.5
1.50
11.5

폴란드
0.16
5.3
0.63
2.4
0.06
3
0.70
5.3

주: *은 우즈벡의 Utility 비용
자료: 이재영ㆍ윤성학(2006: 109) 재인용

나. 고려인의 활용방안

양국의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먼
저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 해당국 내부의 문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국의 정치체제는 개발독재의 종신제로 정의된다. 이것은
고려인 정치인의 활동에 지속성을 보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요인이 된다. 현
재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40년 출생으로 69세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1938년 출생으로 71세에 해당하는 고령이다. 비록 종신제를 달
성하였지만 이들이 집권하는 기한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자는 특정 지역파벌과 민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통합정치를 구현하기 때
문에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만약에 현 대통령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면 기존의 기득권인 대쥬즈와 파워엘리트를 통해 세력을 확장시킨 중쥬즈-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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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간의 충돌은 자명하다. 아직까지 후계자 구도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더욱 혼
란은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카자흐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현 대통령
이 추진하는 민족통합이 향후 민족주의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후자의 경우도 마
찬가지다. 현재 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 지역파벌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대
통령 이후 권력구도를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지금까지는 타슈켄트 파벌이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들이 집권한다면 사마르칸트 파벌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려인 정치인이 1명뿐인 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도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두 대통령이 장기 집권한 후유증이 나타날 확률은 높다
고 예상된다. 따라서 현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고려인 정치인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반면에 고려인 경제인은 정권교체에
따른 영향을 덜 받겠지만 해당국의 이권사업인 자원, 건설 등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려인 내부의 문제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은 해당국으로 한국이 진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
와 아닌 자로 나뉘어져 있다. 전자제품 유통, 각종 제조업 분야는 한국기업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겠지만 건설, 금융 분야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합작
을 통해 상호간 이익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한국의 진출을 선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쟁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진출 확대가 오히려 양국의 고려인 경제인들을 분열시킬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셋째,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법의 문제
독립 초기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양국으로 진출하였을 때, 해당국의 고려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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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업들의 정착에 조연으로 지원 역할을 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 참여는 없었
다. 대체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그리고 일회성의 지원으로 관계를 유지하였
다. 이러한 인식이 지금까지도 상호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경제인은 이러한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의 사업규모는 한국의 기업들
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김 뱌체슬라브가 경영하는 ATG그
룹은 자본금 2억 달러에 총매출액 15억 달러 규모이며, 채 유리 상원의원이 경영하
는 도스트홀딩스 그룹은 자본금 13억 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카작무스의 회장인 김
블라디미르는 2008년에 집계된 개인 재산만 22억6100만 파운드로 대략 4조원에
육박한다.47) 따라서 지금 이들은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사업을 고려하지
과거와 같은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 기업들은 인식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중앙아시아 정치인 포럼 창설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된 2007년 제1차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서 제1차 ‘세
계한인정치인포럼’이 열렸다. 그러나 이 포럼에서 주된 참가자와 인사들은 재미동
포사회의 정치인들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 올해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비록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아니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스탄에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고려인은 단지 객석을 채워주는 정도로 대접을 받
았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의 에너지ㆍ자원외교의 중심 국가라고 강
조하면서도 그곳에서 방문한 정치인들을 한국정부와 기업체들은 중요하게 생각하

47) 실제로 CIS 고려인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한민족들 중에서 최고의 부자로 김 블라디미르를 언급하
며 자랑스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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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처럼 재미동포사회 정치인들에게 집중하는 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인과 중앙아시아 해당국의 정치인이 정기적으로 만
나는 정치인 포럼을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
둘째, 한국-중앙아시아 경제인 포럼 창설
위의 정치인 포럼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상호간 모임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부적으로 유사 업종별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있다.
고려인 경제인은 건설, 금융, 제조업, 유통 등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맞
춤형 모임을 정례화하면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포럼 조직 기관의 단일화
최근에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행사나 포럼을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로 조직하여
개최하기 때문에 질적인 발전이 없다. 따라서 정치인 포럼은 국회가 경제인 포럼은
전경련이 각각 담당하여 조직하는 기관을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상황
이라면 고려인 정치인을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서 제외시키
고 국회가 주관하는 포럼으로 차별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정부가 주관하여 재미동포 정치인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정치인과의 별도 포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넷째, 한국정부의 고려인 정치인ㆍ경제인에 대한 해당국 정부에 관심 제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정
치인ㆍ경제인에 대해 언급을 자주하고 관심을 보여주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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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한국과
의 관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해당국에서 향후 고려인 정치인ㆍ경
제인이 보다 많이 배출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한국 기업체들의 신뢰성 향상
한국 기업체들이 해당국에 진출하여 신뢰성 있게 사업을 한다면 그곳의 고려인
정치인ㆍ경제인 역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해당국 정부에
서 고려인 정치인ㆍ경제인의 가치마저도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과
적으로 고려인 정치인ㆍ경제인의 위상 변화는 스스로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한국
이 해당국에서 가지는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섯째,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 추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정부와 기업체들은 과거와 같은 접근 방식에서 탈피
하여 고려인 정치인ㆍ경제인을 동등한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 그들도 한국정부나
기업체가 재미, 재일동포들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인식
하고 포럼을 조직해야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4. 고려인 차세대 정치인과 경제인 양성
한국정부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교류 대상국들에
비해 인식의 정도가 여전히 약하다. 그러나 양국은 21세기 유라시아시대에 전략적
요충지이며 남북통일시대에 중요한 국가로 상호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에
너지ㆍ자원외교에 국한하여 이 지역과 교류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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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교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
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 지속적으로 거주국에서 성장해야 하며 특히 차세대
고려인 정치인ㆍ경제인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비록 경제성장을 통해 고려인의 지위가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주국의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민족주의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상황은 미국과 다를 바가 없
다. 재미동포사회 역시 인종차별과 영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고려인 사회 역시 이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은 고려인 차세대 정치인ㆍ경제인 양성에 있다. 흔히들 고려인 사회에
리더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거주국의 경제상황 때문에 구심점을 잃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재미동포 사회처럼 경제적 안정기에 들어가면 다시
고려인 사회는 구심점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유라시아시대와 남북통일
시대에 당장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영향력 있는 고려인 정치가가 없다면
원활한 교류를 지속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국간에 민감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 고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있
는 것과 없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고려
인 차세대 지도자들을 선별하여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의 경제성장이 본궤도에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예상해보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들이 영어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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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습득에 대한 가치의 불인정
둘째, 거주국에 대한 감정적인 폐쇄성으로 인한 국가정체성의 혼란
셋째, 고학력 진출 감소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의 부족
위의 경향은 앞에서 가정한 국면이 도래할 때, 고려인 사회가 더욱 혼란을 가지
게 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위의 의식들이 얼마나 위험
한지 알 수 있다. 거주국 이민의 안전한 정착은 해당국의 전문직 종사자가 많을수
록 성공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차세대들은 현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시기에 성공적인 정착을 일군 고려인 역사는 체
제의 전성기에 전문직 종사자들의 배출에서 비롯한다. 집단농장에서 농업을 통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들은 고학력 전문직에 진출하였으며 이것이 고려
인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기본이 되었다. 여기에는 당시의 공식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어의 완벽한 습득이 고려인에게 필수였다. 현재 고려인은 거주국의 공식어
인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를 등한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전문직에
서 이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안정적 국가로 발전한다면 다음
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사용자만이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지금은 비록 보수가 적더라도 전문직이 다시 대우를 받게 된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연 3%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즈베
크인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우즈베크
인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카자흐스탄에서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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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현직 고려인 정치인들은 사업가와 전문직 출신들
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고려인 차세대들에게도 인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려인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과학-기술협회인 ‘КАХАК’이 2002년에 발간한 ‘КОРЕЙЦ
Ы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에는 각 분야에서 성
공한 고려인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40대 이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너무 적다
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등록된 613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에서 1950년대에 출
생한 자는 96명이 선정되었으나 1960년대에 출생한 자는 46명이었으며, 1970년대
에 출생한 자는 불과 10명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613명의 인물 중에서 30-50
대에 해당하는 자는 152명이며 나머지 461명은 그 연령대 이상이었다. 그리고 체
제전환기에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386세대 이상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이 5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차세대가 거주국에서 소비에트세대 만큼 성공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특히 연령이 더 내려갈수록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카자흐인 장학생 효과
카자흐인은 원래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소비에트체제하에서 주류사회에 편입
되는 비율이 낮았다. 게다가 러시아인, 유태인, 독일인, 고려인과 같은 민족처럼 교
육열이 높지를 않았다. 따라서 해당국의 전문가들은 소수민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에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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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립 이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자흐 민족주의로 이러한 소수민족 전문
가들이 이주를 하면서 국가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카자흐 정부는 민족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카자흐인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민족들은 체제전환기에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학업보
다는 경제활동에 집중하였다. 중심 민족인 카자흐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교육적 혜
택을 받았지만 소수민족들은 사실상 교육만 받기에는 민족적 위상과 경제적 상황
이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체제전환기 20년 동안 고려인 사회는 전문가를 과거만큼
배출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둘째, 국가정체성의 문제
양국의 고려인 차세대는 독립 초기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국가정체성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가 공식어로 대두되고 민족주의가 전개되었지만
독립 이후 출생한 세대는 여전히 러시아어를 고수하고 있었으며 토착민족과의 관
계 역시 우호적이지 못하였다. 게다가 경제문제까지 겹치면서 거주국에 대한 불만
이 높아져서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적
극적인 노력을 하기 보다는 이주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러시아로 카자흐스탄
으로 이주노동을 위해 떠나거나 아예 재이주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양국
의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고려인 기성세대보다는 고려인 차세대들에게 충격을 주
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에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족통합정책
을 추진하면서 고려인 차세대는 안정을 찾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여전히 고려인 차세대들이 국가정체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려인 차세대 정치인ㆍ경제인 양성에 대한 프로
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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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를 통한 홍보 및 교육 과정 제공
현재 양국에 존재하는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문화원 등에는 한국어를 배우려
는 고려인이 많다. 먼저 이들을 상대로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습득의 가치를 홍보
해야 한다. 그리고 배움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항상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고려인이기 때문에 학습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기업들의 고려인 채용시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테스트 의무화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타직인들은 타직어, 우즈베크어, 그리고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다중언어 사용자들이다. 이들처럼 고려인 역시 기존의 러시아어에 카자
흐어, 우즈베크어와 영어를 구사하게 된다면 거주국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가능자 우
대라는 문구만 제시하더라도 고려인의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셋째, 고려인 차세대 중심의 장학제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대통령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매
우 드물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지원 속에 양국의 정부가 주로 고려인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면 거주국에 대한 자부심과 주류민족들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리라 사료된
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거주국의 정부가 고려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관심을 보인
다는 의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넷째, 고려인 이주사 박물관 건립
고려인 차세대의 국가정체성 문제는 거주국의 관심 결여에서 비롯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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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역사의 인식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공간에서 고려인 차세대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거주국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거주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사회이중노동영웅이었던 김병
화의 개인사 박물관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고려인 이주사 박물관이 건설된다면 고려인은 물론
우즈베크인과 카자흐인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교류가 지속될 것이다.
다섯째, 창업과정 개설
3국은 체제전환기에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을 한다면 3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고려인이 운영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 한국교육원에
창업과정을 개설하여 소자본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전수한다. 그리고 특별과정에
는 경영대학원과 같은 단기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3국의 경제에 맞는 사업개발에
집중하도록 교육시킨다. 물론 한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노하우를 가르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벤처기업 대한 지원 강화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템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고려인 사업가들에게 자본
을 제공한다. 당연히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후관리 역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고려인 과학자들은 상품화 시키지 못한 기술들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벤처기
업에 대한 지원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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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고려인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금도 3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차세대들 가운데 실력을 인정받는 자들은 한국
에서 유학을 할 수 있다.48) 그러나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
를 통해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한다면 고려인 차세대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향후 10년 내에 3국이 여타 국가들처럼 전문직에 대한 대
우를 복귀시킨다면 이들은 거주국의 전문직 종사자로 인정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
을 것이다.

Ⅲ. 결 론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외교의 핵심지역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하
였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진
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쟁국들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은 진출과 체제전환기 고려
인 사회에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정치인이 배출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양국을 중심으로 에너지ㆍ자원외교를 시도하는 큰 그림은 정부의 몫
이다. 고려인이 지금 모국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인 정치인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
만 하여도 장기적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8)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려인 특별전형’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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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1세기 유라시아시대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확대되어야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양국 전문가 양성
현재 국내에 중앙아시아와 관련하여 개설된 교육기관은 대학교 두 곳에 학과가
있다. 카스피해 에너지ㆍ자원외교는 결국 중앙아시아 외교이다. 이를 인식한다면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려인 차세대 양성의 필요성 인식
양국의 주류민족 차세대와 소수민족 차세대들이 거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부
문에서 받는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이 벌어질 것이다. 대통령 장학금의
수혜는 토착민족들이 대부분 가져간다. 이것은 미래의 양국을 주도하는 세력에 고
려인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상은 향후 모국과
소수민족간의 교류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모
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이다.
한국정부의 에너지ㆍ자원외교의 핵심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모
국의 지원 없이도 정치권에 진입한 고려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발판
은 소비에트체제가 일부 제공한 시스템에 있으며 체제전환기에 보여준 개인의 능
력에 달려있었다. 이들을 통한 에너지ㆍ자원외교는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전략과
맞물려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들이 가지는 현재의 위상과 거주국의 상황을 이해
하고 가능한 부분에 집중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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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한다. 그리고 차세대 고려인 정치인 양성은 기성 정치인들이 성장한 것과는 다
르게 접근해야 한다. 모국의 정부, 기성 고려인 정치인이 협동해서 집중적으로 육
성해야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시대임을 이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
의 대CIS 에너지ㆍ자원외교의 장기적인 승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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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소연방 해체 이후에 이주(иммиграция)와 이산(диаспора)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을 뒤흔드는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소연방이 해체되자 인
구유동에 대한 국가규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구소련에 속한 공화국들로부터 수많은
비러시아계 이주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광범위한 이유로 인해 러시아연방으
로 쇄도했을 뿐만 아니라, 각 공화국에 흩어져 거주하였던 2,500만 명의 러시아인
들 중 다수가 고향으로 귀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에 속
한 국가들 가운데,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안에서 내부이주뿐만 아니라 해외이주
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었다.1) 1990년대 중반부터 피크에 올랐던 이주의 현상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간 이상 인구학, 역사학, 인류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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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폭발적인 연구성과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
하고 있다고 하겠다.2)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소련해체라는 정치적 격동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정,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 자본, 노동, 정보의 이동을 추동하는 전지구적 세계화의
현상과 맞물려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의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16세기 이래
영토 팽창과정에서 러시아민족이 행사해 온 헤게모니에 변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하
기도 한다. 사회지리학자 헬레냐크(Timothy Heleniak)는 러시아가 안고 있는 4가
지 딜레마로서 앞서 지적한 이주와 이산이외에, 러시아 최고두뇌의 서방 유출, 시
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인구감소, “이주의 자력(migration magnet)”이 강한 러시아
의 출현을 강조하며 러시아연방 내의 인구변동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3) 반면에,

1) R. F. Abazov (1999), The Formation of Post-Soviet International Politics in
Kazakhstan, Kyrgyzstan, and Uzbekista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the
Donald W. Treadgold Papers in Russian, East European, and Central Asian Studies,
Seattle, p. 237.
2) 러시아 이주연구의 권위자 자슬라프스카야의 여러 논문들(”Нужны ли иммигранты российском
у обществу?’’ Под ред. В.И. Мукомеля и Э.А. Паина. М.: Фонд “Либеральная мисси
я”, 2006, с. 7-30; Andrei V. Korobkov, Zhanna A. Zaionchkovskaia, The changes in
the migration patterns in the post-Soviet states: the first decade,”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7 (2004) 481-508 외); Н. Лебедева (1993), Социальная цси
хология етнических миграции, М: РАН институт е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имени Н.
Н. Миклух-Маклая, 1장; Г. Витковская (1993), Вынужденная миграция: Проблемы и
перстективы, М: РАН институт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cc. 33-49;
Hilary Pilkington(1998), Migration, Displacement and Identy in Post-Soviet Russia,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3-22; 국내연구로 김태연, ｢현대러시아에서의 이주와
루스끼 민족주의｣, 국제정치논총, 47집, 4호, 2007, 213-241; 우평균,｢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서의 러시안 디아스포라: 러시아의 인식, 정책과 이론적 측면｣, 한국정치학회보, 38집, 3호, pp.
387-409.
3) Timothy Heleniak (2002), “Migration Dillemas Haunt Post-Soviet Russia,” Migration
Policy Institution(MPI) paper, http: //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print.
cfm?I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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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구센터(Центр миграци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소장이며, 러시아 아카데미
국민경제연구소(Институт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Российск
ойакадемии наук) 산하의 이주인구 연구실 책임자 자이온츠콥스카야는 러시아로
의 이주민 유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러시아의 인구감소를 메꿀 수 있
는 가장 절박한 대안으로서 이주민 유입을 강조한다. 즉, 러시아 미래의 성공적 발
전을 위한 “필요조건(непременное условие)”이 바로 이주라는 주장이다.4)
그동안 연구자들은 이주문제에 대해 신고전경제학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세계
체제론, 네트워크이론, 제도화이론, 이주체제론 등에서 보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
명해왔다. 짧게 몇 가지만 부가 설명하자면, 신고전경제학의 매크로 이론은 가장
잘 알려진 고전이론으로서 노동이주는 송출국과 유입국가 사이의 노동수요와 공급
에 의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신고전경제학의 마이크로 이론에서는 개인이 합리
적 행위자로서 이주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비용이익을 분석한
후에 이주를 결심한다. 이주 신경제학에 따르면, 이주결정은 개인 행위자들이 아니
라 가족 또는 가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소득을 최대화하
고, 불안한 경제의 시장실패로부터 일어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주 체제론은 이
주자들이 주택이나 토지같은 것을 구입하고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을 창출
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기대한다. 네트워크이론은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이주민
통합을 손쉽게 해주는 이주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다.5)

4) Жанна Зайончковск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2005년 1월 20일 공개
강연 http://migrocenter.ru/science/science05.php ; Жанна Зайончковская, “Иммиграция:
альтернативы нет,” http: //www.archipelag.ru/agenda/povestka/povestka- immigration/russ-bazar/alnernativ-net
5) 각 이론들에 대해서는 김태연, ｢현대러시아에서의 이주와 루스끼 민족주의｣, pp. 2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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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것은 일정한 설명틀일 뿐이며,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각 지역들
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주 현상들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총체적
인 설명은 여전히 연구자들의 과제로 남아있다. 기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
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주문제에 대해 더글라스 매시(Douglas S. Massey) 등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의 일관성있는 이론이란 없으며, 일반적으로 상호 고립
되어 발전한 오직 단편적인 이론들이 있을 뿐”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연구들이 주로 이주의 원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
근에는 이주의 지속요인, 이주의 종류, 이주의 형태와 양상, 이주의 정치ㆍ문화적
결과 등 이주민 유입국, 송출국, 경유국 등의 구체적 상황과 다양한 측면들이 분석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의 내부 및 해외 이주
문제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 문화학 인터넷 저널(Internet-Zeitschrift für
Kulturwissenschaften)에서 아지모바(Dinora Azimova)가 잘 요약하고 있듯이, 각
국의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 경제, 문화, 정치, 사회, 심리 등의 여러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7) 예컨대, 중요한 인구 유입국
이었던 러시아의 경우, 그동안 급속한 인구유입을 막기 위해 통제일변도로 나갔던
이주정책도 2007년 법 개정과 아울러 변화를 맞이하였다.8) 그에 비해, 주요한 인
구송출국인 중앙아시아 지역들, 즉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특히 우즈베키스탄
의 이주민은 노동이주, 왕복매매, 상업적 이주의 형식을 띠는 미숙련 노동일 뿐만

6) Saltanat Sulaimanova, “Irregular Labor Migration from Central Asia to the United
States,” Selected Papers from the 2004 CESS Conference, p. 9; S. Massey et al.
1993, p. 432.
7) http: //www.inst.at/trans/16Nr/13_2/azimova_bericht16.htm
8) 러시아정부의 이주정책에 대한 시기별 변화에 대해서는, 김성진, ｢러시아 이주정책의 성격과 발전
전망 ｣, pp. 5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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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글은 우즈베키스탄의 이주민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다. 그동안 중앙아시아 이
주민에 대한 국내연구는 주로 인구학, 여성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고려인 이주노동
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고려인 여성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앙
케이트조사와 구술자료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다.9) 그것이 결혼이주이든 노동이주
이든 간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러시아연방이나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지역으로 이
주하여 마주치는 혹독한 현실에 적응 또는 배제당하며 얻어가는 주체로서의 경험
과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이주민 연구의 기본 전제일
것이다.10) 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람들과의 관계,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의 관계, 러시아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의 변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의 내부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민들이 일상적
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명이 총체적 이주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
는 내용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드연구와 이주민들
과의 심층인터뷰에 기초한 1차적인 경험적 데이터를 얻은 후에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내부

9)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특히, 4장. 독립국가연합
의 고려사람 편, pp. 87-148, 고려대출판부;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특히 중앙아시아의 경우 우즈베
키스탄 출신 고려인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
10)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 Миграции (МОМ),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з Узбекист
ана в южных регионах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ы, 2005; Ж.А. Зайончковская,
“Нов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печатляющие результаты и новые проблем
ы,” Центр миграци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IOM/OSCE research paper, 2007, http:
//migrocenter.ru/science/science02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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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외이주가 지속되는 현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이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의 밑바닥에 있는 “당기고” “밀어내는” 상관관계의 장기적인 역사적
유산을 살펴보는데 강조점이 있다. 즉, 이 논문은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변화에
대한 성찰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이주민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1)이러한

목적을

위해, 논문에서는 비록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하지만, 1996~1998년, 2006년과
2008년에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에 머물면서 얻은 파편적인 인터뷰, 문헌연구
들, 그리고 신문인터뷰 자료, 이주연구센터(Центр миграци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자료, 국제이주연구소(IOM), 국제은행(World Bank) 등의 통계자료 등에 기초하
여, 우즈베키스탄 이주민에 대해 예비적으로 얻은 결과를 보여주는 소박한 시론임
을 밝힌다.

Ⅱ. 이주의 역사성과 소비에트 시대의 유산
19세기 러시아의 자유주의 역사가 클류체프스키(O.V. Kliuchevskii)는 러시아
의 역사가 “식민의 역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인에게 있어 새로운 지역으로의 팽창, 그리고 이주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 15~16세기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국가로의
발전과정에서 그 영토는 17세기에 이미 동진을 통해 시베리아지역을 포함하여 태
평양에 이르렀으며, 19세기 중엽에 광대한 중앙아시아지역을 식민화함으로써 러시

11)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과 같이 유사한 이주민 문제를 안고 있는 중
앙아시아 일반의 상황도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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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국은 유라시아대륙의 중추로 자리잡았다.12)
영토팽창 과정에서 러시아제국에 비러시아계의 지역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변
경지역으로 러시아인들의 역이주가 생겨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제국의 구성
원들은 점점 더 인종적으로 섞이게 되었다. 1917년 혁명은 몇몇 국가들에게 매우
짧은 기간이나마 독립성을 부여하기도 했으나, 1920~30년대를 거치면서 과거의
러시아제국에 속한 대부분의 지역이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으로 통합
되었다. 러시아제국의 지리적, 역사적 유산 위에서 성립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은 이주에 있어 일정한 방향이 있었다. 즉, 소비에트 체제에서 이주는 노동력
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던 강력한 정책적 수단
이었다.
소비에트체제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강제력을 사
용했다. 스탈린 통치하의 경제 5개년계획 시대 초기에 산업화정책에 의해 수 백만
명이 도시로 이주했고, 농업집단화에 의해 수백만 명이 농촌으로 이주했다. 그 외
에도 대테러와 강제이주에 의해 시베리아 및 카자흐스탄에서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1929년에 소비에트체제 하에서 인구의 81%가 자신이 태어난 원래의 장
소에서 거주했다면, 1939년에는 68%가, 그리고 1959년에는 52%만이 자신의 고향
을 지킬 정도로 인구유동성이 늘어났다. 인종적, 민족적으로 보면, 비러시아계 인구
뿐만 아니라 러시아계 주민들의 인구유동성이 늘어난 것이다. 예컨대, 14개의 비러시
아계 공화국들에서 러시아인의 비율은 1926년 9.6%에서 1970년에는 19.6%, 1989
년에는 18.2%로 변화했으며,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인구의 구성비율은 1926년 소련 전체에서 7%, 1989년에는 17%였다.13)

12) В. О. Ключевский(1993), Русская история полный курс лекций в трёх книгах, с.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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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사후에도 시베리아와 몇몇 산업도시에서 전략적인 용도의 금속채굴과
벌채는 강제노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러시아인의 칼리닌그라드, 사할린 남부, 발
트해 지역으로의 이주 역시 정치적 목적의 이주에 해당되었다. 흐루쇼프시대에는
주민들에게 각종 특혜를 주거나 ‘신천지 개척’ 프로젝트같은 것을 이용해 소련의
북부지역, 카자흐스탄, 시베리아로의 이주를 장려하였으며, 그리하여 여러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합쳐지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자의로 직업을 바
꿀 권리가 있었으나, 거주지가 바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행증 시스템이 존재
했으므로 자발적 이주는 사실상 어려웠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경우, 국가주도의 인
위적인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존 밀러(John Miller)의 설명을 빌
리자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이주가 일어났다.14)
첫째, 1959~89년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가 그것이다. 5천만여 명의
사람들이 관련되었던 농촌-도시재분배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1989년에 소비에트인
구의 34%미만이 농촌인구로 계산되었다(러시아공화국의 경우는 전체인구 중
26%). 그런데 이러한 이주는 도시에 노동수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농촌생활에 대
한 불만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주자들은 주로 젊은층이 차지했다. 1970~80년대에
는 소련의 유럽지역 전체에서 농촌의 고령화, 출생률을 초과하는 사망률, 도시의
주택 및 사회서비스 악화 등이 야기되었다. 국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
에서 불법이주문제가 생겨났다.

13) Cambridge Encyclopedia of Russi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1994),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9; 그 외에 Timothy Heleniak (2008) “An Overview of
Migration in the Post-Soviet Space”, Migration, Homeland and Belonging in
Eurasia, Chapter 1,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pp. 29-67 참조.
14) Cambridge Encyclopedia of Russi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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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59~89년 사이에 볼가강 하류지역, 북 카프카스, 우크라이나 흑해 해안
지역, 몰도바에서 40%정도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러시아 지역에
서 20%미만의 인구증가,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에서 30%의 인구증가에 비교하면
큰 증가율이었다. 그리하여 소련의 남부 벨트쪽에 약 4백만명에 해당되는 넘쳐나
는 주민이 문제로 떠올랐다. 남부지역 경제는 중부나 북부보다 더 부유하고 안정적
이었던 반면에 북부의 비흑토지대 농업지역에서는 경제후퇴로 말미암아 인구가 줄
어들었다. 농촌-도시, 북부-남부의 인구이주가 1970-1980년대에 이루어졌고, 부분
적으로 1974년 특별프로그램에 의해 북부의 비흑토지대가 소생하였다.
셋째, 소수민족 병합조치에 의한 이주가 있다. 즉, 동질지역민 출신의 소수민족
집단을 이주시키는 인구소개정책에 해당된다. 도시-농촌, 북부-남부이주와 같은 대
량이주는 아니었지만, 강제이주는 1988~1989년에 카프카스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
에서 민족소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937년 고려인의 강제이주를 비롯해 소수
민족 인구소개정책의 예로는 1959년에 소비에트 아르메니야인의 44%가 아르메니
야공화국 외부에서 살았고, 1989년에는 33%가 그러했다. 1979~89년 사이에 트랜
스코카서스지역과 북 카프카스 자치공화국의 러시아인 인구는 197만 명에서 167
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소수민족들 역시 자신들의 공화국
과 고향을 떠나 외부에 있었다.
앞서의 정부에 의한 이주 이외에도 1920년대 초에, 소비에트 체제 반대자 약 2
백 만 명이 소련을 떠나 서방으로 망명했으며 2차 세계대전 후에는 30만 명 이상
의 포로가 소련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울러 1930년대와 1945년 이후, 소련정부
는 소련인들의 외국 이주를 금지하였는데, 체제반대운동의 기초를 이루었던 유대
인 이주민에 대한 압력도 1970년대에 시작되어 브레즈네프 시기에 이르면 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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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유대인이 소련을 떠났다. 1987년에 해외로 망명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과 독일인의 이주(그들은 외국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음)가 지배적이었던 것은 이러
한 맥락과 연관되었다. 결국, 1991년 5월에 상원에서 소련 출입국법이 통과되었고
1993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이제 해외로의 자유 여행을 비롯해 이주권, 외국통화
취득에 관한 다양한 제재가 풀렸다.15)
요약하자면, 소비에트 시대에는 러시아지역에서 비러시아지역으로 역이주가 있
었다면, 소련붕괴 이후에는 비러시아계의 구소련의 거주민들이 러시아연방으로 쏟
아져 들어와 러시아는 이러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망이 되었다. 소련몰락
직전까지 2천 5백만 여 명의 러시아인들이 비러시아지역에서 독자적인 몫을 누렸
다고 한다면, 소련 몰락은 그들이 누려온 모든 특권이 갑자기 종결되는 것을 의미
했고 러시아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곤 하는 소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문제가 러
시아 이주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16) 하지만, 이것이 포스트 소비
에트시대의 이주-이산의 문제를 모두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비러시
아계 민족들의 러시아로의 대량이주, 이주민들의 적응과 정착, 이주와 사회구조의
상호관계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
스탄 이주민들의 양상이 매우 특이하다.
특히, 오랫동안 “투르키스탄”으로 불러왔으며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문명과 문
화가 혼종되어 어우러졌던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지역은, 1930년대 중엽에 이르면

15) Cambridge Encyclopedia of Russi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pp. 29-31.
16)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인구의 37.8%를 차지하기도 했고, 아르메니야 인구의 1.6%까지 차지
하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비율로 비러시아계 지역에 들어와 거주하였다. 또 1천 1백 4십 만
명의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45%)에 거주했으며, 나머지 25% 즉, 6백 5십만 명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라트비야,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에서 살았던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러
시아인들은 비러시아계국가들 인구의 대략 16%를 차지하였다.(도시에 24%, 농촌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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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중앙정부가 기획하는 1민족 1국가의 원칙아래 인위적인 공간분리가 이루
어졌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야, 키르기지야, 타지키
스탄이라는 공화국들의 경계 지역에 살던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이주와 이산이 일
어났다. 스탈린의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는 소비에트 국민 만들기의 기획 속에서 각
민족들의 결속을 방해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지방의 저항을 깨는데 있었다. 그러한
목표 아래에서 중앙아시아 제 민족들에 대한 공간적 분리를 시행하는 것과 아울러,
스탈린은 1927년 농업집단화와 공업화 정책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스탈린의 경제5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지역경제는 심각한
변형을 겪었다. 낙후된 농업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농촌을 콜호스로 전환하는
농업집단화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농업경제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면화 재배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후 이 지역은 소련경제에서 “하얀 황금”으로 부르는 면화 원료공급
지 역할을 하였다.17)
물론, 농업집단화의 과정은 순탄한 것은 아니었으며, 역사가 알리모바(Д. А. Ал
имовa)가 책임편찬한 저서의 제목에 따르면 “비극”이었다.18) 정부의 시책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 인민위원 평의회의 의
장 호자예프(Faizulla Khodzhaev)는 면화재배 일변도의 단일한 문화에 대해 공공
연히 반대하였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이 소비에트 “바나나 공화국”의 지위로 떨어
지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우리는 면화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알

17) 농업혁명은 이 지역의 빈부격차를 부분적으로 해소했지만 지역적 부족주의를 없애지는 못했으며,
면화 지상주의는 저임금, 아동노동 이용, 노동력 확보를 위한 강제이주, 수자원과 농약남용으로 인
한 환경파괴 등 후대에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고마츠 하사오, 중앙유라시아의 역
사, p. 437.
18) Трагедия среднеазиатского кишлака коллективизация раскулачивание ссылка 1929~55
гг.: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Т. 1-3, редакцией Д. А. Алимовой, Tашкент,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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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1937년 대대적인 숙청의 시기에 호자예프는 체포되어 “부르주아 민족
주의”의 죄목으로 총살당하였다.19)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공업화의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의 시기에 소련이 유럽 쪽
의 공장시설과 노동자를 중앙아시아로 대거 소개하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렇
지만, 면화와 지하자원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가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그 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거의 모든 공산품의 생산을 외부에 의존했다.
혹여나, 러시아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북부 카자흐스탄 지역에 공장이 설치되
더라도, 공업부분의 기술자와 노동자의 태반은 러시아인 이주민이었고, 중앙아시아
의 토착민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 결과, 자연적 인구증가와
더불어 직업을 얻지 못하는 다수의 젊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중앙아시아의 경제
적 기반은 농업이 중심이었고, 이러한 경제체제는 소연방 내의 남북격차를 더욱 심
화시켰다. 즉, 중앙아시아 지역은 소연방 내에서 국민소득이 최하위에 머물렀고 연
방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언제나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그럼으로써 이 지역경제의
의존적 성격은 강화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의존적 경제가 기본적으로 부족 및 지역의 망과 연결된 “지하경
제(black market)” 그리고 소비에트체제의 부패와 구조적으로 연결될 때, 그 결과
가 매우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관련 부패
사건을 의미하는, 소위 “우즈베키스탄 사건”은 1978년부터 1983년 사이에 “생산

19) Geoffrey Hosking, Russia and the Russians, pp. 423-424. 다른 비 러시아계 공화국 지
도자들에게도 비슷한 운명이 닥쳤고, 예컨대 아르메니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야, 타타르의
ASSR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또는 모스크바 중앙정부에서 훈련받
은 중앙아시아 지역출신들이 순응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보내졌다. 실제로, 전 소비에트연방 공
산당 내에 러시아의 통제가 강화되어 1939년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66%가 러시아인이었고
1952년에는 72%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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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도 않은” 가공의 면화에 대해 10억루불이라는 거액의 국고를 지출하고, 중앙
정부까지 휘말린 구조적인 부패사건이었다.20) 이것은 우즈베키스탄 지역경제의 허
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더욱이, “생산되었던” 면화의 경우에도 우
즈베키스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면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했고 끊임없이 강을 이용한 관개에 의존했으며, 경작지는 독성이 있는 잡
초제거제와 고엽제로 재배되었다. 그 결과, 아랄 해는 점차 죽어갔으며 깨끗한 식
용수의 부족과 지방인구 가운데 주기적인 이질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일어났다.21)
이러한 두 차원의 문제는 사실상 하나의 문제, 즉 소비에트 시대의 유산과 연결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에트 계획경제 시스템은 집단농장 관리자들을
통해 노동을 고무시키기는 했으나, 설사 고용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서 생활을 지
원해주었고, 농업과 산업간의 임금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소비에트 경제가 해결하
지 못하는 부분은 제2의 “지하경제”에 의해 작동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일할 동기를 찾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동기를 얻지 못했다.22)

20) 1959년부터 1983년까지 우즈벡 공산당 제1서기장이었던 라쉬도프(Sharif Rashidov)와 관련자
들은 당시에 모든 생산력은 수치에서 나타난다고 믿었던 고스플란 관리들의 허를 찔렀다. 적어도
겉으로 보면, 우즈벡 면화산업 생산 수치는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1980년
대에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매년 천 만 루불 이상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즈벡 공산당 중앙위원 90%가 경질되고, 면화생산 관련 실무자가 다수 체포되었다. 이는 소비에
트 체제의 부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우즈벡 사건”이라는 형태의 고발운동이 전
개됨으로써, 우즈벡 인들의 감정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오히려 중앙에 반발하는 우즈벡 민족주의의
대두를 촉진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Geoffrey Hosking, Russia and the Russians, p. 562.
21) J. Critchlow, Nationalism in Uzbekistan: A Soviet Republic’s Road to Sovereignty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1), 64-69, 78-91.
22)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컨대 일종의 “기업가”로서 고려인들처럼 열심히 ‘고봉질’을 하는 것은 예
외적인 경우에 속했다. ‘고봉질’은 농민들이 가족 단위로 모여 상업작물을 경작해 돈을 버는 것을
말함. 집단농장 콜호즈 관리인과 개별 계약을 하여 단기로 양파, 채소, 과일을 재배하고 유통까지
처리하는 운영체계를 의미함. Kim German의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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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경제의 쇠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계속 줄어들었으며, 소련
의 붕괴는 이 지역의 유약한 경제 시스템을 한층 위협할 수 있었다. 그동안 소비에
트정부가 이 지역에서 시행했던 교육의 다각화나 산업의 다각화 노력 등은 실제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중앙아시아를 러시아의 변경으로 만든 장기 1세기
의 불균형을 시정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변경이라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장기적 불균형 문제는 중앙아시아 연
구자들이 해명을 위해 노력해온 주제이다. 특히, 현재의 이주물결을 이해하기 위해
서도 과거 소비에트 경제시스템의 유산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마이클
헤치터(Michael Hechter)는 소비에트 계획경제가 중앙아시아지역을 원료생산지역
으로 만들어 이른바 “내부식민지”모델과 유사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하
면,23) 알리모바는 소비에트 계획경제가 중앙아시아지역의 산업화를 막고 면화수출
만 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24) 물론, 소비에트 계획경제의 주창자들에 의해 1950~60년대에 우즈
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수력전기, 석탄, 화학공장들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었으
며, 농민들의 문맹율 퇴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전기에서부터 의료
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서비스가 도시뿐 아니라 시골에도 도달했다.25)
그렇지만, 식민지발전과 근대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함께 이루는 것은 쉽지 않
은 듯 보인다. 특히 러시아계의 이주민들은 공장 매니저와 숙련노동자로서 자신들

23) Michael Hechter,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BDevelopment, 1536~1966 (Berkeley, 1975); Jeff Sahadeo, Ibid., 각주 11 인용함.
24) Д. А. Алимова, А. А. Голованов, Узбекистан в 1917~90 годы противоборство идей
и идеологий, Tашкент, 2002, c. 60-61.
25) William Fierman, “The Soviet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in Soviet Central
Asia: The Failed Transformation (Boulder, 199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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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리를 내놓으려하지 않았고 중앙아시아인들을 산업화과정으로 끌어들여 그들
을 러시아인과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소비에트 계획경제 아래서 오랜
동안 이 지역은 면화농사를 비롯해 농업뿐 아니라 공업의 원료추출을 위한 기지로
이용되었다. 루빈(Nancy Lubin)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에 소련 중앙통계국(Ц
ентраль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의 계획가들을 포함해 몇몇 관리들은 이
러한 2개의 사회와 식민경제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펼쳤지만 수
포로 돌아갔고 러시아인들은 숙련노동자의 자리를 비어둔 채 떠나버렸다. 아울러
1978년에는 국가 노동 및 사회문제 위원회 최고위원 코스틴(Л. Костин)이 직업기
술학교(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е училище)를 통해 중앙아시아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교육내용도 매우 불안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을 마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정부의 기술훈련 노
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인들은 농업 관련 중등교육기관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
고, 건설과 산업 부문의 고등교육과정에는 러시아인들이 주로 몰렸다. 왜냐하면 고
등교육 과정은 러시아인 교사에 의해 러시아어로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26)
소비에트시대의 계획경제 시스템과 아울러 중앙아시아 이주의 문제는 매우 흥
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토착민들과 슬라브계 러시아인들에게 이주는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났다. 우선, 토착민들의 경우,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전에 지극히 소수이기
는 하지만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RSFSR)으로 이주
한 사람들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대학 등지에서 고등교육을 받거나 공업화의

26) Nancy Lubin, “Implications of Ethnic and Demographic Trends,” in William
Fierman, ed., Soviet Central Asia: The Failed Transformation, pp. 48-49. 54-56. 그
와 함께 다음을 참조. Nancy Lubin, Labour and Nationality in Soviet Central
Asia(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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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왔던 러시아인들을 뒤쫓아 온 노동자들로서 교육
을 마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한 소
련이 과거 제국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인들을 데려다 공부시키는 것은 서방
세계에 대해 소련 자체를 알리는 중요한 선전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아시
아, 아프리카, 아시아의 저발전국가의 학생들이 주택, 의복, 다른 물건 등의 특혜를
받았다. 오히려 소비에트 체제의 첫 40년간은 주로 슬라브계 러시아 주민들이 중
앙아시아로 이주하는 경우들이 지배적이었는데, 농업집단화와 공업화와 같이 소비
에트 체제의 강화를 위한 대규모 조치들이 취해지던 시기에 그들은 대거 중앙아시
아 지역으로 이주하였다.27)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잠시 중앙아시아인들의 러시아지역으로의 이주가 활
발하던 시기가 있었으나, 특히 1950-60년대에 이르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구유
동성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부의 공
업시설들의 일부를 중앙아시아로 옮기면서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만
들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토착민들에게 기계를 맡기지도 기
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토착민들 역시 그러한 기계에 맞지도 않
았고 할 수도 없었다. 그와 동시에 이주의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즉, 토착민
들의 자연적 인구성장률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부이주는 일어나지 않
았으며,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왔던 슬라브인들의 이주도 정체나 감소가 나타났다.
예컨대, 1939~59년부터 이주민의 수는 우즈베키스탄 전체인구 성장율의 45%이상
으로 계산되었는데, 1959~70년부터 그것은 오직 10%, 그리고 1971~76년부터 오
직 4%에 머물렀다. 1979년에 이르면,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각 공화국 토착민

27) Jeff Sahadeo, Ibid.,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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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99%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였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는 중앙아시
아에 거주하던 일부의 러시아인들이 떠나면서 전체 인구 구성에서 토착민들이 차
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28)
1980년대 초에 소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 토착민들 간의 내부이주를 증가시
키려고 노력하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인들을 소련의 다른 지역
으로 이주시키려 시도하였는데, 예컨대 비흑토지대나 바이칼-아무르지역(БайкалоАмурская магистраль)에서 일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저작에서
자주 지적되듯이 중앙아시아인들은 이러한 이주 프로젝트 참여의 수준이 낮았으며,
참여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강조한다.29) 그런데,
1989년 인구조사는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공화국으로 이주의 증가가 다시 나타났
음을 보여준다. 즉, 1979~89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략 50만 명 이상이 중앙
아시아의 다른 공화국들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인구유동성은 우즈
벡인구의 대략 11.2%에 해당하였다.30) 그러나 이러한 중앙아시아가 아닌 외부로
의 이주자들은 압도적으로 비토착민이라는 것을 지적해야만 한다.
소비에트 시대, 특히 1950-60년대 이후 무슨 이유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내부이주와 외부로의 이주가 제한적이었던 것일까? 우즈벡 토착민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인구유동성은 매우 낮았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에트
인구학자들은 외부로 끌어내는 동기의 부족, 즉 내부이주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다든가 하는 기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요

28) Nancy Lubin, “Implications of Ethnic and Demographic Trends,” p. 49.
29) 그와 관련해 다음을 보시오. Л. Максакова,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Tашкент,
1986; С. Н.Железко, Социаь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в зоне ВАМа, М., 1980.
30) 키르기스스탄은 20%,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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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소련 해체 이전에 중앙아시아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면화산업 중심의 계획경
제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소련체제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토착민 사
회를 외부로 밀어내는 동기의 부족으로 내부이주 뿐만 아니라 외부이주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제국의 “주변부”로 표현하든, 또는 “내부식민지”로 표현하든
간에 중앙아시아를 지체와 저발전의 상태로 남게 하였던 1세기에 걸친 장기의 불
균형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우즈벡인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외부이주의 경우, 자신들 삶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먼 거리에 있는 정책성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며, 내부이주의
경우에도 이농을 하여 획기적인 삶의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 수평적 이동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2009년 현재 포
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끊임없는 이주의 물결, 특히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2백 만
여 명의 중앙아시아인들이 고국을 떠나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소비에트시대의 역사
적 유산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의 내부 동인들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한다.

Ⅲ.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
중앙아시아 5천만 인구의 절반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다. 압도적인 농촌
인구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중한 통제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주요한 이주민 송
출국가가 되었다. 수치에서 많이 편차가 있는데, 2백만에서 8백만 명에 해당되는
우즈벡 시민이 해외에서 노동하고 있다. 노동이주민의 대다수는 계절노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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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계절 동안에 주기적으로 외부로 옮겨가며, 노동이주민들은 대부분 우즈베
키스탄의 농촌지역 그리고 우주베키스탄 내부에 있는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Кара
калпакстан) 출신들이다.31)
2009년 현재, 우즈벡인의 30% 이상이 고국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이주노동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많은 수의 우즈벡인들이 이주노동자가 되는가? 그
들은 어디로 가는가? 아울러 언론지상에 연일 오르내릴 정도의 끔찍한 수탈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가? 이는 중앙아시아 역사가
사하데오(Jeff Sahadeo)를 비롯해, 아지모바(Azimova), 마라트(Erika Marat), 이슬
라모프(B. Islamov), 자이온츠콥스카야 등 이주민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를 비롯해 각종의 국제이주연구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테마이다. 이것은
긍극적으로 중앙아시아인들이 자신들의 공화국에 남을지, 아니면 러시아나 카자흐
스탄으로 옮길지,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처럼 해외로 이주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붕괴 이후 이러한 요소들이 해당 지역민
들의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신이 우리의 고향마을(кишлак)에서 일을 찾을 수는 있지만, 임금수준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간다. 당신은 여기에서 그 봉급으
로 생존할 수 있지만, 자녀결혼비용이나 집 지을 돈을 벌 수 없다. 요즘에는 누가 떠
나는가?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 사람들, 집에 두 세 명의 가족이 딸린 사람들,
그러나 집을 지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망간 주의 마할라 위원회 피고용자)32)

31) Erica Marat, Labor Migrtion in Central Asia: Implic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paper. 2009.
32) “Labour migra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social, legal and gender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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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보듯이 각 가정이 처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수많은 우즈벡인들이
외부로 이주노동을 떠났다. 그런데, 최근에 우즈벡을 떠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
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곳에 일자리가 없다는 대답이다. 그들이 이런 돈을
벌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서인가? 그에 따라 일자리가 없는 것인가? 꼭 그렇
지는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외부로의 이주노동자의 33.3%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31%는 중등교육을 그리고 26.2%는 특별한 중등교육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었
다.33)
다시 말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을 찾을 수만 있다면, 떠날 이유가 없다”고 그
들 대다수는 주장한다. 이주노동자는 그들이 러시아로 이주해 노동하면 한 달에 평
균 300~400달러를 벌 수 있지만, 집을 떠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곳
에서 노동을 하면 14만 5,000sums(115달러)을 벌 수 있다. 그들은 그 돈 가운데
9만 sums을 고향으로 보낸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
자의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달러 미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중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향 근처에서 버는 수입보다 급료가 훨씬 더 많다고
믿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터뷰에 기초한 최근 연구들은 이주노동자의 급료
가 가족수입보다도 5~10배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34)
앞의 인터뷰 내용은 바로 우즈베키스탄 내부에 사람들을 외부로 밀어내는 중요
한 요인이 있었으며, 러시아(소비에트체제)도 역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을 가

중에서 인터뷰 부분.
33) Maria Yanovskaya, “Uzbek Migration: low pay, life sentence”(2008년 3월 12일)
http: //www.opendemocracy.net/article/email/uzbek-migration-low-pay-life-sentence
34) 위의 자료.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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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러시아연방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는 우즈벡
인들은 누구인가. 이주민들에 대한 최근의 통계자료와 인터뷰자료를 자세히 들여
다보면 가장 먼저 대도시의 상황들이 눈에 띤다. 예컨대, 야노프스카야의 상트 페
테르부르그 이주자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크게 소비에트 시대 이주자들
과 소련 붕괴 이후 이주자들로 나눌 수 있다. 소비에트시대에 이주한 구세대들은
특히 1970~80년대에 도착한 이주자들 레닌그라드에서 정상적인 아파트를 구했고
이미 안정을 찾았으므로 소련붕괴 후에 도착한 신참자들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트 페테르부르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비에트시대의 이주자들은 종종
새로운 신입자들을 위해 때때로 몇 달씩 그들이 집을 찾을 때까지 도움을 주었다.
1970~89년에 이주한 그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최근의 이주물결의 규모를 이
해하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안정적인 집단으로 나타나며, 그들은 상
트 페테르부르그를 “집”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고향으로는 자주 돌아가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직업의 경우에도, 교수,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안정적인 상황은 새로운 신참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다.35)
하지만, 앞의 경우와 달리 상트 페테르부르그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이주노동자 중 23.2%는 여성이었고, 그들 중 45%
는 남편이 없었다. 즉, 그들 중 절반은 미혼이었고, 1/3은 이혼했고, 나머지는 남편
과 떨어져 사는 여자이거나 과부였다. 남자들은 건설, 소매업, 농업, 수리업 쪽에
서, 여성은 청소, 세탁, 농사일, 과일과 채소 분류 및 담기, 접시닦기, 부엌 보조일
등에 참여했다. 여성의 일은 남성의 일보다 단조로운 일이면서 작업 조건은 더 어

35) Maria Yanovskaya, “Uzbek Migration: low pay, life sentence”(2008년 3월 12일)
http: //www.opendemocracy.net/article/email/uzbek-migration-low-pay-life-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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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다. 그러나 보통은 남자임금보다 30% 낮게 임금을 받았으며, 중등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이나 여성은 모두 선택의 여지없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고 회고한다.
이런 이주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숙련기술이 없었다.36)
노동조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은 공식적인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쪽을 선호하였다. 왜냐하면 거주지등록비와 임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했
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불법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사기
를 당하는 위험(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상적)을 감수하고 그리고 계속
해서 뇌물을 주어야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홀로 남아서 일을 잡을 기회를 얻었다.
안디잔 출신의 한 농민가족은 러시아에서의 이주자의 작업조건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불법으로 일한다. 임금을 받는 날, 경찰이 출구에서 기다리며 불법노동자들
은 그에게 각자 500루블을 준다”고 증언하였다.37)
여성들의 경우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의 노
동이주의 붐은 2000년에 시작되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경제상황이 안정되면서 이주는 늘어났다. 소비에트시대의 사회적 특권과 무상의
사회서비스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여성들도 일을 찾았다. 비록 몇 년 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여성들이 아이들과 고향

36) Maria Yanovskaya, Ibid., 같은 곳.
37) Maria Yanovskaya, Ibid., 그리고 위의 인터넷 자료. 2007년 전에는 러시아에서 합법노동이주
절차가 극히 어려워 부패가 많았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러시아 이주법이 변경되어 노동이주
가 합법화되어 용이해졌다. 과거에는 경찰이 이주자의 거주지등록에 대해 책임을 졌다. 과거에는
이주자가 등록하기를 원하는 거주지의 소유자만 경찰에 출두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 즉, 거주
지에 사는 모두가 등록에 동의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 이주 서비스국에 작업장 주소 또
는 중간의 매개회사 주소를 써넣은 진술서를 써내기만 하면 된다. 허가도장이 찍힌 진술서의 보관
용용지는 이주가 법적 거주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자의 여권과 이민카드가 진술서를 위해 필요
하다. 카드를 잃어버리더라도 벌금을 물면 다시 복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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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나 일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남성들이
떠나면(혹은 사망), 여성들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 일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많
은 경우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험삼아 보통 타시켄트에 가는데(내부이주자의
70~80%), 거주지등록, 경찰, 주택 문제를 마주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은 돈을
좀 모으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갔다. 보통은 불법인데, 공식통계는 우즈베키
스탄으로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노동이주를 하는 80%의 사람들이 CIS국
가 출신의 전체이주민들 가운데 57.6%를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우즈벡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즈벡 정부는 노동이주의 존재에 대
해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악명높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우즈벡에서 신임받지
못하는데, 몇몇 정부 통제하의 조직(공식적으로는 NGO로 등록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IOM사무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함. 이 조직들은 법집행조직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뿔뿌리 수준에서 일한다. 지방정부와 마할라는 해외에
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주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에 대해 잠재적 이주자와 귀환이주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Istiqbolli Avlod(Future Generation)는 예컨대, IOM의 감독하에서 이주 및
휴먼 트래픽킹(악덕 인간 거래)에 대한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2004년 이래로, 이
조직은 카자흐스탄, 러시이, 키르기스스탄의 NGO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다.
Istiqbolli Avlod 활동가들에 따르면,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정부의 고
용인들은 이제 이주민들을 몇 년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 이 조직이 처음
에 일했을 때, 이주자들은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회의 버림받은 사람들 outcast로 인식되었다. 예컨대 인신매매 여성들은 범죄자와 사회적 부랑인 pariahs으
로 다뤄졌다. 오늘날 이러한 인식은 변했는데, 이주자와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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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제력이 훨씬 동정적이 되었다.38) 희생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가 여전히 존
재하지만, 법집행기관도 또한 Istiqbolli Avlod와 종종 협조한다.
비록 NGO가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건설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
하지만, 그 조직은 독립적이지 않다. 2005년 5월 안디잔 학살에 뒤이어, 우즈벡 의
회는 시민사회에 할당된 모든 기부금을 관리하기 시작. 의회는 NGO 사업에 대한
강한 통제수단을 정부에 부여함. 정부-NGO협조는 때때로 생산적이기도 하지만,
자유롭고 성공적인 시민사회라는 잘못된 인식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청년 그룹
Kamolot와 Fond Forum을 포함해 다른 NGO가 같은 조건 위에 있기를 허락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보다는 러시아의 법집행조직, NGO파트너와 훨씬 더
가깝게 일한다. 우즈벡정부가 카자흐스탄에 존재하는 이주민 문제를 부인하기 때
문에, 우즈벡 시민들은 그곳에서의 성과 노동 착취의 가장 일반적인 희생자이다.
카자흐경찰은 알마티와 다른 도시들에서 종종 인신매매를 덮는데 관여하며,
Istiqbolli Avlod는 우즈벡 인신매매희생자들을 본국에 송환할 수 없다. NGO가 한
희생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도, 알마티 경찰은 협조를 거부한다. 노동이
주와 함께, 우즈벡의 내부 외부 인신매매 비율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다.
우즈벡 정부는 이주문제에 대한 지역dialog를 세우는데 주저하고 있다. 많은 지
역전문가들은 타쉬켄트가 이주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부정적 여론을 두려워한다고
믿고 있다. 이주에 대한 우즈벡의 협조는 러시아와는 최고로 잘 되는데, 우즈벡 정
부는 계속 중동프로그램과의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벡 이주민의 유입국
중의 하나이자 가장 많은 유입국인 카자흐스탄과의 협조는 문제가 있다.
이주민들은 송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송금의 비공식, 공식적 방법은 구소

38) Светлана (2008)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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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국가들을 경유하는 것이다. 공식채널은 Western Union과 그와 유사한 송금시
스탬의 호스트를 포함한다. 가난한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높은 비용을 물고 적은 돈
을 보내며, 부유한 이주자는 한번에 많은 양의 돈을 보낼 수 있다.39) 미국에서 일
하는 한 키르기스출신 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비공식적 송금을 한다(여권발
행사무같은 신원증명 서류를 제공해주는 이주중개업자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포함해).40) 이러한 기관은 미국뿐 아니라 키르기스스탄에 토대를 둔다. 이주활동을
다루는 공식, 비공식 기관은 종종 다른 것들과 경쟁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으로 대
체되지 않는다. 과거 몇 년간 West Union의 비교적 비싼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
는 새로운 송금기관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기관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널리 확산되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41) 결과적으로, 정부는
송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송금의 나머지 부분은 중개소나 이
주자 자신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동하며, 은행이용에서 비용이 들지만, 돈을 가진
채 러시아를 떠나 타지크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관세창구에서 관리들이 습관적으
로 이주에 대해 비공식적인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양적 연구들과 달리, 이주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질적 연구는 드물다. 송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공동체에 집중하며, 게다가 송금이 공동

39) Marat Erica(2009), Labor Migrtion in Central Asia: Implic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paper.
40) Хонг Белла Николаевна (2006) 과의 인터뷰
41) 송금은 타지키스탄의 재정개선에 도움. 즉 송금제도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12개 이상의 타지크
은행이 2004년에 송금과정 시작. 정부가 재정흐름을 국가로 가져오는 능력을 발전시킴. 지역 전
문가에 따르면, 이주자의 55%이상이 공식기관을 통해 돈을 송금하는 쪽을 선호하며 2000년 초
와 비교해 비율이 높아짐. Витковская, Г. (1993), Вынужденная миграция: Проблемы и
перстективы, М: РАН институт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cc. 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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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발전시키는지, 교육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노동이주가 뒤에 남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다.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의 대략적인 평가에 따르면, 송금은 중요하게 발전시키
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잘해보아야, 작은 인터넷 카패, 레스토랑를 연다든가, 택시
를 구입하는 정도가 그 한계이다. 송금은 지역의 인프라 구조와 서비스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돈을 빌려 투자하도록 고무시키며 빚을 갚도록 고무
시키는 것과 같은 micro-credit를 제공함. 고향에서 사업에 착수한 대부분의 이주
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다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일시적인 갭을 메꾸는 것으로 바
라보기 때문에, 경제를 증진시키는데 실패한다.
이주민 송출국가의 일반적 트랜드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다른 국가들에서 온
이주민들은 재산을 수도에 부유한 이웃에 투자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으로 보았다. 그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소규모 비즈니스는 수도나 그 외곽에서 착
수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은 다시 더 많이 내부이주를 하도록 이끌었다.42)
전문가들은 타지키스탄에서는 송금의 오직 2%가 소규모 비즈니스에 투자된다
고 보며, 나머지는 소비로 쓰인다고 평가. 송금은 결혼, 생일, 장례. 그밖의 다른
의식에 종종 쓰였다. 교육에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Bishkek의 IOM의 한
대표는 “어떤 이주자들은 옷, 휴대전화, 더 많은 음식을 사는데 쓴다”고 보고한
다.43) 가족은 이웃들이 이러한 이벤트에 함께 참여하고 전체 공동체를 초청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타지크 정부는 노동이주를 해서 벌어들 인 돈을 먹는데 써버리는
42)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임대시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2000-2008년까지
내내 상승했다. 그 경향은 송금이 가격상승을 부추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43) Светлана (2008)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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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과도하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기 조차 하였다. 키르기스 의회는 비슷한 조
치를 논의했다. Dushanbe의 IOM사무소는 이주자와 가족들에게 투자기회를 위한
특별 훈련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송금을 소비에 쓰려는 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주자들
은 새로운 투자전략을 배워 자신들의 소비욕구를 잠재우는 방법을 터득할 것이다.
귀환이주자들은 가장 기업가적인 시민이고, 새로운 시장을 바라본다. 해외의 다른
부분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이주민들은 건설 혹은 제조분야에서 그들의 특별한 기
술을 고국에서 발휘할 것이다.44) 그리고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고향에서 돈버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다
시 이주할 수도 있다.
이주민 유입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러시아인구는 1990년대 초 이래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상회하여 평균 7.7%에 이르렀다(40
만~90만). 매년 360만 명의 이주민유입으로도 인구하락을 맞출 수가 없었다.45) 이
러한 인구불일치 상황은 러시아 전역에서 인종주의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비러시아
인에 대한 일상적 차별의 원인이 된다. 외국의 문화, 사상, 사람들에 대한 러시아의
사회적 선호도는 사회 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현재 국가정책에도
확대된다. 러시아관리들은 대중적 공포심에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정체성이 위협
에 처했다고 경고한다: 현재의 감소가 계속된다면, 2050년 경에는 비-러시아인이

44) Хонг Белла Николаевна (2006) 과의 인터뷰
45) Timothy Heleniak (2002), “Migration Dilemmas Haunt Post-Soviet Russia,” Migration
Policy Institution(MPI) paper, http: //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 print.cfm?
ID=62, 2009년 12월 10일. 이러한 수치는 2002년의 자료이지만, 2008-2009년의 상황을 묘
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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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다수를 구성할 것이다.46)
좌우의 러시아정치세력은 전 소련국가들과의 재 통일이 러시아의 외국정책 우
월성을 높이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두마의 의원들은 러시아의 지배력을 다시
찾기를 희망함. 러시아의 공산당은 여전히 가장 큰 정치정당의 하나인, 공산당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의 이데올리기에 기초하는 포스트 소비에트국가의 통
일을 촉구하였다. 쥐리놉스키가 이끄는 극우 자유민주당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에서 러시아 짜르지배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신 제국주의정책을 추구함. 푸
틴이 이끄는 중도파 연합러시아는 전 소련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싸
고 미국과 경쟁한다.
2000년대에 이주가 계속 늘어나자, 러시아정부는 공개적으로 외국인들을 경제
적 위협으로 간주하는데, 예컨대, 불법노동자들은 누수된 세금 8천만 달러의 책임
이 있다고 비난받았다. 러시아연방이주서비스의 대표 Константин Ромодановски
й는 이주민들이 해외로 송금액 1억불 이상을 보내는 반면에, 대부분의 범죄는 러
시아에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인들은 이주민들에 의한 경제적, 범죄적
위협을 러시아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안전에도 도전이 된다고 쉽게 돌려놓았다.47)
오직 일부의 전문가들이 이주자들의 범죄가 러시아인이 한 범죄보다 더 많이 지방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고 인정한다. 일반의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일자
리를 잃거나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려고 애쓴다.
2008년 12월, 푸틴은 이주민 커터를 법적으로 등록한 390만명 중에서 50%까

46) 그러한 경고는 자주 나타난다. Андрей Ваганов, “Мигранты берут реванш” Независимая г
азета, Oктябрь 25, 2006.
47) Борис Алексеев, “Мигранты-нерегалы подрывают економику страны”, Utro.ru, Сентя
брь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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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줄여야하며, 이것은 러시아의 경제침체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두가지 이유에서 이주자의 수를 삭감시키지 않았다. 첫째, 그
는 이주인구의 공식적인 숫자만 언급함. 둘째, “까지”라는 구절은 무에서부터 50%
까지 어디에서든 짜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전체
비공식이주민 1200만명 중에서 195만명까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말
로, 푸틴은 상황에 따라 삭감의 수준을 바꿀 수 있다.
푸틴은 보건부에 명령했는데, 러시아의 전 지역과 주요 도시에서 쿼터를 어떻게
줄여야하는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주자를 얼마나 남도록 해야하는지 최종적
인 판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예컨대, 모스크바 시장 루즈코프(Ю Лужков)는
로비를 이용해 푸틴의 결정에 반응하였다. 즉, 현재 수도에 거주하는 35만 명에서
쿼터를 자르도록 하였다.48) 그러나 이주문제에 대한 수상의 반응은 그가 러시아에
서 외국인 노동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그는 경제쇠퇴에 대
한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
떤 지역에서는 2009년 쿼터를 늘리기를 주장했다.
또한, 2008년 늦게, 푸틴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사업 프로젝트 계획
을 논의한 바 있는데, 그는 특히 건설부문에 집중했다. 푸틴이 공공투자에 할당한
양은 손님노동자의 수요를 결정할 것이다. 카자흐뿐 아니라 러시아정부가 이주자
쿼터를 줄이는데 관심을 가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불법이주자와 관련된 낮은
비용때문임. 합법이주자와 시민과는 달리, 수백만명의 불법손님노동자들은 노동조
건 개선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로비를 할 수 없다.49) 모스크바와 페케르부르그에
48) “Мигрантов записали на приём в Минздравм ы Migrantov zapisali na priem v
Minzdrav”, Коммерсант, Декабрь 11, 2008.
49) Хонг Белла Николаевна (2006) 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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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교육을 받은 더 많은 수의 노동이주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러시아 시민
을 해고하는 경향이 있고 미등록 외국인을 지키는 경향이 있다. 손님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부담과 낮은 임금을 받으며, 따라서 고용주에게는 비용이 효율적이다.
그 외에, 최근에 러시아 도시로의 대량이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서 언어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야노프스카야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참자들
은 러시아어 습득이 이주를 결심하는데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중
앙아시아와 쉽게 연결되는 교통망,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다는 점, 소비에트시대부
터 공유한 문화의 내용, 러시아인들과의 개인적인 접촉,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의 공
유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울러 뇌물관행에 대한 이해는 중앙아시아인들이 불법
상태에 있더라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향이 있다.50) 이렇게 보면,
사회ㆍ경제적 배경 이외에도 문화적 배경들이 대도시로의 이주를 가능하게 한 요
인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이주물결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1991년 이래 중앙아시
아로부터 러시아로의 이주 증가가 지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대신에, 중
앙아시아인의 과도한 이주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의사, 교
사, 그리고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중앙아시아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는 타격을 받
고 있다.

Ⅳ. 나가는 글
이 글은 러시아연방, 특히 상트 페테르부르그와 모스크바에서 일을 얻기 위해

50) 다음을 참조. “Депортация” Россиская газета, 23 November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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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주민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초점은 몰
래 러시아로 들어가거나 여행자 혹은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 불법으로
노동하는 비숙련 이주노동자에 놓여있다. 연구의 목적은 소련 붕괴 이후 비숙련 노
동이주에 나타난 역사적 유산을 살펴보고 임시적인 노동이주를 양적으로 증가시키
는 주요 요소들을 찾아봄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주민들과의 심층인터뷰에 앞서, 그동안의 부분적인 필드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에트 시대에는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기반
은 기형적 발전을 이루었다. 면화생산이 주가 되는 산업구조는 우즈벡 지역경제의
기반을 의존적으로 만들었고, 허약한 경제구조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부패구조와
연결되어 가장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생활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부동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유동성도매우 제한되었고, 결과적으로 우즈베키
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은 소련붕괴 이전에 이미 심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둘째,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이주의 양상은 매우 폭넓게 나타나, 공화국 내부와
해외로의 이주가 나타났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우즈벡과 국경을 같이 하는 남부
지역)은 주요한 인구 유입국이며, 중앙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주
요한 인구 송출국이었다. 특히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이주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며, 언제라도 정치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아울러, 광범위한 이주
가 중장기적으로 변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지역사회에 크나큰 공백이 일어날 수 있
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노동이주민들과의 개별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노동이주를 가능하게 한 요소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이주
민들의 네트워크, 즉 동향사람들이 먼저 자리잡은 경우에 노동이주는 보다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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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넷째, 이주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우즈베키
스탄의 지역 경제발전이나 교육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 소비가 활성화되고 유동자본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도시에서의 부동
산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상된다든가, 다시 해외로 이주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현실을 열심히 살지 못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요컨
대, 소비에트 시대의 유산은 우즈베키스탄 이주민들에게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영
향을 끼쳤다.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주의 물결은 러시
아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사이에 “중앙-주변부” 또는 “내부식민지” 논쟁의 근거
를 곰곰이 따져묻도록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사하데오가 지적하고 있듯이 소비에
트시대에 공유된 문화들이 이주물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
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 이주패턴의 전개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인터뷰에서 확인한 사실들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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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6개국의 언어 정책과 러시아
연방의 대응
정 경 택 _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러시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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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공화국들로서 러시아 제국에 합병된 이후 스탈린의 인위적인 경계 설정과 강제적인 이주 정책으로 인해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을 비롯한 비토착 주민들이 정착하게 되어 다민족거주지역이 되면서 러
시아어,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사실상 소련시기에는 러시아어가 실질적인 공식어이며 다민족이 거주하는 이
지역의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독립과 함께 이 6개국은 자신의 모어를 국어로 삼고 러시아어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어 사
용자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끔 만들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의 대응책인
영주 귀국 프로그램도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제국시기로부터 소련시기의 언어정책과 독립 이후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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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언어정책의 차이로 인한 러시아인,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동요, 즉 이주유출
상황과 이에 대한 러시아 연방 정부의 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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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
스탄 및 카프카스의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12월 소련의 공식적인 해체 이전에
이미 독립을 선언했다.1)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들은 18세기 초반 이후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기 시작하
여 소련 정권 수립과 함께 토착주도민족의 명칭을 딴 연방공화국이 되었고 아제르
바이잔도 1828년 이후 러시아 제국에 합병되어 1936년 연방공화국이 되었다.
그 후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의 공산당 보수파에 의한 반 고르바초프 쿠데타
실패 뒤 바로 6개국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들 6개국은 모두 독립과 함께 소련시기에 연방 중앙정부에 의해 강제로 형성
되었던 공산주의 이념 및 러시아인 중심의 정체를 일소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정체
성,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이의 실현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는
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 정책이다.
6개국의 언어정책은 본론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의 영향에 따라 러시아 제국 이후 시작한 러시아인들의 이주
유출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6개국 각각의 언어정책의 법적, 정책적 조치와 이에 따른 러시아
인들의 동요와 이주 유출, 그 결과로서의 각국이 처해진 상황과 대처 및 이와 연관
된 러시아연방의 대응 정책 및 조치를 살펴본다.

1) 본 연구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을 편의상 중앙아시아 국가로 취급했는데,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을 제
외하고 모두 투르크 계 민족, 투르크어파에 속하며 무슬림 주민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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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약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해당 국가의 러시아인들의 차후
이주 유출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미치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본 론
본론에서는 먼저 러시아 제국이래 소련말까지의 언어정책과 이로 인한 결과를
개괄한다. 특히 언어정책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우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만 조금 다를 뿐이다. 이는 중앙아시아 5개국 지역이 러시아
제국 시기부터 정착 민족이 아닌 유목민 중심 지역으로 하나의 단일한 지역으로
인식되다가 소련시기에 소련 유럽 지역출신 주민들이 대규모의 이주 유입된 지역
으로 거의 동일한 언어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정착 생활을 한
정주민의 지역이었고 영국과의 식민전쟁으로 얻은 지역으로서 인접 이란에 합병된
아제르인2)들과 유대를 단절시키기 위한 정책, 상대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둘째, 독립 이후 6개국에서의 언어정책과 그 시행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러시아
인들의 대응과 결과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6개국에서의 언어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한 러시아 연
방의 대응을 알아본다.

2) 아제르바이잔의 토착주도민족을 아제르인이라고 칭하는데, 아제르바이잔인이라는 명칭은 아제르바이
잔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민족을 부를 때에는 아제르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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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제국 및 소련의 언어 정책
1917년 10월 혁명으로 와해될 때까지 러시아 제국은 러시아인 외의 소수민족들
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경멸적인 의미를 가진 “이민족”(Инороде
ц)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차별대우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즉 러시아어를 러
시아제국의 유일한 국어로서 강제 사용토록하면서 러시아인들이 국가 운영의 중요
직책을 장악하고 공공기관에서도 러시아어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소
수민족의 언어로 된 신문과 서적의 출판은 금지되었고 학교에서도 민족어로 교육
하거나 민족어 과목의 수업을 금지시켰다. 이런 언어정책은 소수민족의 러시아 동
화정책의 일환으로 제 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말살을 유도한 것이었다.
그 후 1917년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레닌이 “소련 내 제 민족의 권리 선언”을
선포하여 소련 내 모든 민족들의 주권재민과 평등, 민족 자결권, 특정 민족의 특권
폐지와 모든 민족들의 자발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또한 1921년 10차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한 당의 주요 과제 중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문맹 근절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었다.
이는 다민족 국가인 소련의 모든 민족들의 통합을 위한 것으로, 이들 원칙을 바탕
으로 러시아어가 유일한 국어라는 정책을 폐기하고 민족 문화와 언어의 발전을 도
모하게 되었다.
또한 1930년대 초부터 문자가 없었던 북방 제 민족에 라틴문자를 만들어주고
동시에 중앙아시아 및 아제르바이잔의 아랍문자를 라틴문자로 교체시켰다.
즉 소련 건국 초기에는 모든 소련의 인민들에게 러시아어를 강제하지는 않고 오
히려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유화적인 정책을 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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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38년에 개최된 “소련인민대표자대회”와 “전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
회”에서는 몇몇 민족어들의 사용 영역 제한과 러시아어의 강제적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민족공화국과 주 단위 지역 학교에서의 러시아어의 필수 교육”법을 제
정하는 등, 문화, 계몽, 경제, 사회, 정치적 변혁의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러시아어
를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소련 내 130여개 민족들의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러시아어
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1989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러시아인을 제외한
비러시아계 출신이 러시아어를 모어나 제2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9,000만 명
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인한 독립 기운과 자율권
요구 확대, 민족 정체성의 발현 등의 소수민족들의 동요를 막고 언어 부분에서의
공화국들의 이탈을 방지하기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연방 정부에 의해 1990년 4
월 24일 “소련 제민족의 언어법”(Закон “О языках народов СССР”)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법은 소련 제 민족 언어들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용, 소련 내에서의 공식적인
상호관계, 언어의 법적 양태, 소련 제 민족 언어들의 사용에서 인민들의 권리를 보
장하고, 민족 간 비공식적 상호관계에서 소련의 모든 민족 언어들의 사용을 통제하
지 않는다는 언어정책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1979년 소련 개정헌법 34조에서 기술한 “소련인민은 출신, 사회적 지
위, 재산, 인종, 민족, 성, 교육, 언어, 종교, 직업,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조에서는 러시아어의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국어에 지위에 상당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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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로 인정하고 있다: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고 범 연방 차원의 과업을 지원할 목적에서 러시아어는 소
련의 공식어로 인정하고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제 민족 언어들의 법적 지위와 자유로운 사용, 부활, 유지, 발전
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러시아어가 여전히 국어에 상당하는 공식어이고 민족
간 의사소통 언어임을 규정하는 등 모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중앙 연방 정부가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해
결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으로 통제와 관용이 혼합된 무기력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제국 및 소련의 언어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
립한 6개국은 나름대로의 언어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와 같이 각국
이 처한 인구, 민족 분포 및 국가 운용에 따라 다양한 언어정책을 낳고 있다.
2. 카자흐스탄
1991년 12월 16일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6개국 중 면적이 큰 나라이지만 인구
는 우즈베키스탄 다음으로 많아 1,557만 1,000명(2008년 현재)이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에서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고 현재도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인의 수
가 가장 많은 공화국으로서 이곳은 1930년대부터 다양한 경제 프로젝트의 시행과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고, 1954~62년 사이의 처녀지 개간 정책으로 약 200만 명
이상이 이주 유입된 곳이다. 따라서 1959년 소련 센서스에서는 카자흐인들보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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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인들이 더 많은 연방공화국이 되기도 하였다.3) 또한 카자흐스탄은 현재도 130
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국가이다.
그러나 소련의 마지막 인구센서스에서는 러시아인의 인구와 비율이 약 600만
명(37.0%)이었지만 현재는 약 200만 명 이상이 줄어 390만 명(25.0%)이 되었다.
이에 반해 토착주도민족인 카자흐인은 260만 명이 늘어 현재 930만 명(59.8%)이
되어 토착주도민족이 지배민족이 되었다.
표-1. 각 시기별 러시아인의 인구 및 비율
연도(년)

1897

1917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2008

인구수(천명)

505

128,1

1,280

2,227

3,972

5,522

5,991

6,228

3,906

비율(%)

11.7

21.7

20.6

40.2

42.7

42.4

40.8

37.8

25.0

이런 인구수 및 민족 분포 변화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카자흐인 중심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정책과 언어정책 때문임은 분명하다.

가.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4)
1) 헌법에서의 규정

카자흐스탄은 독립 전 1987년 3월 8일 “공화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개선 법령”
과 “러시아어 교육개선 법령”, 그리고 1989년 8월 15일 이 두 법령을 효과적으로
3) 197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총인구 929만 4,741명 중 카자흐인 278만 7,000명(30.0%), 러시
아인 397만 2,000명(42.7%), 우크라이나인 76만 1,000명(8.2%), 우즈벡인 13만 6,000명
(1.5%), 위구르인 6만 명(0.6%), 타타르인 19만 2,000명(2.1%), 독일인 65만 9,000명(7.1%)
로 조사되었다.
4)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경택(2009, pp. 43-107)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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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한 보조 법령인 “공화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 개선 법령과 러시아어
교육 개선 법령 수행을 위한 보조 조치 법령”, 1989년 9월 22일 “카자흐공화국에
서의 제 언어법”, 1990년 10월 25일 “국가주권 선언”, 1991년 12월 16일 “독립선
언” 등과 같은 일련의 법령들을 통해 카자흐어의 존재와 지위를 알리고 점진적으
로 격상시켜왔음을 대내외에 보여주어 왔고, 이런 법적 조치들을 바탕으로 독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에서는 카자흐어를 공식적으로 국어임을 천명하고 러시아어는 국
어가 아닌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하게 되었다.
1993년 1월 28일 “카자흐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가 제정한 최초의 헌법에서는
‘카자흐어가 독립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유일한 국어’이고, ‘러시아어는 민족 간 의
사소통 언어’일 뿐이라고 규정하여 지금껏 공식 언어의 기능을 수행해왔던 러시아
어의 지위를 격하시켰는데, 러시아인, 러시아어 사용주민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
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고 이는 많은 수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이주 유출의
시발점이 되었다.5)
이에 따라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1995년 국민 투표로 채택한 헌법은 7
조에서 카자흐어를 국어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 기구에서는 카자흐
어와 동등하게 러시아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러시아어의 지위를 회복시
켰지만, 공식어(Официальный язык)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지
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사용 된다(официально… употребля-

5) 1989년 인구센서스를 보면, 러시아인을 제외하고 러시아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72.9%에 달했고, 1994년에 시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민족과는 무관하게 모든 설문 응답자의
85.5%, 카자흐인의 74.5%는 러시아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고 그 외 18%는 말하고 읽고
쓰기 중 하나나 둘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모든 응답자 중 13%만이 카자흐어를 자유로이
구사하고, 더욱이 카자흐인의 71%도 모어인 카자흐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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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тся)’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당위와 강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현재의 러시아어
의 사용 환경만을 기술할 뿐이다. 즉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러시아어의 사용이
언제든지 제한되고 금지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공식어의 지위를 명문상으로 규정
하지는 않는 다소 불명확한 기술이다.
또한 41조와 58조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장인 대통령과 의회의장은 카자흐어
를 자유로이 구사해야 한다는 것은 국정 전반에서 국어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93조의 국어 교육의 책임을 정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러시아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된다는 7조 2항을 제외하고는 여타 소수민족의 언어들
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언어법에서의 규정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1989년 9월 22일에 제정된 “카자흐연방공화국에서의
제 언어 법”(Закон “О языках в Казахской ССР”)6)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어 법
을 채택했다. 1997년 7월 11일에 제정된 이 “제언어법”(Закон “О языках в Респ
уб- лике Казахстан No.151-1)은 독립국으로서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지방 자
치 기구의 언어 사용과 관련되어 나타난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당시인 1997년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사회적으로 분
열된 시기여서 다수의 조항이 모순되고 불명확할 수밖에 없었다.
즉 제언어법의 명칭대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언어들을 동등하
6) 1989년 9월 22일 “카자흐공화국에서의 제언어법”(Закон “О языках в Казахской ССР”)을 채
택했다. 이 언어법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의 지위를 규정했는데, 카자흐공화국의 국어는 카자흐어이
고 러시아어는 민족 간 의사소통언어라는 것이었다. 이런 규정은 최고회의 구성원들 중 카자흐인이
소수였지만 카자흐어의 발전 문제에 대한 러시아어 사용주민들의 배려 차원에서 나온 표현으로 밖
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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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려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과 발전을 위한 조건들의 창조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또한 헌법의 7조 2항인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 기구에서는 카자
흐어와 나란히 러시아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다.”를 확인하고 있지만 국어의 우위
를 밝히고 그 외에 있어서는 다른 소수민족의 언어들과 같은 범주에 넣어 다루고
있다.

3) 언어정책 관련 명령

2001년 2월의 대통령령 “2001~10년 제 언어의 기능화와 발전 국가 프로그램”
은 1989년 9월 22일 채택되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한 “2000년까지 카자흐어와 여타
제 민족 언어의 발전 국가 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ка-за
хского языка 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языков на период до 2000 года)을 확
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러시아어가 가지고 있던 국내에서의 전반적인 의
사소통 기능을 축소시키고 문화 부문에서만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장 분명하게 러시아어의 지위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06년 5월 30일 이를 보충하는 대통령령(Указ президент Казахста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языков на
2001~10 годы”)을 공표하여 위 계획에 추가적인 내용을 더했는데, 이 보충 계획
에서는 국가 기관, 입법부, 사법부, 군대, 보건 기구, 교육 기관 등에서의 국어의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정착 조치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규범적인 법적 규정, 공무원의 발언, 대민서비스 문서는 가장 먼저
국어로 작성되어야한다. 국가기관은 2010년까지 업무와 계산-통계, 재정, 기술 문
서화의 시행에서 단계적으로 국어로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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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어 정책 실행

헌법과 언어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과 대통령에 의한 언어정책은 유-무형으로 러
시아어 사용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은 분명하고 많은 수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카자흐스탄을 떠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음을 정치, 행
정, 사회, 교육,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정치와 행정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첫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치 언어로서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국어를 강제적으
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어는 보조적인 언어 수
단으로서만 인정한다. 즉 국가기관과 여타 지역 정부 기관에서는 카자흐어로 작성
된 문서만이 효력을 발생하고 공무원의 채용에서도 국어를 사용하는 카자흐인을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많은 지역
에 카자흐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카
자흐어의 사용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당시 카자흐인의 인구
가 50.7%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세미팔라틴스크 주를 러시아인이 인구의
65.9%를 차지한 동 카자흐스탄 주와 통합시킴으로써 2006년 들어 동 카자흐스탄
주의 인구 비율이 카자흐인 52.7%, 러시아인 42.1%로 역전 되어 카자흐인의 수가
더 많아졌다. 또한 1927년 이후 카자흐 공화국의 수도로서 가장 큰 도시였던 수도
알마아타는 1989년 당시 러시아인이 약 60%, 카자흐인이 22%의 비율을 보였는
데, 국가의 동남쪽에 치우쳐 위치했다는 이유로 인해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스타나
로 수도를 넘겨주게 되었다. 수도 이전 당시 정부는 또한 어려운 생태 환경,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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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경제 부흥을 위한 건설 활동의 필요성과 어려움 등을 수도 이전 원인으로 내
세웠지만, 북부 주들의 민족 성분 구조를 카자흐인에 유리하도록 바꾸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가까운 알마아타의 위치에 대한 반감, 그리고 대통령 자신의
지지 기반 확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동부 지역에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들의 러시아와
의 통합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중앙 국가 기관들과 유관 기관들이 새로운 수도인 아스타나로 대거
이전하게 되어 이에 종사하는 카자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데 반해, 러시아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이는 카자흐스탄의 민족 분포 구조의 변화의 모델로 볼
수 있다.
셋째, 행정 구역 개편 전후로 행정 단위, 주거지, 도로, 지명의 카자흐어식 개명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여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로 러시아어의 사용영역을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2월 구리에프(Гурьевская) 주를 아트이라우 주로, 1992년 7월 쩰리노그라드(Цели
но- градская)와 우랄(Уральская) 주를 각각 아크몰 주와 서 카자흐스탄 주로,
1993년 1월 알마아타(Алма-Атинская) 주를 알마트이 주로, 1993년 5월 쟘불(Дж
абуль-ская) 주를 잠브일 주로, 1997년 6월 크즈일-오르다(Кзылордаская) 주와
쿠스타나이(Кустанайская) 주를 각각 크이즈일로다 주와 코스타나이 주로 주의
명칭을 개명했다.
또한 러시아식 명칭을 가졌던 알마아타(Алма-Ата) 시를 1993년부터 국가 기관
의 러시아어와 카자흐어의 병용과 관련하여 알마트이(Алматы) 시로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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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1989년 당시, 카자흐인의 98.5%는 자신의 모어가 카자흐어라고 밝혔지만 이를
구사할 수 있는 카자흐인은 25~40%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독립과 함께 나
타난 국가 지도자들과 민족주의 단체 및 지도자들도 대부분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었고 독립을 주도한 카자흐인들은 소극적이어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독립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정치 지도자들은 급속히 돌변하여 카자흐어
를 보다 잘 구사하는 일부 지식인층과 문화 엘리트들인 작가, 언론가, 역사가, 민속
학자들과 연계하여 모든 진정한 카자흐인들의 필수 요소였던 도덕적 이슈로서의
언어, 국민, 국가 간의 굳건한 결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도출해내었는데, 바로
이는 러시아어 사용자들과 러시아어의 배제 정책인 것이다.
사회 부문에서 이를 추진하는 단체가 1995년 3월 1일 대통령이 구성한 “카자흐
스탄 제 민족 총회”(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이다.
이 총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카자흐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
가의 건설에 있고, 이는 결국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3) 교육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1990년대 중반부터 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제정과 교과서의 구조와 내용
의 재검토가 시작되어 가장 먼저 러시아어와 러시아 역사의 재 조망, 그리고 러시
아어 교육 시수의 축소 검토로 인해 학교에서의 러시아 역사 과목을 제외시키고
이를 세계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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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 언어로서의 국어사용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고 있고 상
대적으로 러시아어의 사용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교과 시간표에서 러시아어의 교육 시간은 주당 2~4시간으로 줄었고 상대적
으로 카자흐어 교육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어사용의 강화를 위해 중등학교에 학력평가 시험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국
어 시험을 필수로 정하고 있고 대학입학시험인 “단일국가시험”(Единое Нацио- нал
ь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ЕНТ)에서도 카자흐어와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있다.

4) 매스미디어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정부는 매스미디어가 국어를 비롯한 카자흐 민족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전통을
부활시키며 러시아인의 자율과 생활양식을 억압하고 러시아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매스미디어가 주민에
게 가장 밀접히 닿아 일상적인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매스미디어는 1997년 언어법의 제18조 출판과 매스미디
어 언어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엄격히 따르게 되어있다.
즉 매스미디어의 사용 언어는 국어와 그 이외의 언어들의 기능화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국어의 필수적인 언어적 수단과 완전한 기능화 창조를 목표로 방송 시간의
제한이 가해져있다. 즉 국어를 사용하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여
타 언어들의 사용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언어정책 실행 결과

독립을 즈음하여 제정된 헌법과 언어법 등에서의 규정과 언어정책의 실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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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러시아인을 비롯한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차별대우를 예상했고 러시아어 사용
자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을 카자흐인들에게 빼앗
길 수 있다는 불안을 낳게 만들어 이미 독립 초기부터 일부분 카자흐인과 러시아
인들 간의 민족 간 긴장을 조장하여 러시아어 사용 주민의 대규모 이주 유출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96년 사이에 약 200만 명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카자흐스탄
을 떠났는데, 이들은 많은 부문에서의 숙련된 전문가들이었다.
러시아인들의 국외 유출은 외국, 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카자흐 교포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초래할 것이고, 국내에서 토착주도민족인 카자흐인과 소수민족들 사이
에서 러시아인들이 갖는 다민족 국가에서의 언어와 사회, 문화 부문의 중재자로서
의 역할 상실에 의한 자괴감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차별, 이로 인한 민족분규, 더
나아가 정치적 불안, 경제적 낙후, 그리고 사회적 붕괴와 인간성의 붕괴도 나타날
수 있음은 분명하다.
3. 우즈베키스탄
1991년 8월 독립을 선언한 우즈베키스탄은 2,755만 5,300명(2009년)의 인구로
중앙아시아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민족분포도 다양하여 120개 이상의 민족이 거
주하고 있다.
1876년에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이 러시아 제국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19
세기말에는 러시아를 잇는 철도가 부설되어 면화 생산에 이용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특히 소련 초기 많은 러시아 이주민들
이 들어와 공업발전을 선도했고 2차 대전 중에는 소련 서부지역에서 많은 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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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들어오고 공장들이 소개되어왔다. 하지만 앞의 카자흐스탄과 비교할 때 러
시아인의 비율은 아주 낮았다.
또한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비교하여 우즈벡인들은 민족주의가 가장 강
했고 소련식 고등 교육을 받아야 가능했던 관료진출을 꺼려 사회적 상층부로의 진
입이 차단되었는데, 예를 들어 특히 남성들은 군에서 러시아어의 구사능력 부족으
로 차별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1989년 소련의 마지막 인구센서스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인구와 비율이 1,65만
3,000명(8.3%)이었지만, 2009년 현재는 964,000명(3.5%)으로 줄어 약 60만 명 이
상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89~2000년 사이에 약 45만 명의 러시아인들
이 이주하여 이주 유출의 극성기를 이루었다. 이는 아래의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표-2. 각 시기별 러시아인의 인구 및 비율
연도(년)
인구수(천명)
비율(%)

1897
30
0.9

1917
90
2.1

1926
244
4.5

1939
744
11.7

1959
1,092
13.5

1970
1,474
12.5

1979
1,666
10.8

1989
1,653
8.3

2009
964
3.5

가.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정책7)

1) 헌법에서의 규정

1992년 12월 8일 채택된 헌법을 보면 우즈벡어를 공화국의 유일한 국어로 규정
(4조)하고 있고 러시아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이는 사실상 공화국내에
서 특정한 지위를 가진 언어로서의 러시아어가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볼 수 있는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경택(2006, pp. 47-58)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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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비록 115조에는 소수민족이 다수를 점하는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있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8)외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언어법에서의 규정

1989년 10월 21일 우즈벡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한 “국어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
ст-венном языке Узбекистана”)은 우즈벡어를 국어로 선언하고 러시아어는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1995년 12월 21의 수정 “국어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은 러시아어를 여타 소수민족의 언어들의 하나 또는 외국어의 하나로 간주하고 민
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동시에 국어로서의 우즈벡어
를 행정, 사법, 매스컴에서의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3) 언어 정책 관련 명령

1996년 9월 10일 내각은 국어법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어법의 국가적 실행 계획”(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выполнения ЗаконаР
У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09/10/96 No.311)을 공표했다.9)

8) 우즈베키스탄 서북부의 공화국으로 약 60만 명의 카라칼팍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카자흐인
과 친족관계에 있는 킾차크 민족에 속하는데, 1924년 키르기즈 자치공화국내의 카라-칼팍 자치주
로서 건국되었다가 1930년 러시아연방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고 1932년 자치공화국으로 변경되
고 1936년에 우즈벡 연방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1939년 수도가 누쿠스(Нукус)로 정해지고
1964년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으로 개명되었다가 1992년부터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이 되었다.
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국어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선전한다; ii) 우즈벡어의 날을 연례 경축일
로 축하한다; iii) 컴퓨터를 이용한 우즈벡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v) 모든 학교에서 우즈벡어
의 교육을 확대한다; v) 고등교육기관의 우즈벡어 교사 양성을 확대한다; vi) 모든 주민에게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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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2년의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부정하여 우즈벡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러
시아어 사용자들이 나라를 떠나도록 조장하고 있다.

나. 언어 정책의 실행

1) 정치, 행정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우즈벡어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특히
공무원들의 우즈벡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제국과 소련시기에 명명되었던 러시아어식 명칭, 지명의 우즈벡어식 개명
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구역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크바르탈(Квар
-тал)과 의장, 위원장을 의미하는 프레드세다텔(Председатель)이 각각 우즈벡어
마흐칼라(Makhkala), 라이스(Rais)로 바뀌었다.
또한 1995년 5월 6일 라틴문자에 기반을 둔 29개의 문자를 사용하는 “문자법”
(За-кон “Об алфавите”)을 채택하여 키릴문자를 대체토록 만들었는데 이는 러시
아인들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에게 많은 불편,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2) 교육 부분에서의 언어 사용

우즈벡어의 교육이 필수 과목이 되었고 교육언어로서 우즈벡어가 사용되고 있
다. 독립 전까지 러시아어는 모든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었고 우즈벡어는 주당 2시
간에 불과했고 교육의 질도 낮았다. 그러나 1992년 교육법 채택 이후 우즈벡 학교
뿐 아니라 러시아학교에서도 우즈벡어 교육을 강화시키게 되어 초등학교 1학년부

벡어를 무상으로 교육시킨다; 7) 우즈벡어 연구회와 우즈벡어 경시대회를 조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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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우즈벡어가 필수과목이 되었다.

3) 매스미디어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독립 직후인 1992년 이후 러시아어 사용 신문, 정기간행물의 수가 급감했고, 특
히 1996년 1월에는 타슈켄트의 러시아문화센터가 발행한 “문화통보”(Вестник Ку
ль-туры)는 발행하자마자 출판 금지되었다.
또한 우드베키스탄 방송사의 4개 TV 채널 가운데 두 개는 우즈벡어로만 방송
되고 나머지 방송도 전체 방송 시간의 절반 이상을 우즈벡어로 방송하고 나머지는
러시아어와 타지크어, 카자흐어, 키르기즈어, 위구르어로 방송한다.

다. 언어정책 실행 결과

위와 같은 언어정책의 실행 결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주류를 점했던 경제, 과
학, 보건, 문화 부문에서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소련 당시에도 러시아어
사용자 비율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경우처럼 그리 심하지 않고 현재는
오히려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용인하려는 상황이다.
즉 러시아어 사용자와 러시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공개적이고 극단적인 차별
로 표출되지 않는데, 이는 러시아연방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과 러시아어가 가진 정
보 유용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키르기즈스탄
1876년 현재의 키르기즈 지역이 러시아제국에 합병되고 1936년에 소련의 연방
공화국이 된 키르기즈스탄은 1991년 8월 31일 독립을 선언했다. 키르기즈스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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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2005년 현재 약 514만 명이고 약 86개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국가이다.
키르기즈스탄은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러시아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율도 높은 국가로서 러시아어가 국어인 키르기즈어와 함께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공식어(공용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표-3. 각 시기별 러시아인의 인구 및 비율
연도(년)

1897

1917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2005

인구수(천명)

17

92

116

303

634

856

912

917

442

비율(%)

2.6

10.7

11.7

20.8

30.2

29.2

25.9

21.5

8.6

이 표를 보면 1989~2005년 사이에 러시아인들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독립을 즈음하여 나타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과 러시아어의 지위하락에 영향을
받아 많은 수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이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르기즈 민족은 유목민의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늦게 정착했고,
문맹률도 높았으며 키르기즈어도 소련 당시에도 가장 마지막으로 문자화된 언어로
서 키르기즈인 자신들도 그 사용성이 낮고 낮은 지위를 고려하여 오히려 러시아어
를 일상생활언어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모든 사회 활동 영역에서
지배적인 언어가 되어 키르기즈어는 가정이나 변방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가. 키르기즈스탄의 언어정책10)

1) 헌법에서의 규정
10)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경택(2007, pp. 15-27)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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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의 최초 헌법의 제 5조는 키르기즈어가 국어이고 러시아어는 여타 소수
민족의 언어들과 함께 보전, 평등, 자유로운 발전, 기능을 보장하는 등으로써 지위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개정 헌법에서는 역시 5조에서 키르기즈어가 국어이고 러시아어
도 공식어로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언어법에서의 규정

소련 해체 전인 1988년 혼란의 와중에서 채택을 시도한 “제언어법”(Закон “О
языках”) 시안은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 이중 언어사용을 규정하여 키르기즈인들
과 러시아인들에게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키르기즈인의 정체성 부활의 상징으
로서 키르기즈어를 국어로 규정하려는 시도였다.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마침내 “국어법”(Закон “О го
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을 채택하여 키르기즈어가 국어로 규정하고 러시아어는
민족 간 의사소통수단으로 규정했다.
이후 2004년 새로운 국어법을 채택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국어인
키르기즈어 구사능력을 가져야하고 국정 업무에서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에도 민족
간 의사소통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나. 언어 정책의 실행

1) 정치, 행정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변화

1999년 5월 의회는 모든 공무원들은 반드시 국어인 키르기즈어를 구사해야한다
는 공무원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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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러시아식 지명을 키르기즈어식 지명으로 바꾸는 조치를 취하여 그 대표
적인 예로 수도의 명칭을 러시아의 장군 이름이었던 프룬제(Фрунзе)에서 비슈케
크 (Бишкек)로 바꾸었다.
또한 1992년 12월 최고소비에트는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했는데,
후보자는 반드시 키르기즈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2) 사회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1998년에 국어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어 국가위원회”(Национальная к
о-миссия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는 일반 사회 조직의 활동에서 키르기즈어
를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하고 특히 젊은 세대가 키르기즈어를 널리 사용토록
하기 위해 라디오, TV,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키르기즈어의 국어 규정과 러시아어의 사용 영역 축소는 러시아인, 러시아어 사
용자들의 이주 유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005년 교육법에 따라 키르기즈어의 광범위한 확대를 위해 학교 및 성인 교육 기
관에서 학습을 추진하여 모든 키르기즈인 공동체에서 키르기즈어를 교육하고 있다.

3) 교육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1992년 교육법은 국어인 키르기즈가 기본적인 교육언어이고 이와 함께 러시아
어는 영어와 함께 필수 교과목임을 밝히고 있고 2005년의 개정 교육법에서도 여전
히 키르기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1992년 키르기즈어 교육 학교 수는 1989년보다 10.2% 증가했고 1998년에
는 9.8% 증가했지만 러시아어 교육학교 수는 39.3%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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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스미디어에서의 언어 사용

국영 TV, 라디오 방송의 키르기즈어 방송 시간도 증가하여 2/3이상을 차지하고
러시아어 방송은 1/3 미만이다.

다. 언어정책 결과

최초 헌법과 국어법에 의해 러시아어의 지위 하락과 사용 축소가 독립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났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에서 특권적 지위를 상실한 러시아어 사용자들에게는 불안한 사회
적, 정치적 상황을 초래했는데, 새로운 언어 관련 법률의 엄격한 준수에 의한 활동
제약과 경쟁에서의 차별 공포, 그리고 자녀교육의 불안 등이었다.
이는 고도로 숙련된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국외 유출을 야기하여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건설, 기계, 전기, 면화 생산, 가공 등의 경제 부문과 국방 분야에서
의 대체 인력부족을 초래했다. 이는 결국 산업 생산의 급격한 감소, 공장폐쇄, 대량
실업을 낳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이주를 막기 위해 2000년 5월 “공용어법”(Закон
“Об официальном языке в КР”)을 채택하여 카자흐스탄과 함께 러시아어를 공
식어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5. 투르크메니스탄
1869~81년 사이에 러시아 제국에 합병된 투르크메니스탄은 1924년 소련의 연
방공화국이 되었다가 1991년 10월 27일 독립한 국가로서 100개 이상의 민족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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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다민족국가이다.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처럼 원유와 가스, 면화 생산 지
역이며 소련의 중앙에서 남서쪽의 가장 먼 지역으로서 가장 개혁, 개방이 늦은 지
역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영토는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크지만 인구는 가장 작은 지역
이다.
표-4.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아제르바이잔의 면적과 인구
(단위: ㎢, 명)

국명

면적

인구

488,100

4,884,887(2008년)

2,669,800

15,902,000(2009년)

키르기즈스탄

191,300

5,146,281(2005년)

타지키스탄

142,700

7,215,000(2008년)

우즈베키스탄

425,400

27,555,300(2009년)

아제르바이잔

86,600

8,922,000(2009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즉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남쪽에 있어 러시아인의 유입도 늦게 시
작되었고 규모도 작았는데, 이에 따라 가장 폐쇄적이었고 현재도 이 상황은 지속되
고 있다. 러시아인의 유입은 다음과 같다.
표-5. 각 시기별 러시아인의 인구 및 비율
연도(년)
인구수(천명)
비율(%)

1897
28
3.0

1917
40
3.8

1926
75
7.7

1939
233
18.6

1959
263
17.3

1970
313
14.5

1979
349
12.6

1989
334
9.5

2008
2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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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언어정책11)

1) 헌법에서의 규정

1992년 5월 18일 채택된 헌법에서는 언어 관련 조항이 세 개 뿐이고 더욱이 러
시아어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즉 13조에서 투르크멘어가 국어이고 모든 국민
들은 자신의 모어 사용권을 가진다는 정도이다.
즉 이는 다음에서 살펴 볼 1990년 5월 24일의 언어법보다도 강화된 국어의 지
위와 러시아어의 무시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어는 소련
시기 언어법에서 기술된 소련 인민의 공식어로서의 지위를 잃고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의 지위도 잃었음이 명문화 된 것이다.

2) 언어법에서의 규정

독립 전인 1989년 10월 31일 “투르크멘어 발전과 확대, 그리고 러시아어와 그
외 언어들의 교육 개선 국가 프로그램”(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туркменского языка и улучшения обучения русскому и д
ругим языкам)을 제정하여 투르크멘어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를 기반
으로 1990년 5월 24일 “언어법”(Закон “О языке”)을 채택했다. 이 언어법은 투르
크멘어를 국어로 규정하고 러시아어를 소련의 공식어로 인정하면서 민족 간 의사
소통 언어로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11)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경택(2008, pp. 463-483)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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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흐나마(Рухнама)에서의 규정

전임 대통령 니야조프가 저술한 이 서적은 투르크멘인들의 역사와 민족의 우수
성을 기술하고 공동체에서의 행동과 처신을 훈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투르
크멘 독립이후 투르크멘어의 부활을 고취하는 구절을 가지고 있다. 즉 소련 시기
동안 심각하게 훼손된 투르크멘어를 민족의 상징으로 부활시키고 국어로서 전 방
위적으로 사용함을 기술하고 있다.

나. 언어 정책의 시행

1) 정치와 행정에서의 언어 사용

모든 공무원들은 국어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어로 문서화시키게 되었다.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권력구조와 지도층에서 배제되어 내각과 주
지사, 대도시 시장에서도 러시아인 출신은 한명도 없다. 이는 2003년의 대통령령
인 인민평의회조직법의 의장 선출 규정과 2006년 인민평의회의 대통령 선거법의
후보자 자격, 그리고 2002년 공무원법의 임용 규정에서의 국어 구사자 규정에 기
인한 것이다.
또한 1992년부터 러시아식 지명, 행정 명칭 등이 투르크멘어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주를 나타내는 오블라스찌(Область)는 벨라야트(Велаят)로, 라이온(Район)은
에트라쁘(Этрар)로, 빠숄로크(Посёлок)는 겐게쉬(Генгеш)로 바뀌었고, 주의 명칭
인 아쉬하바드(Ашхабад), 차르조우(Чарджоу)는 각각 아할(Ахал), 레바쁘(Лебап)
등으로 바뀌었다.
1993년 4월에는 대통령령이 라틴문자에 기반을 둔 30개의 새로운 투르크멘 문
자를 직접 만들어 5월에 의회가 이를 비준, 1996년 1월 1일까지 전환을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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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5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새로운 문자로 된 교과서를 이
용한 투르크멘어 교육이 실시되고, 이 새로운 문자로 표기된 서적, 사전, 교과서를
발행하고 국영 TV에서는 그 사용법을 방송하고 있다. 또한 이 문자는 도로표지,
거리 명칭, 간판, 국가기관과 사회 기구의 명칭, 신화폐인 마나트 화에서도 사용되
고 있다.

2) 교육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독립 이전 1988년 전체 초등학생의 76.9%가 투르크멘어로, 16%가 러시아어로
교육받았고 러시아어가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10학년까지 필수 교과목
이었지만 독립 이후인 1999/2000학년도의 경우 러시아어 교육 학교는 7%이하로
줄었고 러시아어의 교과목 시수도 투르크멘어 교과목 시수보다 작아졌다.
또한 2002년에는 기존의 러시아어-투르크멘어 공용 학교 49개도 모두 투르크멘
어 학교로 개편되었고 수도인 아쉬하바드에는 2개교에서만 러시아어 학급이 존재
할 뿐이다.

3) 매스컴에서의 언어 사용

소련의 해전 전까지 주도에서는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 신문이 병행 발행되고
있었지만 1997년부터는 모든 지역의 투르크멘어 신문이 러시아어 신문을 흡수하
여 전체 1/4면 만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중앙 신문으로는 독립신문(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만이 러시아어 사용
신문으로 남았는데, 이는 정부 기관지이다.
또한 모든 러시아어 정간물이 2002년 7월 16일부터 국내 유입이 봉쇄되어있다.

326

중앙아시아 6개국의 언어 정책과 러시아 연방의 대응

방송의 경우 1998년 이후 러시아어 방송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고 러시아어 사
용 주민들의 유일한 러시아어 라디오 방송인 마야크(Маяк)도 2004년 7월 이후 중
단되었다.

다. 이중 언어사용 문제

UN에 의해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받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적인 지위를 확고
히 하기위해 국어, 영어, 러시아어의 3중 언어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투르크멘어를 지배적인 언어로 규정하고 영어의 사용을 장려하면서 러시아어를 배
제시키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영어를 제1외국어로 학습하는 이유가 미국이나 서방세계로 자녀의 유학
을 보낸다는데 있지만 러시아어의 학습 동기를 러시아 연방이나 러시아어 사용자
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 언어정책 실행 결과

독립 이후 2006년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의 사망 때까지 투르크메니스
탄에서는 러시아어의 사용 영역이 제한되었고, 국어인 투르크멘어를 구사하지 못
하는 러시아인,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유-무형으로 차별해왔다.
이런 언어정책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대규모 이
주유출을 야기하여 독립 이전 약 10%를 차지했던 러시아인들이 현재는 2%이하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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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인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안정을 위해 러시아 연방 외에도 서방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100년 이상의 러시아, 소련의 지배에 따른 국가운용과 이의 유산으로 인
해 단기간에 완전한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2006년 2월 취임한 구르반굴르이 베르드이무하메도프(Гурбангулы Бер-д
ымухаммедов)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강압적인 통치를 벗어나 러시아어 사용에
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12)
6. 타지키스탄
타지크인들을 지배한 부하라의 우즈벡 칸국이 1868년 러시아의 침입으로 식민
지가 되었다가 1924년 오늘날의 타지키스탄 동부지역이 우즈베키스탄 내의 자치
공화국이 되고, 1929년 오늘날의 서부 타지키스탄과 통합하여 15개 연방 공화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타지크인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과 아제르바이잔과는
달리 인도유럽어족의 서부 이란어파에 속하는 타지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다. 즉
다른 문화적 기반을 가진다.
1991년 9월 9일 독립한 타지키스탄은 9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국
가로서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 중에서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수도
12) 1993년 교육법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연한이 9년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연방의
학제와 맞지 않아 러시아로의 유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러시아어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이기도 했
다. 그러나 신임대통령은 초중등학교의 교육연한을 10년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교육법을
2007년 2월에 서명했다. 이는 러시아로의 유학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러시아어의 사용을 장려
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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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으며 러시아인들의 비율도 가장 낮다. 또한 우즈벡 민족의 지배를 받아
우즈벡인들의 비율도 높다.13)
표-6. 각 시기별 러시아인의 인구 및 비율
연도(년)

1897

1917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2002

인구수(천명)

8

45

6

135

263

344

395

388

68

비율(%)

1.0

4.4

0.7

9.1

13.3

11.9

10.4

7.6

1.1

이렇게 러시아인들이 가장 적은 이유는 소련에서 가장 남동쪽의 변방(우즈베키
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남쪽)에 있어 중앙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산악 지
역으로 면화 재배와 수력발전 외에는 자원이 부족하여 러시아의 전문 인력이 거의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과 함께 벌어진 내전으로 많은 수의 주민들이
탈출하게 되었다.14)
또한 1917년, 1926년, 1939년 사이의 급격한 인구 증감은 20년대 이루어진 공
화국 경계 재편의 영향으로 정확한 인구수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9년 인구센서스를 보면 약 4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2차 대전 후 관개농업과 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이주했기 때문이
다. 특히 수도인 두샨베(Душанбе)는 타지크인이 39.1%밖에 되지 않아 이민족이
더 많기도 하였다(1989년 센서스).15)
13) 최근의 자료는 없지만 1999년 현재 민족분포를 보면 타지크인 65%, 러시아인, 3.5%, 우즈벡인
25%, 그 외 소수민족이 6.6%를 차지한다.
14) 최초에는 국내 4개 파벌간의 주도권 싸움이었지만 이후 러시아어 사용자를 포함하는 비타지크어
사용자와 우즈벡인을 상대로 한 내전으로 발전했다.
15) 이 당시 약 60만 명의 주민 중 러시아인이 32.4%, 우즈벡인 10%, 타타르인 4.1%, 우크라이나
인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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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지키스탄의 언어정책16)

1) 헌법에서의 규정

1992년 제정한 헌법 2조에서는 타지크어를 국어로 규정하는 대신 1989년의 수
정 언어법에서 보장된 러시아어의 공식 업무 수행 사용 지위를 삭제하여 여타 민
족의 반발을 야기했다. 이런 반발을 무마하고자 1994년 개정 헌법에서는 타지크어
를 국어로, 러시아어는 민족 간 의사소통언어로 규정하면서 그 외 소수민족의 언어
의 자유로운 사용도 보장하게 되었다.

2) 언어법에서의 규정

소련 해체 전 벌써 1989년 6월 22일 타지크연방공화국의 “언어법”(Закон “Ояз
ыке”)을 채택하여 러시아어 사용주민들의 이주를 자극했다.
즉 이 법에서는 타지크어를 유일한 국어로 지위를 부여하고, 러시아어를 민족
간 의사소통언어로 규정하여 1996년까지 타지크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
면서 소수민족의 언어들의 사용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37조로 구성된 이법의 개별적인 조항들을 보면 타지크어를 최우선으로
사용해야함을 알 수 있다.17)

16)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경택(2004, pp. 109-127)을 볼 것.
17) 타지크어는 국어로 명문화되어 행정, 사법, 입법 기관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필요할 경우에만
러시아어 통, 번역이 가능하다(1, 5, 6, 7조); 모든 국가문서는 국어로 기술되어야하고 그 외 러
시아어와 우즈벡어로 기술된다(2, 4, 5, 6, 7조); 공무원들은 국어를 우선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다(10조). 또한 올해 10월 7일 새로운 국어법이 효력을 발생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타지크어가 공화국의 공공 업무 사용 언어가 됨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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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어정책 시행

정부는 1997년 “타지키스탄에서의 국어와 여타 언어 발전을 위한 신 계획”을
공표했는데, 이는 1989~97년 사이에 시행된 언어법의 모든 조치들을 개선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부에서는 타지크어의 완전한
국어 기능 수행, 정착을 위한 조치들을 기획하는 내용으로 일정기간동안 강제성을
띄고 있다. 제2부에서는 교육기관과 매스컴에서 소수민족의 언어 교육과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1) 정치, 행정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입법, 사법, 행정의 업무와 문서화는 모두 타지크어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
한 경우에만 러시아어와 여타 언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대통령의 입후보는 반드시 국어인 타지크어에 능통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러시아어식의 지명, 명칭은 타지크어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주를 나타내는 단
위인 오블라스찌(Область)와 하위 단위인 라이온(Район)을 각각 타지크어인 빌로
야트(Вилоят)와 노히야(Нохия)로 바꾸었고 러시아어로 된 주 명칭인 레닌아바드
주 (Ленинабадская область)도 소그드 주(Вилояти СуFД)로 개명했다.

면 모든 법률은 타지크어로 제정되고 채택될 것이고 군대, 교육 체계, 학술(과학) 및 매스컴에서도
역시 타지크어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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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독립 이전까지 각종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언어는 러시아어, 타지크어, 우즈벡
어, 키르기즈어였으나 언어법과 헌법에 의해 타지크어가 국어로 규정됨으로써 러
시아어를 제1 교육언어로 사용했던 대도시의 초등학교부터 타지크어의 교육이 강
화되었고, 독립 이후에는 타지크어문학, 고전페르시아어문학의 교육 시수가 추가되
어 러시아어의 시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과 민족 관계의 악화는 자질 있는 많
은 수의 러시아어 사용 교사들의 국외 유출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

3) 매스미디어에서의 언어 사용

국영TV와 라디오는 대부분 타지크어로 방송되지만 신문과 잡지는 여전히 러시
아어와 병행 하여 발행되고 있음으로 현재 대중매체는 전적으로 타지크어-러시아
어의 이중 언어 사용이다. 또한 많은 수의 러시아어 라디오, TV방송프로그램이 직,
간접적으로 들어와 방송되고 있다.

다. 언어 정책 결과

타지키스탄 정부의 타지크어 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의 기능은 여전
하다.
첫째, 9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고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산악 지역이
대부분인 타지키스탄에서는 과거 수 십 년 동안 민족 간 의사소통 언어로서의 러
시아어-모어의 이중 언어 사용에 익숙한 각 민족들이 타지크어를 다시 교육받아
사용하는데 대한 저항과 불편이 커 기존의 러시아어-모어의 이중 언어사용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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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어사용 지역과 영역은 제한되어 일
부 주에서만 한정되고 정부의 일부 부서에서만 성공적으로 국어로 업무가 이루어
지고 있다.
셋째, 소련 시기 동안 신어를 보충하지 못한 타지크어는 현시대 상황에 쓰이는
적절한 어휘를 갖지 못하는 정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
7. 아제르바이잔
앞의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달리 카스피 해 서안의 카프카즈 지역에 위치한 아
제르바이잔은 소련의 공식 해체 선언 전인 1989년 9월 23일에 이미 독립을 선언
하고 1991년 10월 5일 공식적으로 독립을 얻은, 작은 영토를 가진 공화국이지만
인구는 현재 892만 명에 달한다.
아제르바이잔은 1828년 2월 러시아-페르시아 전쟁의 종전 조약인 투르크만차이
조약(Туркманчайский Договор)에 의해 국가가 남북으로 분리되어 카프카즈 산맥
남쪽 지역인 자카프카지에(Закавказье) 동부가 러시아제국으로, 이보다 남쪽은 페
르시아(이란)에 편입되었다.18)
이후 1832년 이교도 이주정책에 의해 최초로 러시아인들이 유입되었고 19세기
말에는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 전문가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18) 이에 따라 아제르인들은 소련과 이란에 거주하게끔 되었는데, 이란의 아제르바이잔 주에 거주하는
아제르인들의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로 아제르바이잔의 인구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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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시기에 들어와 특히 1940년에는 러시아인들이 50만 명에 달하여 전 인구의
16%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독립 이후에는 급감했다. 이는 경제의 붕괴와 90년대
초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19) 정치 불안과 독립 이후 러시아인들이 보유
했던 특권적 지위의 상실, 그리고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몰랐던 아제르어의 국어
로서의 확인과 그 사용 영역 확대가 역할을 했음은 당연하다.20)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인의 수는 전 인구의 2%미만으로 급감했다.

표-7. 각 시기별 러시아인의 인구 및 비율
연도(년)

1897

1917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2007

인구수(천명)

96

224

221

528

501

510

475

392

151

비율(%)

5.3

8.4

9.5

16.5

13.5

10.0

7.9

5.6

1.8

아제르바이잔은 위의 5개 공화국과는 달리 소련 초기부터 아제르어 고유한 민
족어로 인정하여 아제르어와 러시아어의 이중 언어사용이 견고했다. 그 원인은 이
란의 아제르인21)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정체성의 확립 보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유

19) 소련의 인위적인 경계 설정에 의해 아제르바이잔 국경 너머의 아르메니아 서쪽에 아제르바이잔 영
토가 생겼는데, 이곳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 공화국이다. 그러나 이 공화국 주민의 다수는 아르
메니아인들로서 1988년부터 양 민족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1992-94년에 전쟁으로 비화
해 아르메니아 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에 거주하던 아제르인들이 귀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제르인의 비율이 늘고 러시아인을 포함하는 그 외 민족의 비율은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아제르
바이잔 내에는 아르메니아 영토인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이 들어있어 이에 따른 영토분쟁 가능성도
상존하여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20) 1989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인들의 15.7%만이 아제르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21) 이란에는 아제르바이잔 본국보다 더 많은 1050만 명 이상의 아제르인들이 주로 이란 서북부의 아
제르바이잔 주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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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책과 상대적으로 적은 러시아인들의 숫자에 있었다.

가. 아제르바이잔의 언어정책22)

1) 헌법에서의 규정

1995년 11월 12일 제정된 헌법에서는 아제르어의 국어로서의 규정(21조)외에
는 러시아어를 언급하거나 러시아어에 대한 규정은 전혀 나오지 않고 소수 민족
언어 사용 기술(21조, 45조)만이 나옴으로써 러시아어를 소수민족 언어들의 하나
로서 취급하고 있다. 즉 소련시기까지 공용어,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의 기능을 담
당했던 러시아어의 지위가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언어법에서의 규정

1992년 채택된 최초의 “언어법”(Закон “О языке”)에서도 러시아어에 대한 언
급도 규정도 없다. 이 법에서의 특징은 아제르어라는 명칭 대신에 터키어라는 명칭
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역시 2002년에 새로운 “국어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в АР” 30.
09. 2002, No.5247)에도 러시아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1992년의 언어법과
는 달리 국어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터키어 대신에 아제르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6월 의회는 이 국어법의 6조를 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
TV,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들은 국어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져야하고 명확한 아

22)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경택(2009, pp. 319-332)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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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어 발음을 할 수 있어야 하고, TV, 라디오 방송의 영화와 프로그램의 더빙, 통
역은 공식적으로 정한 표준 아제르어 규범에 따라야 한다.

나. 언어정책 시행 과정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소련시기인 1978년 공화국 헌법에서 토착주도민족인 아제
르인의 언어가 국어임을 밝히고 있었지만 러시아어와 기타 소수민족의 언어도 어
떤 차별대우 없이 사용됨을 강조했다.
그 후 1988년 8월에 창설된 사회단체인 “카이기”(Kajgy, 배려라는 의미)가 아
제르어문학을 더 많이 공부하고 전 사회계층, 특히 젊은 세대에 확대시킴으로써 아
제르어문학을 발전시키는 여론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1989년 8월에 나온 언어법
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языке”)도 당시의 무슬림 공화국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
로 자신의 언어를 보호와 발전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었다.23) 이는 당시 아제르바
이잔공화국이 모스크바 연방정부의 러시아어 우선 정책에 호응하고 아제르어와 러
시아어의 이중 언어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독립 이후 1992년 초 초대 대통령 아야즈 무탈리보프(Аяз Муталибов)
는 국민의 자율적인 언어선택과 러시아어와 아제르어의 이중 언어사용을 말하면서
모든 국민이 아제르어를 알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이후 2대 대통령 아불파즈 엘치베이(Абульфаз Эльчибей)는 아제르어를 터키
어로 개명하면서 터키어를 UN의 공식어로 만들자는 주장까지 했다.

23) 1989년 소련의 마지막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전체 아제르인들의 99.1%가 아제어를 자신의 모어
로 인정하고 이중 31.7%는 러시아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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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3대 대통령 게이다르 알리에프(Гейдар Алиев)는 러시아어의 계속
적인 사용을 주장했고 이와 같은 정책은 그의 아들이면서 후계자인 4대 대통령 일
함 알리에프(Ильхам Алиев)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1) 사회 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헌법과 국어법에서의 러시아어 지위 삭제와
2001년 8월부터의 라틴문자로의 표기 변화는 자신의 반발을 사게끔 만들어 차별
대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간주했고 이에 따라 1989년 40여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현재 15만 명 이하로 줄었다.24)
그러나 노년층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아제르인 자신들도 국어보다
러시아어의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교육부문에서의 언어 사용

아제르어가 국어이지만 러시아어의 구사는 진학, 유학에 유리하여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러시아어 사용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전체
학생의 13%가 러시아어로 교육받고 있고 약 13%의 학교에서는 아제르어와 러시
아어로의 이중 언어사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중등교육과 대학에서 러시아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24) 국어법의 시행 이후 대기업의 입사에서 러시아어로 이력서를 작성한 지원자는 탈락되었고 대학교
의 러시아 관련 학부 진학 희망자들의 러시아어 지원서 접수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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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스미디어에서의 언어 사용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라디오와 TV 방송, 서적, 잡지, 신문들이 소수민족의 언어
들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영 라디오는 아제르어 외에 러시아어, 쿠르
드어, 레즈그어, 탈르이쉬어, 그루지야어, 벨로칸어 등으로도 송출한다.
주요 러시아 연방의 TV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약 20개의 지방 신문과 잡지가
러시아어로 발행되고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정기간행물이 들어오고 있다.

다. 언어정책 결과

아제르바이잔은 아제르인이 다수이지만 카프카즈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소련의
인위적인 경계설정에 따른 결과로 많은 수의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즉
800만 명의 총 인구 중 아제르인 90% 이상을 차지하고 다게스탄인 2.2%, 러시아
인 1.8%, 아르메니아인 1.5%, 그 외 유대인, 그루지야인, 레즈그인, 탈르이쉬인,
우크라이나인의 민족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소수민족의 의사소통 언어는 러
시아어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아제르어가 국어이지만 국민의 50~70%는 러시아어를 구사
한다. 이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유연한 언어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어와
여타 소수민족 언어들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아제르인이 러시아연방에 200만 명 이상이 학생과 노동자의 자격으로 거
주하고 있다는 상황도 정부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언어정책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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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개국의 언어정책으로 인한 러시아인의 유출
가. 소련 해체 당시의 상황

소련의 해체 당시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앙아
시아에 많이 살고 있었다. 즉 소련 해체 후 신생 독립국에 남게 된 약 2,500만 명
의 러시아인들 중 약 40%인 950만 명이 중앙아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었
으며, 이중 2/3인 620만 명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북부 카자흐 지역에 16세기 말 처음으로 나타
났고 19세기 중반 이후 1906~17년 사이의 스톨르이핀 농업 개혁(Столыпинская
аграрная реформа)시기 때 대규모의 러시아인 이주가 시작되었다.25)
1920년대에는 러시아 유럽 지역의 전쟁과 기근에 의해 러시아인들이 이주했고
1930년대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총동원(Оргнабор)으로 러시아인 이주가 이
어졌으며, 2차 대전 중에는 전쟁 지역의 산업과 기관의 인적자원의 소개, 1950~60
년대의 처녀지 개간 운동으로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련 말기인 약 1970년대 초부터 러시아인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줄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로 토착주민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취업 기회의 축소로 인한 민족 간 긴장 발생과 강화, 러시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의 유입 축소와 이로 인한 경제 침체, 지역의 사회 활동에서
전통적, 민족주의적 경향의 증대를 불러일으켰다.
25)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얻을 목적으로 이주 정책을 강화하여 러시아 중앙
의 농민들을 시베리아, 극동,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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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80년대 사회-정치적 불안정, 토착주도민족의 민족주의 발현의 증가, 그리
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는 러시아인의 이주 유출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했다.
1980년대 말부터는 각 공화국에서의 언어법(또는 국어법)의 채택으로, 그리고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민족 간 긴장 및 분규가 러시아
인의 대규모 이주유출을 야기했다.
소련 해체 후 6개 공화국들의 독립국 건국 과정에서 러시아인의 이주유출은 복
합적인 원인을 띄고 있었는데, 토착주민들 사이에서 언어법(또는 국어법) 제정과
같은 민족주의 기운의 증폭에 기인한 민족 간 관계의 첨예화와 거주 국적과 국가
를 정할 필요성이 이주유출의 최초의 원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이었다.
이는 국가 지배와 여타 특권적 활동 영역에서의 취업에 대한 민족적 자질에 따른
차별대우 결과이다.
또한 언어법제정과 결부되어 러시아어 사용 영역 및 교육의 축소, 러시아문화,
러시아어 정보 공간의 축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녀들의 교육 및 취업, 사회적 지
위 전망의 부재이다.

나.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러시아인과 기타 러시아어를 사용해온 비토착 주민들의 이주유출 증가는 1990
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지만 그 이후 이주유출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이주 희
망자의 대부분이 이미 이주했고 정치, 경제 상황의 상대적인 안정화에 기인하한 것
이었다.
그러나 1991~99년 중앙아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떠난 러시아인들은 약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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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달했다.26) 따라서 이 기간 중이 기간 중 러시아 연방의 인구는 이들 국가와
여타 공화국들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약 300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들의
2/3는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이고 이들의 반 이상은 중고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2000년대에도 중앙아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러시아인의 이주유출의 감소폭
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러시아인의 수는 줄고 있다.27)
현재 중앙아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는 소련 해체 당시 거주했던 러시아인들의
약 60%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는 약 1,100만 명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많은 수이고 러시아인의 절대 다수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
집중되어있다.
9. 러시아 연방의 대응
소련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나타난 러시아어의 지위 하락과 러시아인, 러시
아어 사용자들의 차별대우, 러시아인들의 이주유출 문제들에 대해 1990년대 초까지
26) 1989년-1999년에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인의 수는 610만 명에서 450만 명(26% 감소)으로
감소했고 우즈베키스탄은 160만 명에서 120만 명(27% 감소)으로, 키르기즈스탄은 917,000명
에서 603,000명(34.2% 감소)으로, 내전이 벌어졌던 타지키스탄은 388,500명에서 68,200명
(1/6 감소)으로, 아제르바이잔은 392,000명에서 16-17만 명(60% 감소)으로 줄었고 투르크메니
스탄의 경우는 독재 정치로 인해 신빙성 있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강 중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의 러시아인의 비율은 각각 37.4%->30%, 21.5%->12.5%,
8.3%->5.0%, 7.6%->1.1%, 9.5%->2%, 5.6%->1.8%로 줄었다.
27) 2006년 초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인의 인구는 약 398만 명, 2007년 초 키르기즈스탄은 약
47만 명, 우즈베키스탄은 약 100만 명, 투르크메니스탄은 9-10만 명, 타지키스탄은 약 4,5-5만
명, 아제르바이잔은 약15만 명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의 러시아인
의 인구는2007년 현재 570-59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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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에서는 내부 혼란으로 인해 주목하지도, 주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해당 지역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인, 러시아어의 지위 하락에 대해 개인적
으로 또는 러시아인 공동체에서 개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
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2년 창설된 “러시아 공동체”(Русская Община)와 1993
년 창설된 “라드”(Лад)라는 단체가 소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2006년부터 본격
적으로 러시아인에 대한 사회 전반에서의 차별대우 금지, 정부기관에서의 러시아
인들의 중용, 러시아어의 지위와 사용영역의 보전 요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공동체”(Русская община АР)와 “아
제르바이잔 슬라브인 문화 센터”(Центр культуры славян Азербайджана)라는 단
체가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문화를 보호하고 지위를 신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어와 문화를 유지,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정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4년 카자흐-러시아 국제대학교(Казахско-Рус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ниверситет)(사립)가 설립되었다.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1995년 9월 슬라브(키르기즈-러시아)대학교(Славянский
(Киргизско-Рус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가 개교하여 특별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러
시아어로 수업이 진행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키르기즈-러시아 교육 아카데미 (К
иргизско-Русская Академия Образования)가 설립되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도 1995년에 슬라브(타지크-러시아) 대학교(Славянский(Т
аджико-Рус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가 개교했다.
또한 2007년 6월 21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뿌찐(В.В. Путин)의 명령으로 “루스
키 미르”(Русский мир)라는 재단이 창설되었는데, 이는 러시아의 민족적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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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러시아와 세계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러시아어의 대중화와 러시아연방과 해외
에서의 러시아어의 교육, 연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러시아 센터(Русский це
нт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의 우스찌-카메노고르스
크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 아스타나(Астана), 악토베(Актобе)에, 키르기즈스탄의
비슈케크(Бишкек), 칸트(Кант), 오쉬(Ош)에, 타지키스탄의 두샨베, 아제르바이잔
의 바쿠에 설치되어있다.
또한 매년 러시아연방에서 러시아어 경쟁 프로그램인 국제 러시아어 올림픽 (М
еждународная Олимиада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을 개최하여 중앙아시아의 젊은
층의 러시아인 및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러시아어 교육을 장려하
고 있고 이는 각 국에서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정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러시
아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어 여러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28)

28) 러시아연방은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과의 외교관계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협력
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1991년 12월 21일
독립국가연합 (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НГ)을 창설하여 무역, 재정, 입법,
안보 부문, 그리고 민주화와 범죄예방에서의 협력을 다지고 있다.
1996년 3월 29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관세동맹을 맺고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독립국가연합내의 경제 기구인 유라시아 경제공동체(Еврази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ЕврАзЭС)를 창설하여 공동으로 에너지 시장 설립과 중앙아시아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수자원이용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경제동맹 (Це
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ЦАС)을 창설하였는데, 2004년부터 러시아도 가입했다.
또한 2003년 2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함께 공동경제구역(Еди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ЕЭП)을 창설하여 시장 개방과 단일 통화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이후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벨라루스와 함께 집단안보조약기구(Организация Договора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
асности, ОДКБ)도 참여하여 공동의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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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방 정부는 1993년부터 이중국적 제도를 도입하여 인근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의 영토와 역사적 교류를 가진 여타 민족 출신들의 러시
아 국적을 보장해주기로 결정했다.29) 이는 당시 러시아가 처한 혼란 상황으로 인
해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이주 유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과 중앙
아시아 해당 국가에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과, 1995년 9월 타지키스탄과 이중국적
조약을 체결했고, 2006년 11월에는 키르기즈스탄 의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이중국
적을 인정하고 2007년 3월 관련 법률을 채택하게 하는 등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카
자흐스탄을 비롯한 대다수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들 거주하는 국가에는 영
향을 끼치지 못했다.
둘째로 2000년 1월 10일 뿌찐 대통령은 두 개의 외교정책 문서인 “러시아연방
의 국가안보 개념”(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
ации)과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и)에 서명했는데, 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특별한 정
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언어 영역에서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소련의 일부였고 지금은 독립국가연합(СНГ) 회원국
들인 지역의 국가들과의 대외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은 거주 국가로부터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2006년 6월 22일 뿌찐 대통령이 서명한 “인접국으로부터의 러시아 교포들의 영주
29) 가장 최근에 채택된 2002년 3월 31일의 국적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Ф”о
т 31.05.2002 N 62-ФЗ)에도 이중국적에 관한 조항(제6조)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록 다른
국적을 갖더라도 러시아 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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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соотечествен- ни
ков из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в РФ)30)과 이의 실행 명령인 “해외 거주 교
포의 러시아연방으로의 자발적인 이주 지원 조치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У
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мерах по оказанию содей- ствия
доброволь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соотечест- 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31)이다.
이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은 러시아교포들을 귀국시켜 러시아 연방 각 지역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고 아울러 인구 안정적인 증가를 꾀하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다:

1) 제1단계(2006년)

① 교포들의 자발적인 이주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통제 한다;
② 교포들이 정착할 수 있는 하부 인프라 수요를 점검하는 등의 귀국 조건을
마련 한다.

2) 제2단계(2007~08년)

① 실제로 러시아인 가족을 각 지역으로 귀국 시킨다;

30) 2006년 6월 22일 채택된 이 프로그램은 서문, 목표와 과제, 실현과 재정지원 단계, 대상자 규정,
대 교포 관계 활동 기구, 교포 이주 기구, 정착 지역 활동 기구, 프로그램 관리와 실현 과정 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31) 2006년 6월 22일 채택된 교포 이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기구인 관련 부서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데, 이의 책임자는 대통령 보좌역인 이바노프(Иванова В.П)가 맡도
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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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별 프로그램에 적응했는지를 평가하고 계속 실행을 점검한다.

3) 제3단계(2009~12년)

귀국 정착의 계속 실행 및 평가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7년 5만 명, 2012년까지 30만 명을 귀국시켜 국내의
12개 지역인 연해주(Приморский), 하바로프스크(Хабаровский), 크라스노야르스
크(Красноярский) 크라이(край)와 이르쿠츠(Иркутская), 아무르(Амурская), 트
베르(Тверская), 튜멘(Тюменская), 리뻬츠크(Липецкая), 칼리닌그라드(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탐보프(Тамбовская), 노보시비리스크(Новосибирская), 칼루가(Ка-луж
ская) 주(область)중에서 한 곳을 교포들이 선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중 7곳은 극동과 시베리아에 위치하여 일자리가 극히 적고 거주 및
정착 인프라 구조가 퇴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민의 이주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중부 러시아에 있는 지역도 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
에 대부분의 교포들은 유럽 지역인 칼리닌그라드 주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리뻬
쯔크, 탐보프, 이르쿠츠크를 선호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즉 2007년에만 5만
명으로 계획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30 가족뿐이었고, 2008년 12월 5일까지 8,500
명이 이주해왔다.32)
러시아 교포들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첫째 귀국 희망자들은 이미 1990년대에
모두 귀국했다는 것과 러시아 연방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취업과 주택 구입의

32) Александр Шустов (2007)에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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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 새로운 사회로의 적응, 그리고 본국 주민들의 무시와 멸시에 대한 두려움에
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교포들의 귀국 잠재력이 매우 크다.
2008년 12월에 행해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
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러시아연방으로의 자발적인 이주 지원 국가 프
로그램 실현 조사”(Мониторинг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о
ка-занию содействия доброволь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в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м реги
оне(Казахстан, Киргизия, Таджикистан, Узбекистан))의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33)
즉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교포들 중 영주 귀국 희망 의사를 보인 사람은 응답
자의 약 39%였고 키르기즈스탄의 경우는 72.2%, 타지키스탄의 경우는 50%이상,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94%에 달했다.
예를 들어 약 400만 명의 러시아인들과 약 100만 명의 러시아어 사용 비토착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러시아어가 사실상 공용어의 지위를 갖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들의 대다수가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어가 사용되는 문화, 정보,
교육 공간의 축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어가 공용어인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비 토착 주민들의 취업 및 승진의 어려움, 경제적, 사회적, 정
치적 문제 등에 대한 자신들의 이익 관철의 곤란함 등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러시
아인들과 러시아어사용자들의 대부분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33) Михайлов Виктор (2009)에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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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국가로서 러시아 제국에 합병된 이
후 1991년 독립 전까지 러시아인의 지배로 인해 러시아인을 비롯한 외부 민족의
대량 이주해왔고 러시아어의 사용이 확장된 곳이었다.
소련 초기에 어느 정도의 민족 자결과 민족어, 문화의 보전이 허용되었지만, 스
탈린 통치이후부터 유, 무형의 조치를 통해 러시아인 중심의 체제와 러시아어 중심
의 의사소통 수단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소련 말기에 시작된 민족주의의 대두로 인한 반발을 무마하고자 중앙 정
부는 미약하나마 자율성을 부여하여 일정 수준까지 민족 문화와 언어의 지위 향상
을 인정했고, 이는 소련의 해체로 인해 독립을 얻으면서 수면위로 돌출하게 되었다.
위 6개국은 독립을 즈음하여 언어법(또는 국어법)을 제정하여 토착주도민족의
언어를 국어로 규정하고 이를 독립국 헌법에도 반영하였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어
는 실질적인 국어 또는 공용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언어 상황의 변화
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자극하여 대규모의 이주유출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에는 약 6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은 해당
국 정부의 계속적인 러시아인들의 활동 제약, 토착 주도민족 언어의 지위 강화와
사용 영역 확대 등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교포들이 해당 국가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
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러시아로 영주 귀국시키는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
는데,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공공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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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의 국어로의 전환, 모든 교육 체계에서의 러시아어 사용의 축소, 러시아학
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의 축소와 중단과 교육체계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부정
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또 한 차례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대량 유출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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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
Ⅲ. 결론에 대신하여

“삶에서 모든 것은 나날이 발전하고 개선된다.

그 어떤 것도 똑같이 남아있지 않는다.”
- I. B. 가스프린스키*
1)

Ⅰ. 서 론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다소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독립을 맞은 중앙아시아 국가
들은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았고,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한 근
본 토대로서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과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거의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탈(脫)러시아화로 상징되는 역사적
1) I. B. Gasprinskij(189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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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대한 청산과 함께 민족의식의 바탕인 전통과 관례의 부활과 민족사와 민족
문화의 복원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점차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족 역사
와 전통의 바로세우기’라는 일련의 움직임들로 구체화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19
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자디
드운동(Jadidism)’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인식과 평가의 노력이다.2)
역사적으로 자디드운동은 이른바 ‘새로운 방법(jadid)’에 기초해서 교육과 문화
를 비롯한 무슬림 사회 전반의 근대적 개혁을 꾀하고, 나아가 민족의식의 고취와
정치적 각성을 통해 러시아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꿈꾸었던 중앙아시아 무슬
림의 근대적 개혁ㆍ민족 운동이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역사에서 자디드운동이 차지하는 중대한 의미와 각별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의 식민 통치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
안 자디드운동은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탐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것에 대
한 인식과 평가도 많은 경우 일면적이거나 자의적이었다.3) 이러한 사정은 독립 이

2) 실상 이러한 노력은 독립을 전후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소위 ‘이슬람 부흥’의 연장선상에 있
다. 주지하다시피 이슬람은 언어(튀르크어), 인종(튀르크족)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문화 정체성을 구
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자 근본적 토대이다. 1300여년에 걸친 중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이슬
람은 부침을 거듭했지만, 사회적 삶의 강력한 조정자이고, 개인과 민족 전체의 정신적, 문화적 정체
성의 고유한 벡터이며, 전통적으로 이 지역 민족들의 사회적 연대의 단일한 기초로서 작용해 왔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무슬림 대중들의 삶의 총체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날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의 실상은 고유한 사명과는 거리가 멀다. ‘이슬람 부흥’의 열기는 조화로
운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상생의 지역적 연대를 구축한다는 자신의 이상을 맛보기도 전에 사회 질
서를 혼란시키고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슬람 퇴락의 냉기로서 취급받고 있다. 이런 와중
에 무슬림 대중들의 이슬람에 대한 쇄신의 요구가 ‘새로운 이슬람 개혁 운동(Neo-jadidism)’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3) 국내외를 통틀어 자디드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너무나 부족하며, 몇몇의 경우 단지 보다 넓
은 주제의 한 부분으로서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서구의 학자들이 분석 자료에 대한 접
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러시아 학자들은 이데올로기적 제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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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앙아시아 자체 내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자디드운
동에 대한 무슬림 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근대주의(modernism)와 민족주의
(nationalism)라는 자디드운동의 본질적 계기들의 개별적 함의와 상호 관계에 대한
불충분하고 주관적인 해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엄연한 역사적 현상으로서 자디드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면성과 복합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자질은 자디드운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 단초가 되었고, 더구나 무슬림 사회에 대한 상이한 이데
올로기적 전망들과 결합되면서 적지 않은 논쟁과 모순을 야기해왔다.
우선 자디드운동이 실제로 펼쳐졌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즉 당대의 자디
드운동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 이 운동의 당사자들인 자디드운
동가들은 무슬림 세계의 혁신이라는 보편적 흐름 속에서 자디드운동을 중앙아시아
의 무슬림 사회가 오랫동안의 고립과 정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대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정신적ㆍ문화적 개혁운동이자, 튀르크 무슬림 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하는
정치적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반해 울라마(Ulama)로 대표되는 보수
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디드운동을 이슬람 공동체의 전통적 토대를 위협하고 이
슬람의 근본 원리에서 어긋나는 무신론적 자유사상으로 간주하여 완강하게 반대했
으며, 차르 정권은 민족의식의 각성에 따른 분리주의적 경향의 출현에 대해 커다란
우려와 의혹을 드러냈다.
그 후 자디드운동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는 시기별로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해왔
다. 우선 소비에트 시대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ㆍ민족적 이해관계를 중심으
로 계급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뤄졌다. 스탈린시대(1930-1950년대)에는 분리주의적
경향이 강조되면서 ‘범이슬람주의와 범튀르크주의를 내세우는 반(反)혁명적인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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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민족주의 운동’으로 규정되었다. 즉 자디드운동은 무슬림 인민 대중들의 이해
를 대변하고 못하고, 러시아로부터 튀르크 민족들의 이탈과 튀르크 제국으로의 예
속을 조장하는 반동적인 부르주아 지식들의 반(反)혁명운동으로 비판받았다.
스탈린 사후 1950년대 중반부터 몇몇 자디드운동가들에 대한 복권의 움직임에
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도 ‘부르주아-민족주의 운동’이라는 자디드운동에 대한 소
비에트적 규정은 확고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자디드운동가들의 서구적 근대화와
종교 개혁의 이념은 전체 인민의 이익을 위하는 민주적 계몽 운동이 아니라 부르
주아지의 이해를 대변하는 개혁 운동으로서 그 계급적 기초가 더욱 강조되었다.4)
1970년대에는 민족주의적 계기와 함께 엄연히 작동하였던 근대적 개혁의 계기
가 부분적이지만 새롭게 인식되면서 자디드운동은 계몽의 한 단계로서, 즉 ‘부르주
아-민주주의 운동’으로 칭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확산되는데, 그 영향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 학계는 대체로 자디
드운동을 무슬림 민족 부르주아지와 지식인들이 주도한 ‘부르주아 자유주의 운동’
으로 해석하고 있다.5)
자디드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근대주의적 계기에 대한 보다 심층적 통찰은
1970~80년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대체로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은 자
디드운동을 일차적으로 무슬림 사회의 근대적 개혁 운동으로 칭해왔다. 여기에서
자디드운동가들은 유일하게 이성의 목소리의 대변하는 지식인들이거나 성장하는

4) 당시 일부 학자들은 자디드운동의 계몽적 성격 ― 예컨대, 봉건적 문화와 이데올로기로부터 튀르크
민족들의 전환의 표현 ― 에 주목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디드운동과 계몽 운동을
동일시 할 수 없다”라는 소비에트 체제의 공식적 입장을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Х.Х. Хасано
в(1965) p. 60 참조.
5) Шерали Турдиев(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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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부르주아지들이며, 전통주의자들은 비이성적인 몽매주의자들이거나 봉건
적ㆍ식민적 질서의 대표자들로 간주되었다.6)
한편 중앙아시아 학계의 경우, 독립을 전후해서 평가의 경향이 다소 뚜렷한 차
이를 보여준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통치시기에는 몇몇 학자들이 자디드운동의 다
면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소비에트 체제의 전체주의 이데올
로기의 제약 속에 갇혀 있었다. 중앙아시아인들의 자디드운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의 전환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찾아왔다. 새로운 시
대적 분위기에 맞춰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오랜 기간의 소비에트 지배 하에서 주
변화 되거나 침묵을 강요받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디드운동은 새롭게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시기에 시작된
자디드운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일종의 탈(脫)식민화 과정의 일부였지만, 기본적
으로 당시 여전히 존재하던 소비에트 지배의 틀 내에서 부분적이고 타협적으로 이
뤄졌다. 말하자면 자디드운동의 위상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소비에트 정책과 소비
에트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경계 내에서 평가되었다.7)
중앙아시아에서 자디드운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다름 아닌 독립에
의해 열렸다. 독립이후 새로운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의 수립 과정에서 자디드운동
은 새롭게 평가되는데, 자디드운동은 러시아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과 단일한 튀
르크 무슬림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자디드운동가들은 억압적 지배

6) 이에 대해서는 Т. Давлетшин(1974), С. 46-50; Дж. Валидов(1986), С. 7-9; А. Бенигсен
(1983), С. 15-17; A.A. Rorlich(1986), pp. 86-103 을 참조.
7) 비록 개혁-개방의 시기에 자디드운동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그 유산에 대한 완전한 복원 작업이 제
대로 이뤄지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적 대화는 중앙아시아 민족 담론의 점진적
인 탈(脫)식민화와 탈(脫)소비에트화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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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맞선 튀르크 민족의 위대한 자손으로 재규정되었다. 이처럼 독립 이후 자디
드운동에 대한 해석에서는 반(反)러시아적, 반(反)제국주의적 성격이 특별히 강조
되었으며, 전반적인 탈(脫)러시아화의 흐름 속에서 자디드운동의 민족주의적 경향
에 대한 강조가 지배적인 관점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된다.8)
이처럼 당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에 대한 해석의
역사는 결코 단선적이지 않을뿐더러, 그 진화의 과정도 적잖이 역동적이다. 하지만
자디드운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대체적으로 운동 자체의 본성인 다면성과 복합
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고찰이라기보다는 연구 주체의 고유한 이데올로기
적 입장에서 비롯된 주관적이고 파편적인 해석으로 점철되어 있다. 당대의 전통주
의자들의 수구적 태도와 차르 정권의 경계적 억압은 말할 것도 없고, 소비에트 학
자들의 계급적 판단과 서구학자들의 근대주의적 시각도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혐
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오늘날 중앙아시아 학자들의 내적 견해도 일
면적이고 선택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단순 뒤집기를 통해 소
비에트 학자들의 서사 전략과 관례를 반복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주류 학자들의 태
도는 근대주의와 민족주의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자디드운동의 복합적 양상에
주목하지 못하고 특정한 국면이나 계기만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것으로서, 이것
은 또 다른 국가 이데올로기의 생산을 위한 자디드운동의 탈역사적 도구화에 다름
아니다.9)

8) 오늘날 ‘자디드운동 다시보기’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 담론은 대체로 내용상
으로는 탈(脫)소비에트화(de-Sovietization)에 도달하고 있을지라도, 형식상으로는 소비에트적 서
사 전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적대적 타자’에서 ‘친근한 자아’로의 기계적 전
환이라는 손쉽고 투박한 흑백논리를 경향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9)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념적 굴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자디드운동에 대한 평가 속에서 비록 지배적
이진 않지만 몇몇 학자들은 현대의 이슬람 부흥이라는 맥락 속에서 자디드운동의 위상을 역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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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역사에서 무슬림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최초의 숙고이자 근대적 자의식의 본격적 출현이며 그것의 현실화를 위한 실
제적 노력이었던 자디드운동을 그것에 고유한 다면성과 복합성에 주목하면서 보다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디드운동이
출현한 계기들과 진화의 역학을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교육,
출판, 문예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자디드운동가들의 제반 활동을 이론과 실천의 결
합이라는 차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디드운동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고, 중앙아시아의 역사에서 그것의 위상과 의의를 결론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

1. 자디드운동의 맥락과 전개
19세기말 중앙아시아에서 자디드운동의 출현은 당대 무슬림 사회를 본질적으로
규정했던 역사적 상황에 의해 조건지워졌다. 무엇보다도 자디드운동은 러시아 제
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식민 지배와 그것에 대한 중앙아시아인들의 대응의 결과

로 규정하려는 가운데, 자디드운동을 또 다른 역사의 도전에 맞서 현대의 사회적-정치적 삶 속으로
이슬람이 귀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식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적지 않은 종교계의 지도
자들은 이슬람 부흥의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정치적 요소에 주목하면서 자디드운동에 대한 관심은
무슬림 공동체 자체의 이해가 아니라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슬람의 기초를 수정하는 심각
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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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10) 주지하다시피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간헐적인 관용성과 회
유성에도 불구하고 식민 지배 일반에 고유한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본성을 결코 잃
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인의 이주 정책과 반(反)이슬람 정책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의 러시아화 정책은 지역 원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갈등과 불만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이슬람 문명과 문화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특히 젊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현실적 위기
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
작했다.11)
이런 가운데 19세기 후반 무슬림 세계 전체 ― 특히 피식민 상태의 ― 에 밀어
닥친 혁신과 개혁이라는 보편적 물결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 또 다른 자극제
가 되었다. 18세기 이래 대부분의 이슬람 세계는 서구 근대 문명의 도전 앞에서
무기력해졌고, 이에 무슬림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슬람 자체의 혁신에 관한 요구들

10) 주지하다시피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차르 이반 4세가 볼가-우랄의 타타르-이슬람 공국
인 카잔한국(1522년)과 아스트라한한국(1554년)을 정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러시아는 1735
년부터 해당 지역에 요새를 건설하고, 이를 근거지로 하여 19세기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본격적
인 지배에 착수하였다. 카자흐스탄(1822~44년)을 시작으로 침켄트(1855년), 타쉬켄트(1865년),
부하라 공국(1867년), 사마르칸드(1868년), 히바 공국(1873년), 코칸드 공국(1876년) 그리고 아
무다리아 강과 카스피해 사이의 중앙아시아 남서부, 즉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1874~84년)
이 마지막으로 점령됨으로써 중앙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이 19세기 말경에는 사실상의 러시아 통
치 아래 놓이게 된다.
11) 19세기말~20세기초 중앙아시아에서 개혁은 너무나 필연적이고 절대적이었다. 19세기 유럽의 팽
창과 함께 수많은 서양의 여행객들이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는데, 그들이 남긴 기록에서 드러나는
지배적 인상은 ‘후진성(backwardness)’이었다. 예컨대 1911년경에 부하라를 방문했던 스웨덴의
여행자는 “부하라와 그곳의 사람들이 여전히 티무르 시대와 똑같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라고
술회하였다. 이러한 후진성에 대한 인식은 러시아의 정복에 뒤따랐던 학자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당
국에 의해서도 공유되는 것이었다. 후진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를 지닐
수 있지만, 당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개념이
었다. Arne Haugan(2003),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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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출되었다.12) 이슬람 세계는 비록 개혁의 정당성을 나름대로 수용해왔지만,
과거의 황금시대로의 절대적 지향은 의고적 보호주의이자 역사적 퇴행이었던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강점은 무슬림 세계로의 서구 세계
의 또 다른 진격이었으며, 전통 세계에 대한 근대 세계의 도전은 점점 더 압도적으
로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에게는 더 한층 근본적인 응전이 요청
되었다. 말하자면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은 과거의 전통이 더 이상 새로운 요구에
답할 수 없을 뿐더러 과거의 가치들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데도 무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러시아로 상징되는 근대 세계의 유례없는 도전에 중앙아시아가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게 되
었다. 이에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사회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非)이슬람적 표상
뿐만 아니라 비(非)전통적인 변화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는바,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움직임의 표현이 자디드운동이었다.13)
중앙아시아 자디드운동의 출현 시점과 진화의 단계를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것을 조건지운 본질적 두 계기, 즉 근대주의
(modernism)와 민족주의(nationalism)에 주목해 본다면, 크게 종교 개혁, 문화 개
혁, 정치 개혁 등의 3단계를 추론할 수 있다.14)

12) 특히 오스만 터키 제국의 탄지마트(Tanzimat) 개혁기에 일어난 혁신 운동은 러시아의 튀르크 민
족들, 그 가운데 카잔 타타르 지역의 자디드운동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으며, 타타르 출신의 자디
드운동가들은 중앙아시아 자디드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3) 이러한 맥락에서 한마디로 자디드운동의 근본 목표는 ‘이슬람과 근대의 화해’라고 말할 수도 있다.
14) 이러한 단계 구분은 연대기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계기적 차원에 근거하는 조건적인 것이다. 외견상
자디드운동은 종교개혁에서 출발하여 문화개혁을 거쳐 정치개혁으로 확장되었지만, 어떤 단계에서
도 순수하게 하나의 요소만 작동한 경우는 없으며, 단지 보다 지배적인 요소를 경향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자디드운동의 단계 구분상의 조건성은 그 자체의 다면적 복합성
에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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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최초의 근대적 개혁-민족 운동으로서 자디드운동은 무슬림 사회에
서 전통적으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 가운데 개혁적
성향을 지녔던 진보적 엘리트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 개혁의 선구자인 쿠르사비(Abunaer al-Qursavi: 1783~1812)
는 부하라의 마드라사에서 교육받고 울라마가 되었으나, 이슬람의 경전적 해석인
타클리드(taqlid)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에 반대하고 독립적 해석인 이지티하드
(ijitihad)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부하라의 울라마들로부터 이단자로 낙인찍혀 탄
압을 받았다. 이슬람의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기존의 전통과 관례에 대
한 비판적인 해석은 그를 자디드운동의 선구자로 만들었다.
쿠르사비를 지지한 울라마로서 중앙아시아 자디드운동의 기수로 칭해지는 마르
자니(Sihabeddin al-Marjani: 1818-1889)는 i) 모든 무슬림들에게 코란에서 종교에
관한 물음의 답을 직접 구할 수 있게 하고, ii) 종교에 대한 맹목적 복종의 전통에
반대하며, iii) 마드라사에서 낡은 교조적이고 스콜라적인 서적들을 제거하고, iv)
마드라사에 코란, 하디스 그리고 이슬람 역사에 대한 강의를 도입하며, v) 마드라
사에서 세속적인 학문(수학, 천문학, 자연과학, 지리학, 의학 등)과 러시아어 교육
을 허용하고, vi) 무슬림들을 초기 이슬람 문화의 뿌리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은 스스로의 지능으로써 우주와 신을 탐구해야 한다는 합리적 명제
를 주장하였다.15)
도니쉬(Ahmad Donish: 1827~97)는 부하라의 미르 아랍 마드라사에서 교육받

15) 마르자니의 개혁적 이념들 속에서는 두 단계의 세계관적 발전을 식별할 수 있는데, 1870~80년대
이전에는 종교 개혁가적 성향이, 그 후에는 문화 계몽가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주목할 점은 이러
한 발전 이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다른 자디드운동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특
징이라는 점이다.

361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은 학자, 철학자, 시인이자 중앙아시아의 가장 뛰어난 계몽가 중의 한사람으로서
전통적인 이슬람 학교의 고루한 교육 체계에 대해 최초로 반기를 들고 스스로 막
탑에서 가르치기를 거부하고 타직에서 모국어로 세속적인 학문들을 지도하였다.
그는 중앙아시아 문화의 발전에서 이슬람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고, 사고의 자유
라는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입헌정부의 수립을 비롯한 정치 개혁을 주장
하기도 하였다.
쿠난바예프(Abai Kunanbaev: 1845~1904)도 변화를 거부하는 물라와 울라마를
비판하고 종교 개혁과 계몽의 밀접한 연관을 인식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과
이슬람 이전의 전통 신앙과 관습 그리고 러시아의 진보적 사상의 결합을 강조했다.16)
이러한 무슬림 개혁가들의 활동과 사상은 이슬람 문화의 토대 위에서 근대적 담
론인 자디드주의를 낳은 실질적 모태가 되었다. 당대 중앙아시아 문화의 근간은 다
름 아닌 이슬람 문화였고, 막탑과 마드라사로 대표되는 이슬람 교육 기관은 이슬람
을 전수하는 문화의 전당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초에 종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
슬람의 내적 혁신을 주창한 무슬림 개혁가들은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 문화 전반
에 대한 개혁에 대한 요구로 나아갔다.
중앙아시아 문화 개혁에 대한 요구는 계몽적 성격을 띠게 되는 데, 이를 테면
카작의 귀족인 벨리하노프(Chokan Velikhanov: 1835~65)는 러시아의 자유주의와
서구 문명을 찬양하면서, 중앙아시아 문화와 러시아 문화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그
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의 고유한 위상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무슬림 개혁가들과
는 달리 이슬람 문화의 보수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러시아만이 중앙아시아인들을

16) 이상의 무슬림 개혁가들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L. Polonskaya & A. Malashenko(1994),
pp. 56-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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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매주의와 부하라의 교조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진보와 문명을 약속한다는 다소 급
진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17)
종교 개혁을 넘어 문화 개혁의 차원에서 자디드운동을 보다 폭넓고 확고하게 정
립한 사람은 자디드운동의 실질적인 창시자이자 지도자였던 가스프린스키(Ismail
Bej Gasprinskij(타타르어로는 Gaspirali): 1851~1914)이다. 그는 1880년에 후에
자디드(jadid)라는 운동의 어원이 되는 새로운 음성학적 문자 교육 방법(usul-i-jadid)을 창안하였다. 그는 막탑의 개혁은 물론이고 근대적 지식의 습득과 새로운 시
민적 제도들의 도입 그리고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과 지위의 향상을 역설하
였다. 1883년부터 그는 새로운 이념을 전파하기 위하여 근대적 매체인 신문, <테
르주만(Terjeman, 번역가)>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법’은 크릠과 볼
가-우랄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널리 확산되었다.18) 가스프린스키
의 기본 과제는 교육 개혁을 통한 이슬람 공동체의 근대화, 러시아 제국의 튀르크무슬림의 정신적, 정치적 통일, 서구(러시아)와 무슬림 민족들의 동등한 권리와 협
력의 강화 등이다. 교육 개혁을 통한 무슬림 사회의 근대화는 가스프린스키가 행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 중의 하나였다. 교육 체계의 개혁은 그가 창안한 ‘새로운 방
법’에 기초했는데, 음성학적 문자 교육과 과거에 배제되었던 세속적 과목들 ― 역

17) Ibid., p. 55.
18) 볼가 타타르의 자디드운동은 러시아정교의 압박과 함께 러시아 제국의 중심부에서 생겨난 경제적
변화에 직면한 중산층의 상인 계급에 의해 주도되었고, 크릠과 카작의 자디드운동은 러시아식의
교육을 받고 러시아의 위계질서 속으로 편입된 귀족 엘리트들이 추동하였다. 카프카즈에서는 주변
의 비(非)무슬림 민족들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자디드운동이 생겨났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지배의 초기에 생겨난 새로운 사회 영역을 차지한 집단들에게서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러시아
제국 내에서 자디드운동의 이러한 다양성은 전(全)러시아 차원에서 협력을 위한 시도들 ― 예컨대
가스프린스키가 주도한 공통의 튀르크 문학어의 창조와 공통의 정치적 운동의 전개 ― 의 한계성
을 암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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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리, 지리, 천문학, 러시아어 등 ― 의 도입이 중심이 되었다.19) 또한 그는 한
편으로는 강력하고 근대적인 다민족 국가로서 러시아라는 이념을, 다른 한편으로
는 ‘단일한 언어, 사상, 행위’에 기초한 러시아 무슬림의 통일을 주창했다. 이런 맥
락에서 그는 타타르, 바쉬키르 등의 민족개념에 반대하면서 튀르크 민족들에게 공
통인 ‘튀르크’라는 용어와 함께, 오스만 터키 언어에 기초한 공용어 범튀르크어
(Turki)를 제안하였고, 이 언어는 널리 퍼져 1905년 혁명의 후에는 크릠, 카프카즈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간행물들에서 주요한 언어로 자리 잡았다. 가스프린스키는
범튀르크어를 문화적 맥락에서 민족(millet)의 토대로 간주했다.20)
가스프린스키의 강령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러시아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
과 무슬림 문명의 상호관계이다. 그는 일부 동시대인들과는 달리 이슬람의 일시적
침체와 잠재적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유럽 문명에 대한 맹목적
인 모방을 통한 무슬림 세계의 구원이라는 사상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의
튀르크 무슬림들에 대한 오스만 터키를 비롯한 여타 이웃 이슬람 민족들보다 러시
아 문화의 영향을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타타르와 러시아의 문화적, 심리적 근접
성에 근거해서 타타르의 역사적 발전에서 러시아 문화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
했다. 따라서 그는 러시아의 국가적 근대화에 무슬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등한
동반자로서 화해와 협력을 권고하였다.21)

19) 전통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은 인기를 끌었는데, 1880년대 말경에는 무슬림
마을마다 한두 개의 신식 교육 기관들이 존재했다. 1916년경에는 러시아 제국의 무슬림 도시들
― 특히 볼가, 카프카즈, 튀르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 에는 이미 새로운 교육 방법에 따라 운영
되는 자디드식 학교들이 5천개를 넘었다.
20) А. Бенигсен(1992), С. 118-122.
21) 그는 러시아어로 집필한 소책자, 러시아의 무슬림(1881)에서 “러시아인과 무슬림은 무지와 불
신 때문에 서로 단절되어 있다.……강제적인 동화정책은 무슬림 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뿐이므로
민족 평등과 자립 원칙에 입각한 협동 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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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디드운동의 한계로서 종종 ‘타타르 중심주의’가 지적되듯이, 전통적으로 다소
보수적이었던 중앙아시아에서 가스프린스키를 비롯한 무슬림 개혁가들의 사상과
활동의 영향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결코 적지는 않았으며, 더구
나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이 덜 조직적이거나 덜 체계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
다.22)
자디드운동의 중심 세력은 러시아 정복과 함께 진행된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도입의 결과로서 중앙아시아의 사회에 점차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현상의 하나
인 근대적 지식인 집단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의
교육 기관들에서 교육을 받고 자주 러시아와 외국을 여행하였던 지식인들 ― 소수
의 여성을 포함하여 ― 이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이슬람의 전통적 학자들(울라
마)뿐만 아니라 근대적 유형의 세속적 지식인들, 그리고 나름의 이유에서 새로운
길의 개척을 지지하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업가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가들은 자신들을 ‘지식인(ziyalilar)’ 혹은 ‘진보의 애호가
(taraqqiparwarlar)’로 칭했고,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통상 ‘청년’23)으로 불렀다. 새
로운 방법(usul-i-jadid)에서 유래한 자디드라는 개념이 반대자들에게 의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채색되었듯이, 실제로 ‘새로운 방법의 지지자들(usul-i jadidchilar)’이
림들에게 모국어로 보통 교육을 시켜 현재의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지적으로 각
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를 허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고마츠 히사오
외(2005), p. 369에서 재인용.
22) 이러한 편견은 한편으로 당시 자디드운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러시아 당국의 의심과,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제국의 무슬림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타타르 무슬림들의
자의식과 관계된다.
23) 중앙아시아 자디드운동가들에게서 ‘청년’ 혹은 ‘젊음’은 대단히 특징적인 자질이다. 다른 지역의
자디드운동가들과 달리 그들은 대부분 20대를 전후해서 활동에 투신했다. ‘젊음’은 바닥나지 않는
활력의 원천이자 엄청난 재능의 증거이지만, 연령 자체가 중요한 문화 자본의 하나로 간주되는 전
통사회에서는 또한 커다란 약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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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는 비록 학술적으로는 대표성을 지녔지만 일상적으로는 널리 쓰이지 않
았다. 그들은 출신, 지위, 교육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이슬람 공동체
가 전면적인 개혁을 포함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말하자면 자디드운동가들을 결
합시킨 것은 새로운 문화 자본의 창출과 소유를 위한 변화에 대한 헌신과 미래에
대한 공동 전망이었다.24)
바로 이 젊은 무슬림들은 러시아 제국의 피식민지라는 중앙아시아의 현실적 상
황에 부합하고, 이슬람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고유한 근대적 기획을 창출해야하
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25) 그들은 근대적 가치들 ― 계몽, 합리, 과학 등
― 을 전(前)근대적 가치들 ― 전통, 관례, 종교 등 ― 보다 우위에 두었다. 젊은
자디드운동가들은 피식민이라는 중앙아시아의 당대적 현실의 원인을 도덕적 타락,
문화적 몽매, 경제적 후진에서 찾았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비극적 상황을 ‘무지’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26)

24)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자디드운동가로는 베흐부디(Mahmud Khoja ibn Behbudi: 1874~
1919), 샤쿠리(Abdulqadir Shakuri: 1875~1943), 시디크(Sayyid Ahmad Siddiqi: 1864~
1927), 슈크룰라흐(Haji Muin ibn Shukrullah: 1883~1942), 카리(Munawwar Qari
Abdurrashid Khan oghli: 1878~1931), 아울라지(Abdullah Awlani: 1878~1934), 이샤
크 칸(Ishaq Khan Tora Junaydullah Khoja-oghli: 1862~1937), 함자(Hamza Kakimzada
Niyazi: 1889~1929), 촐판(Abdulhamid Sulaymon Cholpan: 1897~1937), 피트라트
(Abdalrauf Fitrat: 1886~1938) 등이 있다.
25) 하지만 무슬림의 이데올로기적 자주성에 대한 차르 전제 권력의 불허와 대립뿐만 아니라 당대 중
앙아시아의 무슬림 사회 내에서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은 당면 과제에 복잡성을 더해주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초창기) 자디드운동의 근대적 기획은 다분히 실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26) 식민 지배의 원인을 피식민지인들의 무능력이나 전근대적인 사고에 찾는 이러한 초기 자디드운동
가들의 입장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각과 능력배양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내세우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개량주의로도 평가된다.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능력과 선진
성을 인정하여 제국주의 지배의 정당성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며, 동시에 토착적인 것, 전통적인 것
에 대한 무시를 암암리에 전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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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디드운동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이 악화되고, 종교와 문화의 틀을
넘어 사회적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개혁이 필요성이 절박해짐에 따라 무슬림 공동
체의 거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갔다. 이와 함께 애초에 교육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방법에 기초한 일련의 변화들을 지칭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던 자디드
주의 혹은 자디드운동이라는 개념은 점차 무슬림 사회 전체에서 생겨나는 모든 새
로운 것을 의미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게 된다. 이제 자디드운동은 총체적인 사회
혁신 운동, 즉 중앙아시아의 ‘근대주의’로 자리 잡게 된다.
새로운 사회 집단으로서 자디드운동가들은 근대적 개혁을 위한 일련의 노력 속
에서 종교, 전통 그리고 세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 냈고, 소통과
교감의 새로운 형식들을 채택하고 전유하였다. 자디드운동가들은 무슬림 사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위한 처방을 내리며 기존의 종교적-문화적 엘리트들의 정
신적, 도덕적 권위를 손상하고 찬탈하였다. 개혁을 향한 그들의 처방전은 근본적으
로 중앙아시아 문화와 가치에 대한 재정의 뿐만 아니라 사회와 다양한 집단들의
역할에 대한 재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디드운동가들의 근대적 기획
은 한편으로 대중들에게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지배 엘
리트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전통주의자들(kadimists)’은 자디드운동을 이슬람 사회에서 오랫동안
누려온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와 배타적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이슬람 원
리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항하였다.27) 대다수 전통주의자들은 러시아로

27) 자디드운동가들과 그들의 반대자들 사이의 투쟁은 브르디외(P. Bourdieu)가 말한 소위 ‘문화 자
본’의 소유와 재정의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문화와 지식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수단으로서 계급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것
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자본형태다. 그에 따르면 사회가 상하계층의 위계적 질서로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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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반쯤 떨어져있는 중앙아시아 무슬림 사회의 현재적 실존에 만족하면서 러시
아 사회와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개혁을 의심했고 그것에 관여하기를 꺼려했
다. 전통주의의 요새는 이슬람연합회였는데, 그것은 군주제를 옹호하는 우익적 성
향을 띤 러시아의 보수주의 세력들과 역설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28) 러시아
강점 이후에도 관례적 방식은 변할 수 없는 전통으로서 지역의 무슬림 사회의 표
상이자, 전통적 엘리트의 표지가 되었다. 바로 자디드 개혁 운동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대 혹은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한편 차르 당국과 지역 행정가들도 개혁적인 근대적 지식인들이 내세우는 무슬
림 공동체의 혁신에 대한 요구들을 경계하였다. 지식은 무지의 해독제이지만, 공식
적으로 허가받은 지식이어야 했으며, ‘새로운 방식’의 학교를 비롯해서 허가 받지
않은 지식을 창출하는 일체의 행위들, 즉 자디드운동가들의 계몽 활동은 분리주의
를 조장하여 제국의 통합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되었다. 제
정 러시아는 ‘문명의 사도’로 자처하기도 했지만 중앙아시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킬 의향이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당 지역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29) 따라서 무슬림 공동체의 본질적 개혁을 지향하는 자

지배와 피지배 계급의 권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문화자본은 경제자본 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자본은 문화적 성향과 태도를 차별화하고 문화적 대상을 이용하는 능력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할 수 있는 유력한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A. Khalid(1998), pp. 5-6 참조.
28) 후에 ‘무슬림 종무청(ДУМ: Духовное управлление Мусульман)’의 모태가 된 ‘이슬람연합회
(Магометанское Духовное собрание)는 이슬람 성직자들 가운데 차르 정부의 지지 세력을 확
보하기 위해 예카테리나 2세가 1788년 오렌부르그(후에 우파로 옮겨짐)에 창설하였다. 연합회 의
장인 무프티(Mufti)의 권한은 우크라이나, 카프카즈, 시베리아 등 러시아 전 지역에 미칠 만큼 강
했으나, 러시아 제국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존재했으며, 차르 정부에 대한 충성이 요구되었다. 최
한우(2000), 178쪽.
29) 물론 이것이 중앙아시아에서 변화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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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운동은 러시아의 제국의 국익에 어긋나는 활동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자디
드운동가들은 계몽의 보편성을 진정으로 신뢰한 근대적 개혁가들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자디드운동이 전통주의자들과 식민 정권의 반발과 억압에 얼마
나 효과적으로 대처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것에 동참하는 무슬림의 숫자와 대
중적 영향력은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근대적 개혁은 모든 곳에서 성공적으로 전
개되고 있다”(W. Barthold)고 평가되었다.
이런 가운데 제정 러시아를 크게 동요시킨 1905년 혁명은 자디드운동의 역사에
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1905년 혁명은 비록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사회적 격변
의 외곽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적, 사회-정치적 활동에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역사적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조직적 토대와 충
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지라도 자디드운동가들은 새롭게 열린 자유의
공간을 개혁의 또 다른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자디드운동의 담론적,
실천적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자디드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시까지 사회-문화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근대적 개혁의 요구가 마침내 정치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
이다.30) 당시 자디드운동가들의 진정한 관심은 후에 소비에트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족 해방을 지향하는 분리주의라기 보다는 열려진 러시아의 정치 무대로 보

구하고 철저한 개입주의에 입각한 소비에트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비교되는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일종의 ‘불(不)간섭주의’였다. 제국주의 러시아에 필요한 것은 야만의 계몽이 아
니라 오히려 미개의 존속이었으며, 중앙아시아의 일관된 ‘타자화’였다. Arne Haugan(2003), pp.
49-51.
30) 1905년 10월 입헌제를 도입하고 정치적 자유를 부여한다는 차르의 <10월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타타르의 한 자디드 지식인은 “10월 17일 이후 사람들은 모두 정치에 관여하느라 다른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다”라고 당시 무슬림들의 정치적 각성을 기록하였다. 고마츠 히사오 외(2005),
41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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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무슬림들의 적극적 진출이었다. 그들은 러시아 대중들 속에서 무슬림의 목
소리를 냄으로써 정치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말하자면 자디드운동의
정치 전략은 단일한 튀르키스탄 무슬림의 목소리의 형성과 제국의 주류 속으로 무
슬림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31) 그 대표적 사례가 러시아 무슬림 전체의 이
해를 대변하는 일련의 무슬림 회의, 두마 선거, 정당 활동 등에의 적극적 참여이다.
러시아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1905년 8월 니즈니노보고로드에서 열린
‘제1차 전(全)러시아 무슬림 회의’에서는 민족들의 평등한 대표성에 입각한 입헌군
주제, 출판ㆍ집회ㆍ종교의 자유, 무슬림에 대한 법적ㆍ정치적ㆍ사회적 평등, 지역
무슬림의회(mahalli mejlis)와 무슬림 회의의 조직, 쉬아와 순니의 화해와 상호간의
종교적 관용 등에 관한 요구가 결의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러시아 무슬림의 문화
적, 영토적 자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06년 1월 상트 페테스부르그에서 개최된
‘제2차 전(全)러시아 무슬림 회의’에는 튀르키스탄 지역의 무슬림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무슬림 연합당(Ittifaq-i-Muslimin: 1906~17)’이 결성되고, 제1차
러시아 의회(Дума) 선거에서 러시아 입헌민주당(Kadet)과의 협력이 결정되었다.
1906년 8월 니즈니노보고로드에서 열린 ‘제3차 전(全)러시아 무슬림 회의’는 ‘이
슬람 대중당(Islamic Popular Party)’, ‘아제리 민족당 평등(Musawat)’, ‘카자흐 민
족당 알라쉬(Alash)’ 등의 이슬람 정당 조직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러시아
의 헌법 개정, 종교와 교육의 자유에 대한 요구를 공식화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교

31) 이를 위해서 자디드운동가들은 자신들에게 동정적인 러시아인들과 동맹을 추구했다. 1905년 혁명
과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러한 전략은 식민체제에 맞서 직접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한 자디드운동가들에게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
략은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러시아인들은 근대적 무슬림 엘리트들의 열망에 무관심하거
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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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체계 속으로 자디드의 새로운 방법에 기초한 이슬람 신학교의 통합, 신학교의
전통적 성격의 유지와 무슬림들의 경영 참여, 신학교의 관할권을 교육부로부터 지
역의 무슬림 행정기구로 이관 그리고 물라의 러시아어 습득 의무의 폐지 등을 요
구했다.
또한 무슬림들은 ‘광범위한 민주화와 근대화를 통한 러시아의 무슬림 민족들의
자기실현과 번영’을 모토로 두마 의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는데, 대부분이 ‘무슬림
연합당’ 소속의 타타르, 아제리, 다게스탄 출신의 무슬림들이었지만, 1차 두마
(1906년 4~6월)에서 25석, 2차 두마(1907년 2~6월)에서 35석, 3차 두마(1907~8
년)에서 10석, 4차 두마(1912년 11월~1917년 2월)에서 7석을 각각 차지했다.32)
두마에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은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
다양한 요구들을 제안했다.33)
당시 중앙아시아에는 별도의 ‘무슬림 연합당’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범이
슬람주의와 범튀르크주의라는 이슬람 민족주의 이념이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가
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08년 터키의 ‘청년 튀르크당’34)의 영향으로 자디
드운동은 계몽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점차 전환하게 되는데, 청년 부하라인과 청
년 히바인을 자칭하는 자디드 결사가 조직되었다. 1909년 지하 조직인 ‘청년 부하

32) Galina M. Yemelianova(2002), p. 87-88.
33) 이를테면 타쉬켄트의 무슬림들은 1907년 제2차 두마의 중앙아시아 대표, 압둘카리예프(Mullah
Abdulkariev)에게 보낸 서한에서 카디(qadi) 법정의 복원, 농촌의 수장과 행정 관료의 선출권,
무슬림 자치정부의 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L. Polonskaya & A. Malashenko(1994), p. 69.
34) 터키의 ‘청년 튀르크당’은 술탄 압둘하미드의 전제정치와 이슬람 보수정책에 반발하여 개혁파 세
력이 결성한 연합진보회에 가담한 청년 장교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서구적 개혁만이 서구에 대항
하여 오스만제국을 지키고 유럽 열강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연합진보당을
결성하고 1912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연이는 전쟁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지속해 나갔
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최한우(2006), 191-1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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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당’은 부하라의 자디드운동가들 ― 호자예프(Fayzullah Khojaev), 무헤디노프
(Abdul-Kadir Muheddinov), 피트라트(Abdalrauf Fitrat), 이크라모프(Akmal
Ikramov) 등 ― 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울라마들 ― 베흐부디(Mahmud Khoja
Behbudi), 카리(Munawwar Qari), 샤리푸잔(Qadi Sharifujan) 등 ― 의 공헌도 지
대했다. 호자예프에 따르면 당시 청년 부하라당을 지지했던 자디드운동가들 중에
는 중간-저소득 계층의 지식인, 소부르주아, 신학생, 하급관료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담당했던 부유한 상인들, 고위 사제계급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년 부하라
당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주창하고 몽매주의와 종교적 스콜라주의를 비판하며, 아
미르의 전제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청년 부하라당의 이데
올로기에는 터키의 개혁주의, 범이슬람주의, 반(反)러시아주의 그리고 자디드주의
가 결합되어 있었다. 자디드운동가들은 투르키스탄에서 자치 정부의 수립, 차르 관
료들의 권력의 제한, 입헌군주제를 위한 인민회의(majlis)의 설립을 정치적으로 요
구하였다.35)
그러나 1907년에 시작된 제정의 반동으로 무슬림들의 개혁ㆍ민족운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자디드운동의 지도자들이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개혁 운동은 새로운 방식의 학교 교
육, 다양한 대중 매체, 연극을 비롯한 문예활동 그리고 비밀 결사를 통해 꾸준히
영역을 넓혀갔고, 이러한 제반 활동은 튀르크 무슬림들의 민족적 자의식의 형성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하였다.
1차 세계대전 시기를 전후하여 자디드운동에서는 온건한 노장 계몽가들과 급진
적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 분열이 가시화되는데, 호자예프 등이 주도했던 청년 자디

35) L. Polonskaya & A. Malashenko(1994), 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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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운동은 사회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혁명적 자디드운동가
들도 이슬람을 중앙아시아의 단합과 통일의 토대로서 간주하였고, 여기에서 범이
슬람주의, 범튀르크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36)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가들은 범이슬람주의 혹은 범튀르크주의로부터 일정한 거
리도 유지했는데, 그들은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의 단일한 공동체가 아니라 중앙아
시아 무슬림들의 단결과 러시아-소비에트 식민 지배로부터의 경제적, 정치적 독립
을 위한 투쟁을 목표로 하였다.
러시아 전제 정치에 종지부를 찍은 1917년의 양대 혁명은 자디드운동에 또 다
른 일대 전환점이었다. 2월 혁명은 러시아 무슬림들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을 낳았
다. 보수적 전통주의자들은 차르 체제의 갑작스런 종말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새
로운 체제에 대해서는 무정부와 무질서로 간주하면서 긴장어린 우려를 표시하였다.
반면 자디드운동가들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새로운 정권의 수립에 커다란 기대
를 걸고 환영하였고, 민족과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정치-경제적 지
위와 권리를 희망하며 무슬림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5월 모스크바에서는 약 800여명의 러시아내 무슬림 대표
들이 모여 ‘전(全)러시아무슬림대회’를 개최하고 무슬림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향후 러시아 정치 체제의 형
식, 즉 새로운 국가 체제 내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다. 이른바
문화적 자치를 지향하는 ‘중앙집권파’와 영토적 자치를 주장하는 ‘연방파’가 대립

36) 20세기 초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과 결합되어 있는 민족주의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
했었다. 그 중의 하나는 공통의 이해와 역사적 운명을 지닌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개별 민족들의 자결에 대한 희망이었다. 전자는 범이슬람주의(panIslamism)와 범튀르크주의(pan-Turkism)로, 후자는 민족주의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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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앙집권파는 하나의 민주적 러시아공화국을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와 민족의 구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교육과 종교, 언어를 비
롯한 민족 문화의 자치를 누릴 것을 주장하였다. 타타르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
러한 입장은 러시아 튀르크계 무슬림 집단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튀르키스탄 무
슬림 공동체의 혁신에서 러시아의 민주적 정치 체제의 긍정적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이에 대해 연방파는 지역적 자치에 기초한 완만한 연방제를 상정하고 중앙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스탄, 카자흐 대표들이
제안한 이러한 입장에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타타르인의 헤게모니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표결에서는 연방파가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토적, 문화적 자치 모두를 수용한 것이었다. 대회에서는 민족 문제와 함께 사회
변혁에 대한 의지도 표명되었는데, 토지 개혁과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 남녀의 정
치적 평등, 일부다처제와 16세 이하 여성의 혼인 금지, 8시간 노동제 등의 결의는
동시대 이슬람 세계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37)
한편 전(全)러시아무슬림대회를 전후하여 중앙아시아의 각지에는 무슬림의 정치
조직이 생겨났다. 예컨대 1917년 3월 타슈켄트에서는 카리와 호자예프를 비롯한
자디드운동가들의 주도로 러시아의 노동자-병사 소비에트를 모방한 ‘이슬람평의회
(Shura-yi Islamiya)’가 향후 튀르키스탄의 자치를 목표로 조직되었는데, 무슬림
보수파와 이주 러시아 정치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중앙아시
아 최초의 무슬림 정당인 ‘튀르크연방주의자당’을 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밖에
도 카자흐인들은 ‘알라쉬당’을 결성했고, 제국의 보호국이었던 부하라와 히바에서
37) 하지만 이러한 결의에 대해 특유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튀르키스탄의 대표들은 이슬람 율법
에 따른 신중한 판단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였다. 이상의 ‘전(全)러시아무슬림대회’에 관해 자세
한 것은 고마츠 히사오 외(2005), 423-4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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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년 부하라당’과 ‘청년 히바당’이 일련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중
앙아시아 무슬림들은 2월 혁명이후 자치와 개혁을 위한 활발한 정치 운동을 전개
했다. 하지만 조직 내외에서의 이견과 대중적 기반의 결여 그리고 러시아 임시정부
의 무관심 등은 무슬림 개혁가들의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더구나 정치 상
황의 급속한 변화는 어려움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10월 혁명은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의 정치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무슬
림 사회에서는 혁명에 의해 또 다시 열린 새로운 기회를 둘러싸고 자디드운동가들
과 전통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38) 열린 정치는 예상치 못한 방
향으로 자디드운동가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의 주된 투쟁은 한편으로 소비에트 러
시아라는 새로운 제국 내에서 튀르크 민족의 이익을 방어하고, 다른 한편으로 무슬
림 사회 내에서 반대자들에 맞서 자기 민족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디드운동은 대중적 영역에 국한되고, 학교와 신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종전
의 문화 투쟁에서 이제 공공연한 정치 투쟁으로 변하였고, ‘훈계의 정치학’에서
‘동원의 정치학’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당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치 투쟁을 이끌어 갈
단일한 노선도, 대오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독립의 방식에 대해서도, 국가의 형
태에 대해서도 어떠한 명확한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튀르크계 무슬림을
포괄하는 단일한 국가의 건설이라는 범이슬람주의와 범튀르크주의도 혼란스러웠
고, 민족국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 민족 국가의 수와 경계에
대해서 단일한 견해가 수렴되지 않았다.
38) 울라마들은 전통적 이슬람 엘리트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적 조직, ‘울라마협의회(Ulama
Jamiyati)’를 새롭게 결성하여 자디드운동가들이 주도하는 ‘이슬람평의회(Shura-yi Islamiya)’
와 대결하였다.

375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이러한 상황에서 자디드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입
장과 관련해서 내적 분열이 발생하였다. 혁명을 전후해서 무슬림의 문화적 자치를
주장했던 자유주의자들 중의 일부는 비(非)러시아계 무슬림들의 정치적, 문화적 자
결권에 관한 볼셰비키 체제의 강령39)을 거부하고, 백군 진영에 가담하거나 이민을
선택하여 해외에서 반(反)소비에트 투쟁에 합류했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온건한
자디드 지식인들은 ‘억눌린 동방의 해방’을 표방하는 볼셰비키 정권의 한계와 모순
을 인식하면서도 그들과의 적절한 제휴와 협력을 통해 무슬림 보수파의 반동적 행
위와 간섭을 억제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의 테두리 내에서 근대적 개혁을 통해 튀르
키스탄의 자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량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맞서 보다 급진적인 민족주의를
주창한 자디드운동가들이 무슬림 민족 공산주의자들이다. 무슬림 민족 공산주의는
혁명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시대, 소비에트 시대에 대한 자디드운동의 또 하나의
대응전략이었다.40) 실상 혁명전의 자디드운동은 제국주의적 질서에 종속되면서 그
것이 허용한 경계 안에서 움직였으며, 따라서 무슬림 사회의 자기 개선은 제국주의

39) 1917년 10월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 정부의 인민위원회는 11월 20일 러시아와 동방
의 전체 무슬림들에게 레닌과 스탈린이 서명한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모든 무슬
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과 관습, 민족, 문화 제도는 자유롭고 침범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
다. 스스로 민족 생활을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영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습
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러시아 모든 민족의 권리와 똑같고, 혁명과 그 기관, 즉 노동자ㆍ병사ㆍ농
민 대표 소비에트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므로 혁명과 그 주권 정부를
지지해 주십시오.” 고마츠 히사오 외(2005), pp. 427~428에서 재인용.
40) 이러한 전략을 최초로 구상한 사람은 러시아 공산당에서 무슬림 조직을 총괄하고 있던 타타르인
술탄갈리예프(Mirsaid Sultangaliev)이다. 무슬림 공산주의자들은 ‘튀르크제민족공산당’과 ‘튀르
크소비에트공화국’을 설립했지만, 이러한 독자적 행위는 공산당 중앙으로부터 새롭게 치장한 범튀
르크주의 혹은 범이슬람주의로 간주되었고, 결국 1924년의 이른바 ‘중앙아시아 민족 경계 획정’
에 구실이 되었다. 한편 술탄갈리예프는 1923년 5월 반당(反黨)ㆍ반소(反蘇)분자로 체포되어 제
명되었다. 고마츠 히사오 외(2005), 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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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와 질서로의 적극적 동참과 결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전략을 요구했다. 무슬림 공산주의자들에 따르면 식민지 상황에서 계급은 민족에
의해 대체되었고, 소비에트적 맥락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민족 해방은 공산주의적
수단에 의해 성취될 수 있었다. 1920년대 이후 소비에트 체제는 중앙아시아의 문
화가 상상될 수 있는 새로운 맥락을 제공했다. 차르 체제와는 달리 소비에트 체제
는 배제가 아니라 동원의 전략을 구사하였고, 공공 영역에 대한 국가의 참여는 증
대되었다. 계몽과 진보에 대한 강조는 쉽사리 이해되었고, 동원과 조직의 수단들은
자디드운동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자디드운동가들은 소비에트 체제에서 그들이 지
금까지 확보할 수 없었던 외적 지원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무슬림 민족 공산주의는
1917년 이전에 자디드운동가들을 자극했던 세속적인 무슬림 민족주의가 혁명과
반(反)제국주의 투쟁의 언어에 의해 새롭게 표현된 것이었다. 급진적인 문화 엘리
트들에게 공산주의의 동원수단은 커다란 호소력을 지녔고, 혁명의 수사학은 무슬
림 사회의 내외부 적들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 수단을 제공했다. 자디드운동가들은
결코 획일적인 소비에트 체제의 볼모가 아니었다. 사회와 문화의 혁명을 위하여 중
앙집권화된 근대적 민족-국가라는 새롭게 건설된 도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41)
이에 반해 소비에트 권력은 차르 체제와 마찬가지로 튀르키스탄 민족들에게 자
치를 위한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단일한 튀르키스탄의 건설을

41) 혁명에 대한 자디드운동가들의 헌신은 진지한 것이었다. 1920년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문화적
삶에서 자디드운동가들은 중심적 역할을 했다. 호자예프는 부하라 인민공화국의 수상이었고, 피트
라트가 교육부 장관으로 복무할 때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 되었다. 촐판, 함자, 카리, 아울라니,
아우니, 아즈지 그리고 무인 등도 문학,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
은 자신들이 새로운 문명, 즉 현대적, 소비에트적 중앙아시아를 창조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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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든 노력을 억압했다. 볼셰비키들은 1917년 11월 제4회 튀르키스탄무슬림
대회에서 선언된 코칸드 자치 정부를 1918년 2월에 진압하였고, 약속을 어기고 부
하라와 히바의 소비에트공화국을 해체하였으며, 카자흐인의 자치정부인 알라쉬 당
도 결국 종말을 맞이한다.
1920년대 중반 마침내 소비에트 권력은 1917년 혁명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벌
여온 실험에 종지부를 찍었고, 이에 자디드운동은 커다란 타격을 입고 점차 쇠퇴하
게 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특히 스탈린의 대테러시기에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자디드 지도자들은 숙청되었다.42) 그러나 자디드운동은 이후에도 중앙아시아 이슬
람 발달과 범튀르크 민족주의 운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2. 자디드운동의 활동과 양상
자디드주의의 이념적 바탕에는 민족주의와 함께 근대주의가 깔려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식민 지배 아래 놓여있던 중앙아시아의 맥락에서 근대주의는 이슬람
으로 상징되는 전통사회로부터 러시아로 대표되는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정
신적이고 문화적인 지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주의는 근대적 사회 변화가 수반하는 새롭고 다양한 자질들,
즉 이른바 ‘근대성(modernity)’을 포함한다. 또한 근대성의 추구로서 근대주의는
42) 이 시기에 대부분의 자디드 활동가들은 살해당하거나 강제수용소에서 생을 마쳤다. 1938년 피트
라트는 처형되었고, 호자예프도 반(反)혁명ㆍ반(反)소비에트 활동 혐의로 대숙청의 단두대에 올랐
다.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자디드 세대는 일소되었고, 새로운 세대, 소위 ‘38년 계급’에 의해 교
체되었다. 그 후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엘리트들과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해의 결합은 자디드운동에
대한 기억을 길고 긴 망각 속으로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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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내의 일부 사람이나 집단의 사고와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해당 사회 전체
의 생활양식, 즉 가치관과 세계관, 사회 조직의 원리 ― 인간중심적 사고, 발전론
적 사회관, 합리화, 통제된 시공간 개념 등 ―, 사회 제도 등을 포함한 문화 전반
에 걸친 총체적 변화로서 과감한 단절과 지속적인 혁신에 기반을 둔다.
19세기말 중앙아시아 무슬림 사회에서 근대주의의 발현으로서 자디드운동에서
는 이론적 차원에서 근대적 담론과 실천적 차원에서 근대적 기제의 결합이 특징적
이다. 여기에서 후자는 자디드운동의 진리성이 실현되고 검증되는 장치로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교육, 출판, 문예였다.
운동의 명칭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자디드운동의 본질은 ‘자디드(jadid)’, 즉 ‘새
로운 방법’에 있으며, 이 자체는 이미 새로운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
서 자디드운동가들이 ‘후진’, ‘무지’라는 무슬림 사회의 근원적 적(敵)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는 당대의 유일하면서도 효율적인 기제를 새로운 방법에 입각한 교육에
서 찾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갈고
닦는 과정이고, 계몽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중앙아시아의 자디드
운동은 다소 때늦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과정의 일부였다. 그 운동이 제기하고 해결하려 했던 과제들은 주변 이슬람
지역의 사회사상과 민족 운동 속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것들로서 근대적 개혁을 위
한 계몽의 주요한 계기들이었다.
자디드운동이 추진한 교육 개혁의 기초에는 지식과 조직 그리고 양자에 대한 활
동가들의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자디드운동가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하는 열쇠를 지식에서 찾았고, 그것의 획득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능력을 신뢰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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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간의 지적 능력이야말로 역사의 무한한 발전, 즉 진보의 토대라고 이해하였
다. 자디드운동가들에게서 진보 개념과 이슬람 신앙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존재
하지 않았다. 오직 참된 지식만이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슬람 그 자체는 진보의 최고 보증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지식에
대한 근원적 이해가 자디드운동가들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바탕을 이
룬다.
지식이 이른바 개인적, 사회적 악의 만병통치약이고, 행복과 진보의 근원이라면,
그것이 적절하게 생산되고 폭넓게 공유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무슬림 공동체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전당
으로서 학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교육기관인 막탑과 마드라사는 근대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학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막탑은 혼란스럽고 낙후되었으며,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거
친 교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를 설립하는 기관도, 학교를 감독하는 관
청도 특별히 없었다. 몇몇 부유한 사람들의 자선 활동은 그 자체로 불충분할뿐더러
다분히 우연적이었다. 무슬림 사회에 대한 자디드운동가들의 비판은 바로 이처럼
만연한 무질서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무질서의 극복 노력이 자디드 개혁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근대성의 중요한 자질들인 조직과 질서의 효과성에 대한
각별한 신뢰는 자디드운동가들 자신을 근대적 인간으로 만들었다. 조직이라는 새
로운 형식은 교육 활동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인쇄와 출판 활동, 문예 활동, 자선
활동 그리고 정당 활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면으로 확대되었고, 조직적 제도들은
문화의 생산과 전파를 위한 핵심적 공간으로서 사회적 패러다임과 세력 관계의 변
형에서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해졌다.

380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근대적 개혁ᆞ민족 운동(Jadidism)에 대한 재고(再考)

예컨대 신식 학교는 단순히 개혁된 막탑 이상이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교육과 문화적 실천의 장(場)이었다. 근대의 파고 속에서 이슬람 문화의 전통적 담
지체들이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던 상황에서 새로운 공적 공간으로서 신식 학교는
이슬람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문화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설립되었다. 물론 신식 학
교의 제도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도 단선적이지도 않았다. 물질적 어려움은 물론이
고 정신적 어려움도 적지 않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전통적 지배 엘리트들의 반
대와 러시아 행정 당국의 의심은 단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자디드운동
가들의 열망과 의욕도 만만치 않았다.
1884년 크릠에서 가스프린스키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신식 학교는 자디드 교육
개혁의 본보기였다.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미 19세기 중엽에 등장했던 이
러한 신식 학교들은 튀르키스탄에서는 1890년대 초 타타르인 거주 지역에서 처음
으로 설립되었다. 튀르키스탄에서 신식 학교로는 안디잔의 면화공장소유주인 타타
르인 무라드-베이(Sultan Murad-bay)가 공장근로자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한명의 타타르 교사를 초빙해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곧이어 1901년 카리가 타
쉬켄트에 신식 학교를 설립한 이후, 1903년경에는 도시 전체에 20개 이상의 학교
가 설립되었다. 사마르칸드에서는 1903년 샤쿠리(Abdulqadir Shakuri)에 의해, 그
리고 코칸드에서도 20세기초에 신식 학교가 문을 열었다. 정확한 통계가 전해오지
않지만,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차르 체제의 마지막 10년 동안 대략 수백 개의
신식 학교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1910년대 신식 학교는 튀르키스
탄의 도시 생활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신식 학교의 규모는 다양했
는데, 학생 수가 백 명이 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사 혹은 후원자의 집에서 교
습을 하는 소규모의 학교들도 있었다.43)

381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자디드의 학교 교육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새로운 방법’의 문자 교육법
이다. 당시에 구식의 문자 교육법은 높은 문맹율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문자 교육법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되
었는데, 특히 이러한 사고는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다. 새
로운 방법은 기존에 막탑에서 사용되던 음절적 방법을 대신해서 음성학적 방법에
기초해서 문자를 가르쳤다. 말하자면 문자의 명칭을 암기하는 대신에 문자가 나타
내는 소리를 가르쳤으며, 경전적 텍스트의 맹목적 의미보다는 읽고 쓰는 능력을 강
조하였다. 이를 위해 신식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알파벳을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
한 특별히 제작된 독본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구식으로 4~5년이 걸리던 기초문법
교육을 신식으로는 1년 안에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신식 학교에서는 아랍어 외에도
전통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러시아어, 유럽어를 가르쳤고, 비(非)종
교적인 세속 학문들, 예컨대 수리, 지리, 과학, 역사 등의 과목도 포함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학년별 교과 시간표가 작성되었는데, 읽기와 쓰기, 기도, 도덕, 꾸란 암
송, 종교, 역사, 지리, 수리, 윤리, 아랍/페르시아어, 위생학, 기초과학 등의 과목으
로 구성되어 보통 1일 4~5시간, 1주일에 6일의 수업이 행해졌다.
교과서 텍스트는 막탑에서 사용되는 것들과는 달리 간결한 어휘의 모국어를 사
용해서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다. 독서물은 내용상으로는 교훈적
이지만 동물들에 관한 우화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윤리교과서는 부에 대한
지식의 우월성, 교사들의 위상, 습관적 위선의 슬픈 운명, 겸양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뤘고, 몇몇 교과서는 순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충고를 담거나, 이상적인 사고
와 행위의 양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 종교 교육은 수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43)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A. Khalid(1998), pp. 164-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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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다. 다루는 주제는 신앙, 의례 그리고 이슬람 교리문답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것이었다. 도덕과 종교 교육은 내용상으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처벌의
위협이나 모방적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교재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이뤄졌다. 막탑
에서는 모든 지식이 신성하고, 이슬람 교리가 가르침을 관통하고 있다면, 신식학교
에서 이슬람은 학습의 대상이며, 그것에 대한 지식은 다른 지식들과 마찬가지 방식
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었다. 자디드운동가들은 종교적 영역과 비(非)종교적 영
역,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였다. 초급 아랍어는 몇몇 학교에서만 가르
쳤고, 러시아의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신식 교육은 자디드 학교들을 막탑과 구별 지웠는데, 특히 신식 학교의 교사들
은 damala 혹은 maktabdar라는 전통적인 호칭이 아니라 타타르와 오스만 제국의
경우를 따라 스스로를 muallim 이라고 불렀다. 신식 학교에는 흑판, 책상, 의자,
지도 그리고 지구본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졌는데, 학생들은 과거처럼 선생님을 중
심으로 마룻바닥에 둘러앉는 것이 아니라 가지런히 정렬된 책상 앞의 의자에 앉아
서 수업을 받았다. 막탑과 마드라사를 포함한 전체 교육연한도 구식의 20~25년에
서 신식의 12~1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신식 학교
의 교육의 질은 구식 학교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신식 학교가 막탑에 비해 훨씬 분명한 실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
교들이 부모들의 관심 부족 혹은 적극적 반대, 국가의 적대적 태도, 재정적 곤란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비판은 엄격한 형식을 띠지는
않았지만, 관례적 방식을 고수하는 전통적 엘리트들에게서 자주 나왔다. 예컨대
1913년 12월 사마르칸드의 울루벡 사원의 이맘은 금요예배에서 신식 교육은 샤리
아에 어긋나며 아이들을 이런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교도라고 선언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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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자디드 교사들은 이슬람, 과학, 민족 등에 관한 호소를 통하여 새로운 방
법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피트라트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아이들을 이
교도로 만든다는 비난에 대하여 오히려 완전한 무슬림과 잘 훈련된 애국자를 길러
낸다고 반박하였다. 새로운 방법의 우월성에 대한 최고의 논거는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능력을 크게 배양시키는 효과에 있었다. 한편 러시아 교육 당국은 신식학교의
설립허가 규정(1912년), 타타르 교사 고용 금지, 교재에 대한 의심과 검열 등을 통
해 다각적으로 감시를 펼쳤다.
신식 학교는 내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학교 시스템의 조
직화도 완벽하게 실행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부족은 신식교육 자체를
위태롭게 했는데, 튀르키스탄의 많은 신식 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막탑의 교사들 못지않
게 신식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교과서와
교과 과정의 단일화와 체계화도 쉽지 않은 과제였다. 수업료의 징수 문제도 지식과
돈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문젯거리였는데, 자디드들은 민족의 영원한 충복을 자
처했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학교들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존립해
야만 했다.
자디드운동가들은 무슬림 대중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화 기관으로서 신
식 학교를 세웠듯이,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의 수단으로서 인
쇄와 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자디드운동은 인쇄와 출판 없이 상상할 수 없었다.44) 자디드운동가들은 지식과

44) 앤더슨은 19세기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의 발흥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감의 형성에서 ‘인쇄 자
본주의’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B. Anderson(1991), pp.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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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인쇄의 힘을 찬양했고, 서적과 신문을 발간했으며, 인
쇄와 출판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분야의 하나가 되었다. 철도, 전신 그리고
근대적 우편 체계와 함께 인쇄술의 출현은 종래의 소통과 교감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자디드운동가들에게 문화적 생산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게 만들었다.
인쇄와 출판에 의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은 말의 필사에 의존했던 러시아의 강점
이전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중앙아시아 무슬림 공동체에
서 만들어냈다.
러시아의 정복(1864~76년) 이전에 중앙아시아에는 인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
았다. 최초의 인쇄기는 1868년 타쉬켄트의 러시아군사령부가 ‘튀르키스탄 신문
(TWG: Turkistan wilayatinging gazeti)’의 제작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1882년 타
쉬켄트의 철강 상인 후산베이-오글리(Esanbay Husanbay-oghli)가 석판인쇄장비를
구입하였다. 그 후 1917년경 타쉬켄트에는 총 13개의 인쇄기가 있었으나, 그 대부
분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에서 러시아인들의 소유물이었고, 당시까지 부하라와 히바
에는 상업적 목적의 인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샤크 칸(Ishaq Khan Junaydullah
Khoja-oghli)는 대중들을 무지의 깊은 잠에서 깨우고 근대적 지식을 전파하기 위
해 인쇄술을 활용한 선구적 개혁가였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인쇄업자보다는 출판업
자(nashir)와 서점(kutubkhanas)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했는데, 특히 신식 교육
에 헌신했던 많은 자디드지도자들 ― 대표적으로 베흐부디, 샤쿠리, 카리, 아울라
니, 마흐무도프 등 ― 은 직접 서점을 운영하였다.45)
중앙아시아에서 서적 형태로 인쇄된 초기 출판물은 이슬람 신앙과 의례에 관한
교훈서, 중앙아시아 고전문학 선집, 예언자와 그의 가족들의 연대기, 수피의 성자

45) A. Khalid(1994), pp. 18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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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익명의 구전 문학 등이 대부분이었고, 아랍어, 카자흐어, 우즈벡어, 페르시아어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출판 분야의 활성화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자디드운동
의 확산이었다. 근대적 개혁 운동에서 인쇄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자디드
운동가들은 특히 신식학교용 서적(교재), 문학 작품, 신문, 잡지 등을 중심으로 당
대의 출판활동을 주도하였다. 우선 서적 출판에서는 새로운 방법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새로운 이념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이 주류를 이뤘다. 최초의 자디드 교
과서는 1904년 페르시아어로, 1907년에 우즈벡어로 출간되었으며, 이슬람, 수리,
지리, 역사, 우즈벡어 문법, 페르시아어 문법에 관한 수십 권의 교과서들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최초의 문학작품은 1911년에 나왔는데, 산문과 희곡을 담고 있었다.
1912년 아타벡-오글리(Fazilbek Atabek-oghli)는 로빈슨 크루소우의 우즈벡어
요약번역본을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자디드운동가들은 개혁과 사회 비판을
위한 근대적 매체로서 신문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베흐부디는 신문을
‘대중의 정신적 지도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독자와 광고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신문 발행은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는데, 1917년 이
전에 튀르키스탄에서 창간된 9개의 신문 중에서 4개가 재정상의 문제로, 5개는 정
치적인 이유로 폐간의 운명을 맞이하였다.46) 그 밖에도 비록 소규모로 출간되었지
만, 잡지도 자디드운동가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47)
전체적으로 자디드운동가들의 출판 활동을 근대적 의미의 ‘출판 혁명’으로 칭하

46) 자디드운동가들이 발행한 대표적인 신문으로는 <진보(Taraqqi)>, <태양(Khurshid)>, <명성
(Shuhrat)>, <아시아(Aziya)>, <상인들(Tojjar)>, <고귀한 부하라(Bukhara-yi-sharif)>, <사
마르칸드(Samakand)> 등이 있다.
47) 자디드운동가들이 발간한 대표적인 잡지로는 <거울<Ayina)>, <튀르키스탄의 목소리(Sada-yi
Turkistan)>, <페르가나의 목소리(Sada-yi Farghana)> 등이 있고, 복고적인 이슬람 부흥주의
자들은 잡지 <개혁(al-Islah)>을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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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중앙아시아의 출판계는 여전히 전통 서적인 필사본이 지배하고 있었
고, 자디드운동가들이 주도한 새로운 형태(장르)의 출판은 양적으로 소수에 불과했
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의 출판 활동이 직면한 물질적, 정치적 난관의 극복도 결
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디드운동가들의 출판 활동이 당대의 무슬림 사회
와 문화에 끼친 영향은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것으로서 결코 부정할 수 없
는 것이었다.
우선 출판이라는 근대적 소통 수단은 이념의 소통을 위한 투명한 용기는 아니었
으며, 세계를 사고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냈고, 논쟁의 척도를 바꿔놓았다.
세기의 전환기 중앙아시아의 개혁가들은 새로운 이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논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서적,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및 출판 활동은 새로운 방법의 교
육을 통해 문자의 해독 능력을 배양한 대중들이 문화와 사회에 대해 논의할 수 있
는 새로운 공적 공간을 창출하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중을 계몽하
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이처럼 인쇄와 출판이라는 근대적 방법을 통한 새로운 이념과 지식의 전파는 그
동안 전통적 방법을 통한 지식의 생산과 전수의 과정에서 배타적 독점과 막대한
특권을 누려왔던 지배 엘리트들의 권위를 잠식하였고, 일종의 ‘문화자본’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은 중앙아시아 이슬람 사회의 세력 관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추
동력이 되었다.
또한 출판이라는 소통의 새로운 수단은 유례없는 지식과 정보의 신속하고 거대
한 흐름을 낳았고,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대중들에게 더 넓은 세계와의 접촉을 제공
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역사와 지리에 대한 자디드운동가들의 특별한 강조에서 드러나듯이 시간과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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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표상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역사화를 가능하게 하여 이슬람과 무슬림
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사라는 거대
서사가 반드시 이슬람이나 무슬림 공동체에 중심을 두는 것만은 아니며, 그것들 자
체가 엄연한 역사의 산물이고, 다른 신앙과 다른 공동체와 공존한다는 새로운 인식
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근대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
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디드운동은 러시아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세계 이슬람 공동
체로부터 불가피한 단절과 고립을 겪어왔던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위상을 훨씬 객
관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특히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인들
의 삶의 총체인 이슬람이 지역적, 민족적 정체성의 확고한 토대이자 푯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화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자디드운동에 참여한 중앙아시아 무슬림들, 특히 진
보적 지식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 또 다른 영역은 문예활동이었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자디드운동가들 ― 대표적으로 피트라트, 촐판, 카디리, 함자, 아이니, 아즈지
등 ― 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담은 문학 작품들을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학 단체를 조직하여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들은 시, 소설, 희곡 등의 문학 작품이 지역의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
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훌륭한 매개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개혁이
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아젠다에 입각해서 자디드운동가들은 근대의 요구에 상응하
고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을 교육ㆍ계몽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을 창조하려
고 하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술성과 종교성만을 지향하는 과거의 문학은 근대
의 새로운 요구들에 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디드운동가들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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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성시키고 계몽할 수 있는 일종의 ‘참여문학’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문학의 교훈적 측면에 특별히 주목하고 문학을 개혁, 교육, 계몽의 도구로
서 인식하여 서구로부터 새로운 이념과 제도를 수용하고 무슬림 공동체의 낡은 사
회적, 정치적 가치들과 제도들을 비판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48)
예를 들어, 10월 혁명을 전후해서 정치, 학술,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
러진 활동을 했던 튀르키스탄의 대표적 자디드운동가인 피트라트는 초기 자디드운
동의 이상을 견지하면서 1918년 ‘차가타이 문학 토론회(Chagatay Gurungi)’를 결
성하고 차가타이 언어와 문학에 기초하여 튀르크 작가와 독자를 위해 문학어를 계
발하고 수많은 희곡, 단편소설, 문학비평 그리고 역사를 집필하였다. ｢나의 밤
(Kecham)｣, ｢마르스에게(Mirrikh yuduziga)｣ 등의 시 작품에서 피트라트는 조국
땅에 대한 소비에트 지배의 종언에 대한 바람과 함께 비관과 우울을 표현했으며,
희곡과 단편소설들도 당대 중앙아시아의 근본 문제와 위기들을 반영하여 당국의
반감을 초래했다.
또한 안디잔 태생의 대표적 자디드운동가의 한사람인 촐판도, 피트라트와 마찬
가지로, 점차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참여라는 초기 입장에서 벗어나
1920년대부터는 시사 논평, 시, 소설에서 소비에트 지배의 기만과 불만을 토로했
으며, 우의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소비에트의 지배와 당대의 사회-문화 정책
을 비판하였다. 특히 촐판은 서정적 간결함과 명료성을 지닌 새로운 형식을 창조한
혁신적 시인이자 산문가로서의 무슬림 독자들에게서 커다란 명성을 얻었다. 하지

48) 이와 같은 자디드운동가들의 문학에 대한 도구주의적 인식은 적잖이 문제적이다. 개혁과 계몽의
수단이라는 문학에 대한 단편적 이해는 당대 문학은 물론이고 향후 중앙아시아 문학의 발전에도
많은 음영을 드리우게 된다. 자디드 문학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E. Allworth(1989), pp.
397-4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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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당대의 소비에트 비평은 자디드운동의 기수인 촐판을 반동적인 반(反)혁명가,
부르주아 민족주의자, 인민과 소비에트 지배의 적(敵)으로 간주하여 탄압하였다.49)
또한 자디드운동가들의 문예활동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로 연극 활
동이다. 일찍이 자디드운동의 창시자인 가스프린스키는 극장의 출현을 자디드운동
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서 평가하였는데, 신문과 함께 극장은 존재 자체
만으로도 진보와 문명의 기호로서 간주되었다. 근대적인 극장도 러시아의 정복과
함께 중앙아시아에 소개되었지만, 오랫동안 러시아인 사회의 독점물로 남아있었다.
무슬림 대중들이 처음으로 접한 연극은 1911년 카프카즈와 타타르 극단들의 튀르
키스탄 순회공연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베흐부디는 ‘극장을 설교와 훈계를 위한
공간’으로 간주하면서, 1911년 최초의 작품, 반역(Padarkush)(1913년 출판)을
포함한 여러 편의 희곡을 집필하여 순회공연을 했고, 이후 함자, 아울라니 등의 많
은 자디드운동가들이 희곡을 집필하고 공연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또한 자디드
운동가들에 의해서 극장은 공연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독서실, 신식 학교, 대중 집
회, 자선모임 등의 복합적 기능을 하는 문화의 전당으로 탈바꿈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비에트 당국이 자디드 문예 활동가들에게 덧씌운 혐의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의 작품은 당대의 암울한 식민지배 상황에 대한 객관적 반영이자
반(反)러시아, 반(反)제국주의, 반(反)소비에트 정서를 담은 계몽적, 애국적 파토스
의 표현이었다. 말하자면 외세의 지배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고
무하는 민족의식의 각성제였던 것이다.

49) 결국 피트라트와 촐판은 다른 대부분의 자디드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 스탈린 대테러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 후 그들의 작품은 출판도 공개적 토론도 금지되었으며, 1956년 두 사람 모
두 복권되었으나, 작품은 1980년대 후반에야 복간되었다.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Halim Kara
(2002), pp. 125-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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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들이 창작한 시, 소설, 희곡 등의 문학 장르들은 자디드운동의 근대적
이념을 선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의 장(場)이었다. 따라서 자디드운동
가들은 문예활동이라는 새로운 논쟁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개혁의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3. 자디드운동의 본질과 성격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 전개, 종결로 이뤄지는 그 운
동의 역사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당대에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관적/객
관적, 내적/외적 계기와 요인의 끝없는 상호 작용의 과정이자 산물이었다. 따라서
자디드운동은 근본적으로 일의적인 규정을 불허하는 복합적인 역사적 현상이며,
그 고유한 다면성이야말로 문제의 중대성과 현재성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디드운동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이해는 복합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계
기와 그 계기에서 비롯되는 주요한 측면에 대한 동시적인 고찰을 요구한다.
자디드운동의 핵심적 계기는 ‘근대주의’와 ‘민족주의’50)이다. 이 두 계기는 중
앙아시아 무슬림 지식인들, 즉 자디드운동가들의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로부
터 제기된 두 과제로부터 비롯된다. 당대 중앙아시아 무슬림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모순이자 풀어야할 과제는 전통 사회로부터의 근대 사회로의 전환과 러시아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이러한 두 과제 혹은 두 계기는 몇몇 자디드운동가들의

50) 민족주의는 민족으로 정의되는 특정 집단이 정치적 주권의 획득(통일,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로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해질 수 있지만, 이외에도 고유한 영토, 공동의 역사(기억), 공동의 문화,
사회적 연대감 등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자디드운동의 역사에서는
특히 전자 못지않게 후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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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서 드러나듯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
어 있으며, 따라서 단계적이기 보다는 동시적 해결을 요구하는 한 문제의 두 측면
이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장에서는 자디드운동의 두 계기에서 비롯되는
몇 가지 주요한 측면들, 예컨대 자디드운동과 이슬람, 자디드운동과 근대, 자디드
운동과 러시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자디드운동의 본질과 성격에 대
한 총체적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아시아 무슬림 공동체의 개혁ㆍ민족 운동으로서 자디드운동
은 애초에 종교 영역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교육을 비롯한 문화 영역으로 확장되었
으며, 궁극적으로 정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다
름 아닌 종교, 근대, 민족의 문제였다. 이러한 운동의 전개에서 드러나듯이 자디드
운동의 기획은 엄밀한 의미에서 혁명적 도약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진화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은 무엇보다도 무슬림 근대주의의 틀 내에 확고하게
위치한다. 자디드운동의 수사적 구조는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전통에 뿌리박고 있
으며, 그것은 자신의 논거를 위한 궁극적 권위를 언제나 이슬람에서 구한다.51) 자
디드운동가들은 터키의 청년 튀르크들이 19세기 말에 행한 것처럼 이슬람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일종의 근대주의자로서 자디드운동가들은 이슬람과 근대성 사이에 어떠한 모순

51) 베흐부디, 카리 등을 포함한 많은 자디드운동의 지도자들은 실제로 울라마 출신이었고, 자디드운동
에 참여하면서도 울라마를 비롯한 전통적인 무슬림 엘리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심
지어 카디리(Abdullah Qadiri)는 자디드운동에 헌신한 후에 울라마의 자격으로 다시 마드라사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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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근대성은 이슬람의 순수한 본질과 완전히 결
합되며, 진정한 이슬람만이 무슬림들의 안녕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자디드운동가들
은 이슬람의 완전한 영광은 근대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무지
는 무슬림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행하는 것을 막는다고 여겼다. 따라서 중앙아시
아의 무슬림들이 처해 있는 현재적 곤경은 그들이 이슬람의 정도에서 벗어나 있으
며 근대지식을 얻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자디드운동가들은 역사를 관통하는 진보에 의해 규정된 세속적 지적 체계
를 통해 이슬람을 이해하지만,52)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세속주의자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견해의 정당성을 언제나 이슬람으로부터 구했기
때문이다. 자디드운동가들은 전통주의자들 가운데 부흥주의자들(revivalists)이 개
혁으로 간주하는 과거의 역사적 단계로의 절대적 회귀인 이슬라흐(islah)를 퇴보적
인 것으로서 비판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먼 과거보다도 훨씬 나은 미래의 무슬림
사회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자디드운동가들에게 샤리아와 진정한 이슬람은 시대의
요구와 양립가능했다.53)
이슬람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자디드운동가들 사이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
다. 자디드운동가들에게는 신앙 그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했다.
52) 자디드운동가들의 교육과 저술에서 이슬람은 다른 세속적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탐구의
대상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울라마의 배타적 자산이 아니라 글을 깨친 모든 무슬림들이 직접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문화 및 학교의 관행을 넘어서 존재하는 텍스트 체계로서 이해되었다.
53) 자디드운동은 서구가 자기 발전 과정에서 제도화한 과학 기술의 추구와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정신
을 소유한 자율적 주체를 실현하려 하였다. 동시에 자디드운동은 서구의 기술적 성취들을 채택하
면서도 규제적 권위로서 이슬람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자디드운동가들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서 통제되어야 하는 기술주의의 반(反)인간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의 담론으
로서 자디드운동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즉 이슬람의 과거보다 낫고, 물질
적으로 성공적이지만 정신적으로 황폐한 서구가 제시하는 미래보다 나은 미래를 말했다. E. J.
Lazzerini(1992),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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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식민 통치 아래 국가성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의 정체성을
담보해주는 유일한 토대는 무슬림 공동체였다. 자디드 저작들에서는 신앙으로서
이슬람과 공동체로서 무슬림 사이의 구분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무슬림 공동체
인 튀르키스탄은 자디드운동가들의 민족이었다. 종교적인 교리보다 튀르키스탄 무
슬림들의 복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에서 자디드운동은 세속적 민족주의였
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1917년 혁명 전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가들에게 범이슬
람주의 혹은 범튀르크주의가 일정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모든 무슬림들의 정치
적 통일을 지향하는 범이슬람주의와 범튀르크주의의 영토적 경계는 다소 모호하지
만,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은 분명한 영토적 경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저작
들 속에서 언급되는 국가(민족)는 튀르키스탄이다. 튀르키스탄 일종의 ‘상상의 공
동체’이며 민족과 영토 사이의 개념적, 정서적 통일체이다: “우리 튀르키스탄인들
은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조국을 더 사랑한다”(A. 아울라니).54)
자디드들의 신식 학교에서도 이슬람과 종교 과목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전
통주의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어떠한 권리도 상실하지 않았다. 학교 수
업 시간의 44%는 순전히 종교적 과목에 할당되었고, 세속적 과목은 20%에 불과
할 정도로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따라서 새로운 것은 교육
의 방식과 그것의 의미였다.
울라마들의 이슬람과 자디드운동가들의 이슬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
재한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덜 절대적이고, 이슬람은 더 이상 포괄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분리된 고유한 영역을 지니고 있었다. 이슬람은 맥락화되고 역사화되었으
며, 이슬람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은 이슬람을 본질적으로 현세적인 지식에 종속시

54) Arne Haugan(2003), p. 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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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이것은 이슬람을 종교적 교의의 영역으로부터 세속적 문화의 영역으로 변화
시켰고, 이슬람 문화는 집단과 정체성에 관한 자디드적 사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녔다. 자디드운동가들은 세속화된 이슬람의 기본적 요소들과 양립 가능한 개혁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냈고, 개혁의 논거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것에 항상
기초했다. 모든 현상은 사회에 대한 효과라는 맥락에서 평가되었고, 자디드 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종교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디드운동가들의 관심은 일정한 지향을 지닌 지속적인 변화
로서 ‘진보’, 그것의 담지체로서 ‘근대’로 향한다. 당대 세계사의 대세로서 근대의
도전에 대한 자디드운동의 응전은 근대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포용이었다.
자디드운동은 세계와 그 속에서 중앙아시아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기초
한다. 자디드운동가들은 당대를 과거와는 다른 시대, 즉 모든 과학과 지식이 동시
적으로 발전하는 진보의 시대로서 인식했다. 과학과 진보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전역에서 권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으로부터
뒤쳐져 있으며, 이러한 낡은 전(前)근대적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퇴락을
넘어 소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자디드운동가들은 진단하였다. 진보는
발전, 성장, 상승을 의미하는 아랍어인 taraqqi로 칭해졌는데, 자디드운동가들은
‘진보의 성취자들(mutaraqqi)’, 혹은 ‘진보의 애호가들(taraqqiparwar)’이었다. 진보
는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지
식과 진보에 대한 숭배라는 의미에서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은 당대의 세계사적
주류로서 근대라는 계몽의 기획 속에 자리한다.
또한 진보의 이념은 시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심화에 기초했다. 이슬람 전통
은 역사를 진보를 향한 도정으로 인식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과거는 인간사에 신
이 개입한 신성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자디드운동에서는 역사적 시간에 대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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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승하는 변화로서 진보가 엄연히 우위를 차지했다. 피트라트에 따르면, 창
세기에 인류는 연약하고 지식과 기술도 부족했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을 극복했다.
세상에서 인간이 이룬 변화는 부정할 수 없으며,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진보이다.
종교에서도 진보는 목격되는데, 신은 역사 속에서 인류를 인도해왔지만, 초기의 예
언자들은 특정한 집단들에게만 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신의 최후의 메시지는
인류가 일정 정도의 발전에 도달한 후에 비로소 제시되었다. 피트라트의 관점에서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역사는 명백히 인류 진보의 기록인 것이다.55) 이처럼 세계
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지니게 된 자디드운동가들은 이슬람에 대해서도 새
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고, 진정한 무슬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56)
진보라는 근대적 관점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디드운동가들의 이해는 중앙
아시아와 서구(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낳았다. 지식의 축적을 통한
진보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서구와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무슬림 사회가 따라야 할
근대화의 본보기였다.57) 자디드운동가들에게 지식은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이 아니
라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특히 근대의 구체적 표상으로서 서구는 비판의 표적
이 아니라 모방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자디드운동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가장
논쟁적인 문제였다. 일찍이 자디드운동의 창시자인 가스프린스키는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로서 러시아와의 화해와 협력의 권고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55) A. Khalid(1998), p. 108.
56)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인식의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천문, 수리 등
의 세속적 학문의 탐구와 주변의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해외여행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57) 이러한 입장은 정복자와 피정복자라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상적인 이원론적 시각의 전
복으로서 자디드운동에서 중대한 담론적,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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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도로 발전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무슬림 사회의 건설을 목표
로 러시아 무슬림의 통일과 정교도와의 동등한 권리를 희망하면서 러시아 정부와
의 협력을 기대했던 자유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초기의 온건한 자디드운
동가들에게 불가피한 현실주의적 선택으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중앙아시아의 근대화에서 러시아의 지배의 역할에 대한 주목은 ‘문명의 사도’라
는 러시아 제국주의 담론과 정책에의 일방적 포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58)
다른 식민지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디드운동가들도 식민 권력과 민족 사회라는
이중적 공간 속에 한계 지워져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지배/피지배, 문명/
전통 등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특히 식민 체제의 이념을 스스로
의 입장에서 전복시켜 전유하였는데, 많은 경우 식민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언급은
무슬림 사회에서 혁신의 절박성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
서 자디드운동의 입장은 제국의 목표인 러시아화가 아니라 튀르키스탄의 근대화를
의미했다. 새로운 엘리트들로서 자디드운동가들은 근대적인 무슬림들이다. 자디드
운동가들은 단순히 모방을 위해서 러시아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을 혹독하게 비판
했다.59)

58) 앞서 언급했듯이 C. 벨리하노프를 비롯한 몇몇 무슬림들은 중앙아시아 문화와 러시아 문화의 통
합 혹은 러시아에 의한 중앙아시아의 구원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러시아 식민 체제의 본질과 그 아래에서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
가 깊어짐에 따라 이러한 주장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
59) 예컨대 자디드활동가들은 중앙아시아인들에게 러시아어를 배울 것을 권장하는 러시아 당국과 견해
를 함께 하면서도, 일상적 대화에서 무차별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인들을 날카롭
게 비판했다. 아울라니는 “국가의 언어로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은 빵과 음식처럼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의 원래의 위치에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의 융합은 언어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민족어의 상실은 민족정신의 상실이다”(A. Khalid(1998), p. 218에서
재인용)라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미래의 엘리트들은 보다 넓은 세계에서 삶의 투쟁
에 참가하기 전에 우선 자신들의 신앙과 언어를 완전히 익혀야 했던 것이다.

397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초기의 자디드운동은 자치 혹은 독립이라는 정치 개혁의 실현 전망이 모호한 상
황에서 새로운 방법에 기초한 종교를 포함한 문화 개혁에 상대적 우선성을 부여하
였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현실에서 문화와 민족이 별개가 아니듯이 자디드운동
에서 이것들은 언제나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는 두 요소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시
자디드운동에 대한 차르 정권의 우려는 일견 정당한 데, 왜냐하면 제국주의 강점
하의 중앙아시아에서 문화에 대한 근대적 개혁은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각성을 필수
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60)
하지만 제국의 틀 안에서 개혁을 지향했던 자디드운동은 점차 무슬림들 사이에
서 민족적 자의식이 성장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며, 더구나 혁명이라
는 정치적 대격변이 가져온 새로운 기대 속에서 제국의 틀 밖으로의 해방도 꿈꾸
게 된다.
예컨대, 가장 서구화된 자디드운동가의 한사람인 카리는 제국주의 세력이 무슬
림들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식민 지
배의 철회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 중의 하나라고 역설하였다. 초기에 차르 체
제에로 참여를 반(反)제국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베흐부디도 종국에는 특
히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러시아 제국주의 지배의 파괴적 효과를 깨닫
게 되었다. 피트라트는 자치에 대한 베흐부디의 견해에 동조했으나, 계몽 투쟁은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에 맞선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1917

60) 민족은 자디드운동의 로커스였다. 역사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전통적인 시각들이 왕조 혹은 종족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점에서 자디드운동가들의 민족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것이었다. 비록 민족에
대한 관점이 튀르크적 관점과 개별 민족적 관점의 혼재로 인해 완전히 일관된 것은 아니었을지라
도 충분히 근대적이었다. 민족은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 공통의 역사적 운명에 의해 통일된 사회역
사적 유기체로서 간주되었던 것이다. 자디드운동가들이 상상하는 튀르키스탄은 영토에 기반한 공
동체일뿐만 아니라 공통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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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대부분의 자디드운동가들은 여전히 자치 투쟁을 주장했으나, 일부는 민족
해방을 위한 급진적 투쟁(jihad)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근대주의와 민족주의의 강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 복합적인 운동으로서 자디
드운동은 결국 또 다른 더 큰 (탈)근대의 기획인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으로
장악되는데, 이러한 귀결은 불가피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디드운동은 미완의 근대적 개혁-민족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에 대신하여

종교, 문화, 사회, 정치 등의 중앙아시아 무슬림 공동체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
우르고, 근대주의에서 민족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진화의 스펙트럼을 지녔던 자디
드운동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에 남긴 역사적 각인은 뚜렷하고
실로 다양하다.
중앙아시아의 근대화는 러시아의 강점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통해 동기
가 부여되었으나 실상 러시아 제국 자체는 중앙아시아의 전통 사회를 해체하고 근
대 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지는 않았다. 러시아 제국이 근대화의 기수가 될 수도 되
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고립과 정체로부터의 탈피의 움직임은 일부 선
각적 무슬림 집단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디드운동’이었다. 당대의
사회 질서 속에서 자디드운동은 ‘위로부터도’, ‘아래로부터’도 아닌 ‘옆으로부터’의
개혁 운동이었다. 따라서 그것의 운명은 처음부터 위와 아래의 세력인 전통주의자
와 무슬림 대중들의 호응과 지지의 여부에 달려있었다. 게다가 그것의 운명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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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만든 것은 당대의 중앙아시아 상황, 즉 제국주의의 지배라는 외적 모순의
존재였다. 말하자면 자디드운동은 근대화와 민족해방이라는 이중의 모순과 과제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자디드운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모순을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주창한 볼셰비키에 의해 장악
당하고 만다. 그 후 민족 문제의 해결은 억압적으로 간단히 망각되고, 근대화는 소
비에트 국가에게 전적으로 맡겨진다. 소위 사회주의적 근대화는 밑으로부터의 근
대화가 아니며, 그것은 ‘근대성 없는 근대화’, 또 하나의 ‘미완의 근대화’였다. 소
연방의 붕괴로 우연하게 맞은 독립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민족-국가의 형성이
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자디드운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낳고 있다.
19세기말~20세기초의 자디드운동이 근대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계기를 통해
문화적(종교적) 이슬람화, 기술적(경제적) 서구화, 정치적 반(反)러시아화를 추구했
다면, 이러한 추구는 본질에 있어서 여전히 현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자디드운동의 몇 가지 성과와 한계를 되새겨 볼 수 있다.
자디드운동의 성과는 첫째, 신식 교육을 통한 근대적 지식의 전파이다. 자디드
운동은 무지와 쇠퇴로 상징되던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사회에 지식과 진보로 대표
되는 근대적 개혁을 추동하였고, 이는 새로운 사고를 지닌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유산은 오랫동안 망각과 단절을 겪었지만, 오늘
의 중앙아시아에서는 기억과 계승의 대상이다.
둘째, 민족 정체성의 고양이다. ‘카슈가르의 낙타끈에서 보스포루스의 뱃머리까
지’ 모든 튀르크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튀르크어의 창조와 사용이라
는 기치에서 드러나듯이 자디드운동은 중앙아시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존재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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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에 의거하여 튀르크 민족의식을 깨우쳐 근대적 민족 정체성의 맹아를 형성하
였다.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민족적, 지역적 소통과 상생의 토대가 되고 있다.
셋째, 이슬람의 근대화이다. 지역의 전통적 토착 문화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고
유하게 발전해 온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는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
데 중앙아시아의 민족과 지역 정체성의 토대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디드운동은 서구적 근대화와는 다를지라도 이슬람 문화에
기초한 또 다른 방식의 근대화의 추구로서 기억될 수 있다. 이것은 미완의 과제이
지만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는 유효한 과제이다.
넷째, 문화적 르네상스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디드운동가들은 새로운 형식과 내
용을 갖춘 다양한 문예활동을 통해 유례없는 중앙아시아의 문예 부흥의 기초를 닦
았으며,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의 근간이다.
다섯째, 민족 운동의 일보 전진이다. 자디드운동은 제정 러시아의 식민정책에
맞선 ‘안디잔 저항’운동과 소비에트 정권수립에 대항한 ‘바스마치 운동’을 매개하
는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의 두 번째 단계로서 정치적, 민족적 자의식의 각성을
통해 오늘날 민족주의 재등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61)
자디드운동의 한계는 첫째, 도시 엘리트 중심의 지식인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자디드운동은 무슬림 일반의 이익과 이해를 온전하게 대표하지 못했으며, 궁극적
으로 폭넓은 대중성의 획득에 실패하였다. 자디드운동가들이 상상하는 민족은 도
시의 특정집단들에 토대를 두는데, 그것의 핵심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엘리트들이다. 그것은 농민을 포함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것에 어떠한 공헌
도 하지 못한다. 단지 도시의 주민, 그것도 소수만이 근대적 삶의 투쟁장에서 민족

61) 오재완(2007),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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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에 대한 자디드운동가들의 시각은 비록
엘리트주의가 하나의 교조로서 선언된 적은 없을지라도 엘리트적이었다. 말하자면
자디드운동가들의 엘리트주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위상의 논리적 결과이자 그들
의 정치적 활동의 한계인 것이다. 신식 학교는 엘리트 형성을 위한 평등주의적 도
구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등한 세계의 건설이 아니라 민족의 헤게모니의 확립
이었다. 즉 민족주의적 엘리트들은 정치적 독립 투쟁에 앞서 민족 사회의 자치를
요구했던 것이다.
둘째, 타파의 대상인 후진성과 억압성에 포위당했다. 자디드운동은 울레마를 비
롯한 무슬림 전통주의자들과 차르-소비에트 체제의 협공에 시달렸다. 자디드운동가
들은 전통적인 울레마 계층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소유하지 못했다.
또한 변혁기가 제공한 열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되지도
못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디드운동은 1917년 혁명의 소용돌이 속
에서 활로를 개척하는 데 실패하고 종말을 고하였다.
셋째, 근대적 기획의 실현에 필수적인 인적, 물질적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다. 자디드운동의 신식 학교들은 교원, 교실과 부대시설, 교재 등이 부족했으며,
서적과 신문들은 독자와 광고 부족을 겪었다. 일부 상인들의 간헐적인 도움을 받기
도 했으나 열악한 재정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
적인 인적 재원인 무슬림 대중들과 충분히 함께 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역사에서 자디드운동의 가장 커다란 공과(功過)는
일찍이 스스로 제기했지만 아직 답하지 못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으로서 어떻게
당대를 살아낼 것인가?”라는 저주받은 질문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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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앙아시아는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풍습이 어우러져 있으며, 또 중세, 근대, 현
대라는 각 시대의 삶의 양식까지 공존하는 매우 독특한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시공간적 문화요소의 혼합과 그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패턴화 하기란 쉽지 않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공
통 문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어떠한 문화와 종교라도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혼합 융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는 다른
어느 곳보다 이러한 신크레티즘(syncretism) 과정이 강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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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던 이슬람 이전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뿐만 아
니라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마니교와 함께 기독교, 불교와 같은 세계적 종교들이
중앙아시아 가까운 주변에서 발흥했던 점과 연관성이 있다. 또한 이질적 문화로 구
분되는 초원의 유목문화와 오아시스 정착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던 지리적 특수성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 신크레티즘(syncretism)을 중요한 문화 해석 키
워드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이슬람적 관습과 특
성을 문화혼합(syncretism)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던 8세기~13세기에 대한 역사
적 자료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의 이슬람화와 오아시스 정주민의 이슬
람화를 비교해 보고, 신크레티즘이 발생했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
로 수피즘, 성인숭배, 성묘순례의식, 민중 이슬람과 같은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종
교 문화적 특성과 중앙아시아 문화적 전통 속에 존재하는 비이슬람적 요소들을 신
크레티즘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인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8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중반까지의 이슬람 학문의 황금기의 특성을
같은 맥락에서 분석할 것이다.
일차자료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출판된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화, 이슬람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들을 이용하였고, 그밖에 한국과 서구의 학자들의 연구도 참조하
였다.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 속의 인명, 지명, 부족명, 국가명 등은 한국에 소개되
어 있는 한국어와 영어 표기를 따랐고, 부수적으로 러시아식 표기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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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8세기경 중앙아시아 지역에 전해지기 시작 이슬람은 그 속도와 강도면에 있어
서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아
랍 정복자들은 피정복민을 개종 시키는 일에 대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기
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8세기에 시작되어 13세기경 까지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던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의 전파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은 그것이
무역로를 따라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지니는 종교적 문화적 특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개의 무역로란 중세시대의 문화와 사회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국제무역
로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볼가강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모피길과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크로드이다.1)
이러한 비강제적 평화적 이슬람의 전파로 중앙아시아의 변방 농촌지역과 초원
은 몇 세기에 걸친 점진적인 이슬람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예로 카자
흐스탄의 변방 일부 지역은 19세기까지 이슬람화가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2)
반면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오아시스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
람의 전파는 무력적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 흔적이 확인된다.
최초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아랍 이슬람군의 진출3)은 651년 아랍 이슬람

1) 최한우, p. 261.
2) Мустапина П.М., с. 101.
3) 중앙아시아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이슬람이 전파되었던 사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븐 하우칼(Иб
н Хаукаль), 알-막디시(аль-Макдиси), 이븐 알-아시르(Ибн аль-Асир), 아트-타바리(ат-Табар
и), 아불-가지(Аблу-Гази)와 같은 중세 아랍과 이란의 지리학자들과 9-14세기 연대기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407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제국에 의해 페르시아의 사산조(224~651)가 무너진 후 중국으로 도망가는 사산조
의 나머지 왕족들을 아랍 이슬람 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아랍
이슬람 군은 세 번에 걸쳐 중앙아시아 지역을 침략했다. 674년 호라산 총독 지야
드(‘Udaydallah b. Ziyad)의 중앙아시아 원정을 선두로 그의 후계자 우트만(Sa’id
b. ‘Uthman)이 676년에, 그리고 이어 680년 지야드의 동생 살름(Salm)이 중앙아
시아를 침략했다.4) 그 결과로 아랍 이슬람 제국은 중앙아시아 내 여러 부족들과
화친을 맺고 여자를 포함한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랍 이슬람 제
국의 내분과 정치 혼란으로 지속적인 중앙아시아 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아랍 이슬람군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은 705~
715년 호라산 총독이었던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Кутейба ибн Муслим)에 의해서
였는데, 그는 투르크계 서돌궐 군대와 페르시아계 소그드인들을 제압하고 트란속
시아나5)까지 진출하였다.6) 당시 아랍 이슬람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중앙아시아
지역 부족들은 잔인하게 파괴 당했고 강제적으로 이슬람에 복속되었다. 특히 아랍
이슬람 군은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하레즘을 철저하게 파괴했
다. 그들은 하레즘의 역사와 언어를 알고 있는 모든 학자들을 죽임으로써 중앙아시
아 지역 거주민들이 이슬람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
는가 하면 기존의 역사 유적지를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이
슬람화를 주도했다. 또한 아랍 이슬람 군 편에 선 몇몇 일부 귀족들을 제외한 대다
수의 중앙아시아 정주민들은 높은 세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매우 잔혹한 아랍의
통치 속에 있어야만 했다.7)
4) Gibb, pp. 17-23.
5) 두 강 아무다르야와 스르다르야 사이라는 뜻.
6) 고마츠 히사오,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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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이슬람이 번성한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우즈베키
스탄의 부하라에 대한 10세기 중반의 기록 부하라사를 보면 강력한 아랍 정복자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를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부하라를 점령할 때 마다 주민을 강제로 개종 시켰지만 주민들은 아랍 군이
철수하면 곧 다시 이슬람을 버리고 자신들의 기존 신앙으로 돌아가곤 하기를 세
번이나 했다고 한다. 네 번째 부하라를 점령한 쿠타이바는 주민들이 겉으로는 개종
하는 척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부하라 주민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불에 태워
버리고 불을 숭배하는 사원을 제거해 버렸다. 또 특정 지역 거주민의 절반 정도를
아랍인으로 채우고, 부하라 요새 안쪽에 큰 모스크를 건설해 금요예배에 참석하도
록 명하는 한편, 예배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2디르함8)을 주었으며, 부유한 지주들
에게는 세금을 면해주었다.9) 이것은 중앙아시아 정주지역의 이슬람화가 단순히 무
력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유화정책도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의 확대는 751년 있었던 중국과 아랍의 탈라스
전투(Таласская битва)로 결정적인 계기를 맞는다.10) 탈라스에서 진행된 5일간의
치열한 전투로 아랍 이슬람군은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획득했고, 중국은 그 동안
지속해왔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는 가속화되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정주지역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슬람화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주변의 사산

7)
8)
9)
10)

조희선, 최한우, p. 152.
이슬람 세계에 사용되던 은화의 명칭이자 화폐단위.
고마츠 히사오, pp. 172-173.
Абу Хасан М.Н., 2002 "Нача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слама на территоррии кыргызстана
(середина VIII-X вв.)", ВЕСТНИК КРСУ, Т2. №.4., http://www.krsu.edu.kg/vestnik/2002/v4/a03.html[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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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페르시아 제국 (224~651)이 15년 만에 완전히 아랍 이슬람제국의 통치에 굴복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지역이 이슬람화가 이루어진 것은 100
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번 이상의 아랍 이슬람 제국의 침략이 있었다는 기록11)으
로 보아 그 과정이 그리 순조롭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순조롭지 않은 이슬람화 과정은 자신의 민족적 뿌리를 투르크족에 두고 고유한
민간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유목민에게 더욱 두드러진다. 8세기 아랍
제국에 의한 중앙아시아 이슬람화는 카자흐스탄 중부와 북부에 해당하는 스텝 지
역에 거주하는 투르크 부족들에게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
시의 투르크 부족은 아랍 이슬람 정복세력에 대항해서 오구즈 부족12)과 연합하여
강력한연맹체를형성하였다.13) 이러한 사실은 아랍 역사가들과 지리학자들의 기록
에 의해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중세 아랍 지리학자로 잘 알려진 이븐 호르다
드베그(Ибн Хордадбег)가 저술한 9세기 중엽의 기록을 보면 아랍 이슬람군이 무
찔러야 할 이교도로서 여러 투르크 부족들과 키르기즈족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4)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 초기에 해당하는 9~10세기에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정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만조(819~999)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사만조는 압바스
조15)가 바그다드에서 모든 정복지를 총괄해 통치하기에는 너무 멀고 광대했기 때

11) Ibid.
12) 오구즈 부족은 6-7세기에 돌궐 제국에 복속된 투르크계 부족으로 돌궐과 결합된 이란계 에프탈리
테 부족이 기저층을 이룬다. 이러한 이유로 오구즈 부족은 인종적으로 투르크(돌궐)와 에프탈리테
혼합적 성격을 지녔다. 이 오구즈 부족은은 11세기에 셀축(Сельджукид)제국을 만든다.
13) Агаджанов С.Г. 1977 "К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огуз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Известия
АН
Туркменской
ССР,
№.4.
сер.
Общ.
Наук.
http://www.kyrgyz.ru/?page=28. [2009.11.24]
14) Табышалиева А. с.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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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변방의 반독립적인 지방 왕조들 중의 하나로서현재의 우즈
베키스탄의 부하라 지역을 중심으로 발흥하여 이란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였다.
사만 지방의 지주 출신인 사만 후다가 이슬람을 수용하고, 그의 아들 아사드 시대
에 이르러서 압바스조를 섬겼다. 819년경 사만 후다의 손자 4명이 각각 사마르칸
트, 페르가나, 샤슈, 헤라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시기로부터
사만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 가운데 페르가나의 통치자 아흐마드의 아들 나스
르가 864년 사마르칸트를 병합하고 이어 875년 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일이 마
와라 알 나흐르를 차지하게 되면서 사만조는 사실상 독립국이 되었다.16)
이스마일(Саманид Исмаил ибн Ахмед)은 중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명군주로
칭송되어지며, 벽면이 매우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그의 묘는 중앙아시아를 대표
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호라산과 시스탄을 사만조에 편입시키고, 북
방 탈라스 방면으로 원정을 보내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로 진출하는 등 영토를 넓
혀 트란속시아나, 하레즘, 스르다르야 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일부, 이란, 아프카니
스탄등을 무대로 중앙아시아의 인종적 문화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스마일
의 원정은 이슬람의 전파에도 큰 몫을 차지했다. 893년 이스마일은 타라즈(Тараз)
로 군대를 보내 도시를 파괴하고 부족장 칸의 아내와 1만 5,000명 가량의 군사를
포로로 잡아왔다. 또 그 곳에 있던 토착종교시설을 모두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어버

15) 압바스 왕조의 등장은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보편주의(Islamic Ecumenism)를
발생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페르시아 동부 중심 도시였던 호라산 지역에서 이란인과
아랍 무슬림들이 섞여 살면서 민족적 구분에 관계없이 무슬림 공동체를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아
랍인들이 정치적, 사회 계급적 우위를 점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압바스 왕조의 이슬람공동체는 아
랍민족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주의(Islamic Ecumenism)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
가를 받는다.
16) 고마츠 히사오,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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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등 이스마일 이 통치하던 시기의 사만조는 타라즈를 교두보로 이교도 투르크
족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17)
그러나 세미레치의 탈라스에서는 이야기가 달랐다. 이스마일의 군대가 탈라스
지방 너머 더 이상 초원으로 진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탈라스 지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부진한 이슬람화를 보였다. 그 이유는 토테미
즘, 애니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토착 종교를 숭배하는 초원의 유목민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결국 무력을 앞세운 이슬람화는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초
원의 유목민들과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했다.
10세기 초 사만조는 호전적인 주변의 유목민으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
호할 목적으로 교역로를 만들었는데, 이스마일의 침략이후 이슬람 추종자들에 의
해 설치된 동투르케스탄(Восточный Туркестан)과 마베란나흐르(Мавераннахр)
지역의 무역로가 대표적이다. 이것을 계기로 오아시스 정주지역에서 수용 발전된
이슬람 문명이 무슬림 상인들을 통하여 유목민들의 거점인 초원으로 진출하게 되
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교류가 형
성되었고, 무역로를 통한 오아시스 정주문화가 현재 키르기즈스탄의 천산(Тянь-Ш
ан) 지역 깊숙이 나릔(Нарын)과 이스잌-쿨(Иссык-Кул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18)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정주문명의 상품과 새로운 종교의 매력에 이끌
려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만조는 아랍어 문자를 사용하고 페
르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페르시아 이슬람 문화19)를 발생시켰다
는 평가를 받는데, 바로 이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상인들에
17) Нарочницкий А. А., Агаджанов С. Г., Федоров-Давыдов Г. А. с. 257.
18) Аристов Н.А. с. 266.
19) 조희선, 최한우,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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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로 이슬람 문화가 전파되었다.
그밖에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이슬람화를 촉진시킨 ‘굴람’20)의 역할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흥미롭다. 9~10세기경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에서는 투르크족 전사들
을 잡아 아랍 칼리프에게 바치는 굴람 무역21)이 성행했는데, 사만 왕조가 중앙아
시아 초원의 투르크족 전사들을 굴람으로 잡아올 뿐만 아니라 이들을 훈련하는 전
문 훈련소까지 운영하는 등 굴람 무역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랍과
페르시아 이슬람 지역에 수많은 중앙아시아 초원 출신의 투르크 전사들이 거주하
게 되었으며 이들은 후에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일부 이슬람 지배 지
역에서 지배권까지 차지하기도 하였다.22) 당시 이러한 과정에서 거의 모든 굴람들
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였고, 이들에 의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이슬람화가 가속화
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굴람을 통한 중앙아시아 이슬람화의 전성
기23)라고 한다.
키르기즈스탄의 투르크 족의 이슬람화에 대한 흥미 있는 기록도 있다. 10세기
경까지 천산 지역 투르크 족은 오랜 시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고
집 센 이교도로 아랍제국에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천산지역 까지 세력을 넓
혀가던 카라한조(Караханидский каганат)의 사툭 보그라-한(Сатук Богра-хан)
20) 노예전사 혹은 용병이라는 의미.
21) 821년 타히르 마문(Тахир ал-Мамун)이 호라산 총독이 되자마자 중앙아시아 트란속시아나를 원
정해서 2천명의 중앙아시아 거주민을 사로잡아 아랍 칼리프에게 굴람으로 바쳤다. 그 이후 등극한
아랍 칼리프들은 스스로 굴람을 사서 자신의 노예 전사단을 만들면서 굴람 제도는 이슬람왕조에서
널리 유행했다고 전해진다. 노예전사 무역이 성행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중북부 초원 지역의 투르크
전사들은 아랍 이슬람 왕조에 굴람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이러한 노예전사무역
의 중심지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동부 지역에 있는 페르가나 계곡이었다.
22) 굴람 출신으로 최초의 왕조를 건설한 사람은 톨룬(Tolun)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압바스 왕조
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868~905년 사이에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통치했다.
23) 조희선, 최한우,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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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랍 역사가 이븐 알-아시르(Ибн ал-Асир)가 전하는 전
설에 의하면, 이슬람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던 천산의 투르크 족장 사툭에게 꿈 속에
서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와 저 세상에서의 구원을 위해
이슬람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한다.24) 이 일이 있은 후 사툭은 곧 바로 이슬람
선교사를 수소문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자신의 이름을 이슬람 식으로 아브드
알-케림(Абд ал-Керим)으로 바꾸었다. 이로서 사툭은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유목국가 중 하나인 카라한조의 최초의 이슬람군주 사툭 아
브드 알-케림 보그라-한(Сатук Абд ал-Керим Богра-хан)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
다.25) 또한 이븐 알 아시르는 960년에 이르러 20만호의 중앙아시아 투르크인들이
모두 개종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은 천산의 투르크 족장 사툭이 이슬람
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후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유목 부족 연합체인 카라한조가
거의 대부분 이슬람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26)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몽골침략 이전 중앙아시아에서 성장한 여러 유목국가 중 비교적 역사적 흔적을
많이 지니고 있는 국가로서 카라한조와 킵착부족연맹을 들 수 있다. 카라한조(Кар
аханидский каганат)라는 명칭은 근대의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붙여준 것이고, 이
슬람 사료로는 ‘하카니야’, 또는 ‘아프라시압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왕조의 기
원이 어느 유목 집단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다만, 840년 몽골 고원에
서 위그르 지배가 붕괴된 후 돌궐의 지배층 중에 하나인 아사나씨(Асанасси) 계보
와 관계 있는 사람이 카간(каган)을 칭하고 탈라스(Талас)에서 캬슈가르(Кашгар)
에 이르는 지역에 새로운 부족 연합체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견
24) Бартольд В.В. 1963, с. 41.
25) Бартольд В.В. 1964. с. 506.
26) 고마츠 히사오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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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다.27) 한편 몽골 침입 이전 카스피해와 흑해 북방의 초원을 중심으로 활동하
던 일단의 투르크계 유목민을 통칭하여 킵착(Кипчак)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에
기원해서 ‘킵착 초원’, ‘킵차크 칸국’, ‘킵착부족연맹’과 같은 명칭이 유래했다. 비
잔틴 자료에는 ‘코만’(каман) 혹은 ‘쿠만’(куман)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자료에
는 ‘플로브치(Пловчи)’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앙아시아 유목 국가에 대
한 이슬람화 자료는 매우 적은 편이다.28)
999년 카라한조는 사만조를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의 정주지역인 동투르키스
탄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만조 시기에 번성한 아랍-페르시아적 이슬람
문화를 만나 또 다시 문화혼합(syncretism)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투르크 유목
문화의 특성이 첨가된 투르크-이슬람문화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로 투르크어는 중
앙아시아에서 페르시아어 버금가는 문화의 언어로 성장했다.29) 중앙아시아 오아시
스 지역에서 정착한 투르크계 유목민과 원주민 사이의 교류와 문화혼합
(syncretism)이 더욱 본격화되어 원주민 사이에서도 투르크어 사용이 늘어나고 도
시에서는 투르크어와 자민족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갔다.30) 즉
페르시아 문예전통에 투르크의 통치 및 군사 문화가 그리고 아랍 이슬람 전통과
사상이 절묘하게 혼합된 대표적인 신크레티즘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 시기의 중

27) Кочнев Б. Д., с. 147-149.
28) 카라한조, 킵착 부족 연맹, 금장한국, 모굴리스탄에서의 이슬람화 과정을 연구한 러시아 학자들로
그레코프(Греков), 야쿠보프스키이(Якубовский), 코츠네프(Кочнев), 아힌자노프(Ахинжанов),
피슈린(Пищулин) 등이 있다.
29) 고대 투르크 유물을 연구하는 라드로프(Радлов), 보로프코프(Боровков), 베른슈탐(Бернштам)과
같은 러시아 학자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14세기까지 아랍문자는 이슬람 이전의 전통적인 투르
크어족의 문자인 고대 투르크 륀 문자와 위구르 문자를 몰아낼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Султанга
лиева А.Т, с.193).
30) 조희선, 최한우,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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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시아 문화를 투르크-페르시아 문화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역동적인 다양한
문화와 전통 사이의 신크레티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보다 더 풍요
롭고, 순응적이며, 다양한 문화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서아시아와 아프카니
스탄,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남아시아로 확대되어 갔다.
한편 중앙아시아 학자들 사이에 유목민 투르크족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존재한
다. 하나는 투르크인들이 오아시스 농촌 정착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 특유
의 유목생활을 계속했으며,31) 따라서 투르크족에 의한 정착문화나 도시문화가 존
재하지 않았다는 주장32)이 그것이다. 사실 투르크라고 하는 명칭은 유목생활의 전
통을 지닌 투르크족만을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동투르케스탄을 포
함한 중앙아시아 여러 오아시스 도시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정착생활을 영위했던 투
르크어족에 포함되는 부족들을 유목민 투르크 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신의 출신명이나 거주지명을 따라 자신들을 명명했기 때문이다. 바
로 이러한 원인으로 여러 갈래의 부족이름이 발생했고 이것이 발전하여 중앙아시
아의 다양한 민족 구성을 형성하였다.33)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른 투르크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최근 10여년간의 중앙아시아 학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초원 유목민족과 오아시스 정주민족의 관계의 규명에 대한 연구 결과 알려지
게 되었다. 이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투르크족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고대 투
르크인들은 중앙아시아를 점유한 원주민으로서 현재 중앙아시아 토착 거주민의 근
본적 뿌리이다. 고대 투르크인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정착농경문화를 형성했으며
31) Хазанов А. М., с. 318-330.
32) Бартольд, 1968, с. 195-232.
33) Караев С. К., 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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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도시 형성을 통한 중앙아시아 문화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34)
이들 학자들은 고고학적 자료35) 언어학적 자료36)등 다양한 근거로 투르크족이 농
경문화, 도시문화, 반유목문화, 유목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증명하였다. 이들 학자들
의 연구는 중앙아시아 초원 유목민들에게 평화적으로 이슬람이 전해진 것에 대하
여 아랍계 상인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미 정착생활을 하던 동족인 투르
크족 정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어지는 중앙아시아의 14세기는 세미레치에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관습과
법에 의거해서 유목정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마 와라 알 나흐르를 중심으로 오아
시스의 풍요로운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운영하려는 정주세력의 대립으로 인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적대시하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아시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티무르 제국이 등장
하게 되는데, 그의 지배 하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거주민의 대부분은 이미 이슬람을
수용한 상태였다. 티무르 자신도 무슬림이기는 했지만 그리 경건한 신자는 아니었
고, 이슬람을 정치적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했던 지도자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정복활동을 이슬람 성전으로 인식시켜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티무르 제국의 멸망 이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오아시스 도시는 유목민과 정
주민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터전이 되었고, 신크레티즘을 바탕으로 한 이슬람 문

34) Камалиддин, 2006, с. 111-117.
35) 고대 및 중세 투르크족들이 초원을 따라 도시를 만들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료들이다(К
амалиддин, 2004, с.354-373, Кычанов, с.274, Кумеков, с.102-107).
36) 아랍 지리학자와 역사가와 여행가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고대 투르크 륀문자와 투르크어를 차용한
파미르어와 소그드어등에서 농경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Исламова, с.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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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지속적으로 중앙아시아 거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고한 문화적 민
족적 정체성으로 자리잡아갔다. 특히 14~15세기 카작 민족의 형성 시기에 각 부족
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의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으로서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37)
중앙아시아는 일부 변방 초원 지역을 제외하고 15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대부
분 이슬람화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8~19세기의 카작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
한 기록을 보면, 일반적으로 카작 유목 사회는 소극적인 이슬람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슬람은 카작 민족의 이슬람 이전의 전통적 토착 신앙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없
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Ⅲ. 중앙 아시아 이슬람 문화의 특성

1. 종교적 신크레티즘 (syncretism)
이슬람화가 시작되던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가 수용되
어 존재했다. 아랍의 침략을 받기 전에 호라산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유력했고, 네
스토리우스파 기독교와 야곱파 기독교,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유대교가 있었
다. 또 불교 사원과 마니교가 존재했고, 마 와라 알 나흐르 주민들은 사산조와 달
리 토착적 요소를 많이 지닌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었다. 또 몽골의 점령 시기에

37) Юдин В. П., 1964, c.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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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칭기스칸에 대한 숭배38)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신앙도 이 존재했다. 이와 같
이 중앙아시아의 거주민들은 자신의 전통과 가치관 속에 서로 상이한 문화와 이데
올로기를 대치시키지 않고 혼합하여 공존 시켜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
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해보면 중앙아시아 도처에서 존재하는 문화적 혼합
(syncretism)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지역에 존재
하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아시아 거주민의 이슬람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
는 수피즘도 신크레티즘 성향이 강한 종파이다. 수피주의는 이론적 규범적 성격보
다 직관적 개방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슬람 이전의 토착종교의 교리
와 풍습이 수피 종단을 통해 쉽게 이슬람에 수용되는 경향이 있었고 또 그것을 바
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피주의의 특성은 정통이슬람과 너무 멀어져 이미 이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이단적 성향의 종단들도 많이 생겨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단적 성
향의 대표적인 예가 투르크멘 부족 사이에서 추종자를 얻어 소아시아 지방에서 융
성한 벡타쉬아(Бекташия) 종단이다. 벡타쉬아 종단의 모든 의식에는 이슬람에서
금기로 규정한 음주가 행해진다. 그들은 스스로 이슬람이라 자처하지만 타 종단에
서는 음주의 관습이나 밀교적 행위를 들어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밖에 북아
프리카 이슬람 수피주의 중에는 고양이 가죽옷을 입고 고양이 고기를 먹는 의식을
행하며 기도할 때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관례를 지닌 종단이나, 혼수상태와 같은 발
38) 투르크-몽골 민족의 특수한 종교로서 이데 관해 카자흐스탄의 유명한 동양학 학자 유진이 처음으
로 관심으로 갖고 연구하였으며, 이를 ‘칭기즘(чингизм)’이라고 정의하여 학계에 도입하였다(Юд
ин В.П. 1983, с. 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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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적 의식을 치르며 악마와 정령 숭배의 관행을 갖고 있는 종단도 있다.39)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슬람 종파들은 정통 이슬람과 이
단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이슬람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이단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버나드 루이스(Birnard Lewis)는 이들에게 ‘한계집단’(marginal group)’40)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2. 수피즘
경건한 일부 무슬림들의 개인적 금욕, 검소, 신비주의 경험에서 출발한 수피즘
은 8세기경부터 뛰어난 수피 학자들이 등장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정통성이 확보
되었다. 그러나 11세기 말부터 환상적 주술적 경험41)에 더욱 큰 가치를 두는 경향
이 형성되면서 전반적인 수피주의자들의 관습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13세기에
이르러 각 수피 종단의 의식과 관습 속에 토착신앙 요소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
피는 더욱 환상적 주술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급속히 대중화와 세속화되어갔다.
중앙아시아 거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 수피주의는 바로 이러한 환상적 주술적
특성이 강조된 신비주의적 수피로서 중앙아시아는 한 때 가장 활발하게 번성하는
수피즘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조직된 수피 종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이 카디리야(Qadiriyah, Кадирия), 야사위야(Yasawiyah, Ясавия), 낙쉬반디야
(Naqshbandiyah, Накшбандия), 쿠브라위야(Kubrawiyah, Кубравия)인데 수많은
39) 신양섭, pp. 390-393.
40) Ibid p. 380.
41) 유명한 이슬람 학자 가잘리(~1111)는 시각적 청각적 능력이 고양되는 신비한 체험을 예언자에게
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인정했는데, 그것이 수피주의자들에게 환상적 주술적 신비주의 활동에 집
중하게 만들었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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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종단을 탄생시키면서 중앙아시아 전 지역을 포함해 다른 이슬람 국가로 퍼져
나갔으며,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42) 오늘날까지 우즈베키스탄은 거
의 전 지역이 낙쉬반디야 종단의 영향 하에 있으며, 일부 지역이 야사위야 종단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야사위야, 낙시반디야, 카디리야 종단의,
키르기즈스탄은 낙시반디야, 투르크메니스탄은 야사위야, 낙시반디야, 쿠브라위야
종단의 영향 하에 있다.43)
활발한 수피 활동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지역은 18세기부터 이 지역에 진출
한 러시아의 영향으로 점점 쇠퇴하다가 중앙아시아가 구 소련에 병합된 이후 공산
정권에 의해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됨으로써 급격히 몰락하게 되었다. 비록 수피들
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전통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수피즘이 중앙아시아에 대중적인 지지를 받게 된 원인으로 위에서 언급한 혼합
문화(syncretism)적 특성 외에 중앙아시아 지역 거주민의 주류를 이루는 투르크 유
목민의 전통적 세계관과 신비주의적 수피즘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꼽을 수 있
다.44) 환상적 주술적 신비주의가 강조되었던 수피즘은 중앙아시아의 지역에 널리
산재해 있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등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적
이슬람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정통과 이단

42) 중앙아시아 수피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 인도인데, 그 중에서 취쉬티야(Chishtiyah)
종단이 인도에서 가장 크게 번성하였다. 아부 압달 취쉬티(Abu Abdal Chishiti ~966)에 의해
창시된 이 종단을 인도에 확산시킨 인물은 호라산 출신의 무인 알-딘 취쉬티(Mu’In al-Din
Chishiti ~1236)였다. 그는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성인으로 숭배되고 있는데, 아즈미르(Ajmir)
지방에 있는 그의 무덤은 무슬림 뿐만 아니라 흰두교도들도 방문하는 성지가 되었다(Ibid p.389).
43) 우덕찬, 2000, p. 299.
44) Туякбаева Б. Т., Проскурин А.И. с. 45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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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통적, 공식적 이슬람보다 비공식적 민중이
슬람이 일반 대중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3. 성인숭배
수피즘은 이슬람 성인 숭배 전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
사회에 수많은 숭배의 대상을 제공하였다.45) 수피주의자들의 성인숭배 의식의 배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욕과 검소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던 초기의
수피주의가 일반 무슬림 대중 사이에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종단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수피 종단의 스승들은 점차 정치적 권
력자들과 결탁하여 세속화 되어갔다. 그들은 다른 세속적 권력자들처럼 찬양의 대
상이 되었고,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는 등, 정신적 가치를 지향했던 초기 수피주의
자들과는 달리 부와 권력과 명예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많은 수피 종단들은 각자 자신들의 계보를 조작해서라도 신앙적 뿌리를
예언자 무함마드와 결부시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스승을 더
한층 존경 받을만한 인물로 미화시켜 자신이 속한 종단의 위치를 상승시키려고 노
력했다. 점차 서민들 사이에 영향력이 컸던 수피 종단의 스승들이 사후에 성인으로
추대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어갔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생전에 성인으로 간주되
기도 하였는데, 성인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대중적
기복 신앙에 부합해 성인숭배는 점차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전통이 되었다.

45) Мустапина, с.107

422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전통에서 보여지는 문화혼합(syncretism)적 특성에 관한 고찰

이미 세상을 떠난 성인들의 무덤을 신성시하고 그 묘를 방문함으로써 성인이 생
전에 소유하고 있던 능력과 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행해지는 것이
성묘 순례 의식이다. 한편 정통 이슬람계율 중 하나인 하지(메카순례)가 중앙아시
아 무슬림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기 지방의 이슬람 성소를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하지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성묘순례가 유행했다는 의견도 있다.46)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성묘들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 위치해
있는 이스마일 사마니의 묘(Исмаил Самани), 호자 바하우딘 낙쉬반디 묘(Ходжа
Бахаудин Накшбан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있는 이맘 이스마일 알 부카리
묘(Имам Исмаил ал Букари)와 아부 압둘라 무함마드 알-부카리 묘(Абу Абдула
Мухаммад ал-Букари), 호자 아라르 묘(Ходжа Арар), 카자흐스탄 투르케스탄 지
역에 있는 호자 아흐메드 야사위(Ходжа Ахмада Ясави) 묘가 키르기즈스탄 오쉬
에는 셰이크 알디야르 묘(Шеик Алдияр)와 호자 알람다르 묘(Ходжа Алламдар)
가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마리에 있는 호자 유숲 하마다니 묘(Хожда Юсуп Хам
адани)와 투르크메니스탄 크즐 아르바트에 있는 아크 이쉬한 묘(Ак Ишхан)가 유
명하다.
이 중 중앙아시아 투르크 무슬림들의 대표적인 성묘로 카자흐스탄의 투르케스
탄 지역에 있는 호자 아흐메드 야사위(Ходжа Ахмада Ясави)의 무덤을 들 수 있
다. 투르케스탄은 카작스탄 남부의 구 비단길에 위치한 도시인데, 10-12세기에 이
도시는 ‘야스이(Яси)’라고 불리다가 15세기부터 ‘투르케스탄’으로 불렸다. 당시 투
르크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짓던 경향으로 보았을 때
야사위는 투르케스탄의 옛이름 ‘야스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는

46) Ibid,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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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철학자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슬람을 널리 전파하였다. 그는 63세부
터 땅 속에 은거했는데, 그 이유가 무함마드가 바로 그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이라
고 한다.47) 호자 아흐메드 야사위는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수피 지도자로 널리
이름이 알렸다. 그가 중앙아시아 무슬림 사이에서 성인으로 숭배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묘는 투르크 유목민의 대표적인 성지가 되었다. 그의 묘로 수많은 순례행렬이
이어지게 되자 14세기경 티무르가 그를 기념하기 위한 사원을 성묘 옆에 건축했
다. 현재 이 지역은 제 2의 메카로 불리면서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가장 중요한 순
례지이며 이슬람 성지로 추앙 받고 있다.48)
대부분의 성묘들은 신령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별히 어떤 일정
분야에 대해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는 성묘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아기를 낳게
해준다는 성묘, 피부병에 특별히 효험이 있다고 하는 성묘 등 매우 다양하다. 호자
아흐메드 야사위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겐타우는 신비한 능력
이 나타나는 곳으로 유명한데, 이 곳의 샘물로 병이 낫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 알
라의 계시를 받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의 꿈은 투르키
스탄의 물라(Мула)에게 해몽을 받아야 하는데 해몽의 대가로 헌금을 낸다. 그 밖
에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큰 성지로 유명한 곳이 카작스탄 북부 지역의 바얀 아우
을에 있는 마쉬코르 아타의 묘49)와 알마티의 라이온 벡바터르의 묘50)가 있다.51)

47) 조희선, 최한우, pp. 195-196.
48) 구소련 기간 방치되었다가 1975년에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복구되었다. 1995년부터 터키 정
부가 사원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카작스탄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카작과 터어키의 협
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터키-카작 합작대학이 설립되어 이 지역의 이슬람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
49) 마쉬코르 아타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으로 병을 치료하고 알라의 계시로 예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후에 많은 방문객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그의 무덤을 방문했다
고 한다. 소비에트 통치시기에 공산정권은 이슬람종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 무덤을 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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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숭배하는 성인의 묘를 방문한 중앙아시아 무슬림은 보통은 꾸란을 읊으
면서 성묘 안으로 들어가 관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드린다. 중앙아시아 무슬림 대
부분은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이슬람 성직자들이 의식을 진행할 때 외우
는 꾸란의 경구와 꾸란 문장의 단편들을 귀로 들어 암송하거나, 아랍 기도문들을
자신들의 문자로 옮겨 적어 외우는 일도 적지 않았다. 만일 성묘가 잠겨 있다면 문
앞이나 관이 보이는 창살 문 앞에서 동일한 의식을 행한다. 어느 지역에는 쇠창살
에 헝겊은 매어 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보여지는 성스러운 나
무의 가지에 헝겊을 매다는 풍습과 연관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성인숭배는 수피즘과 매우 깊은 관련
이 있다. 신크레티즘적 문화적 토양을 지니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와 비슷한
성향의 수피주의가 전해지고 발전되면서 성인숭배라고 하는 특유의 문화적 전통이
확립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4. 민중이슬람
이슬람 정통 교리에 따르면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꾸란에서 계시하는 샤리아(이

로 밀었으나 그 무덤을 훼손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소련 붕괴 후 그
의 무덤을 다시 만들기 위해 땅을 파고 그의 시체를 다시 발굴했는데, 시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았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중한 병을 낫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계속방문하고 있다. 이
지역은 결핵 요양지로 유명하다.
50) 라이온 벡 바터르(1705~85 혹은 1730~1830)는 알마트 시의 중심부인 알반 계곡에서 태어나
이슬람 성직자 물라로부터 상처 치료법, 약초 조제법을 배웠는데, 그의 치료하는 능력은 탁월해서
먼 곳으로부터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무덤은 알마티 시내 사람이면 누
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며 무슬림이라면 이곳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51) 조희선, 최한우, pp. 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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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법)와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과 관행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
과 사회와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무슬림은 획일적인 공통 규범을 갖고 있어 ‘민중
이슬람’ ‘대중이슬람’ ‘민속이슬람’과 같은 용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볼 때 이슬람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토착화된 혹은 대중화된 관습과 교설이
이슬람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슬람 법학의 발전과정52)만보더라도 공식적
이슬람53) 통한 것이 아니라, 민중이슬람54)을 근간으로 하는 수피학자들을 통해 이
루어져 왔다. 또한 오늘날 아랍 국가들은 공식 이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아
랍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민중이슬람에 더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져서 비공식적 민중 이슬람
이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이슬람 이전부터 존재하던 선행종교와 토착신앙 및 수피즘의 영향과 깊
은 연관성을 지니며 교육 받은 지식인계층보다 서민 계층에서 또 도시지역 보다는
시골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중앙아시아에서 공식 이슬람과 비공식 이슬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구 소련 시
절 이슬람에 대한 탄압이 중지되고55) 과거 이슬람 전통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을

52) 13세기의 유명한 이슬람 신학자 수흐라와르디는 자신이 직접 수피가 되어 수도원을 건설하고 제
자들에게 이슬람법을 가르쳤다. 또한 13세기 이후 유명한 법학자들은 대부분 수피 종단에 참여했
으며,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수피학자와 법학자들은 구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신양섭 p.
406).
53) 국가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식적 이슬람으로 정부 이슬람(official Islam, официальный ислам)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54) 민중 이슬람(Parallel Islam, народный ислам)이란 국가의 통제 밖에서 현지 무슬림들에 의해
신봉되는 이슬람으로 서구 학자들이나 러시아 학자들은 민중 이슬람을 일상 이슬람(Everyday
Ialam, ежедневный ислам), 혹은 비공식이슬람(Non-official Islam, неофициальный исла
м)이라고 부른다.
55) 구소련 시절 공산정권은 모든 종교활동을 금지했는데, 특히 스탈린과 후루쉬쵸프의 집권시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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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소련 정부 주도하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류 이슬람과 정부의 허가 없이 비공
식적으로 활동하는 비주류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공식적 이슬람
은 추천할만한 가치 있는 정신세계로 인정 받았으며, 대중의 존경을 받는 저명한
이슬람 학자들이 속해 있었던 것에 비해 비공식적 이슬람은 대다수의 수피들이 속
해있었고 그들의 활동은 신비적이고 미신적이라는 이유로 비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비주류에 해당하는 수피들이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 더 큰 영
향력을 행사했으며, 때로 무력투쟁56)을 통해 소련에 대항하여 민족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민중이슬람을 주도하는 종교인 그룹으로 물라(Мула)를 꼽을
수 있다. 물라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정식 마드라사(Мадрессе)를 졸업하
고 서위를 받아 종교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으며 공식적인 종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라와 일반 학교를 졸업하거나 막탑(Мактап)을 다닌 사람으로 종교청에 정
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종교활동을 하는 물라가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비공식
물라는 종교활동과 관련된 중앙아시아 각국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다. 게다가 종교활동을 통해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
활을 위해 일반학교 교사, 공무원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비공식 물라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

슬람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 많은 수피 지도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당했다. 그러나 1964년이후
브레즈네프 집권 시기에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종교탄압이 중지되었고 다시금 이슬람 전통이 부
활하게 되었다.
56) 수피조직의 무장항쟁으로 가장 잘 대표적인 것이 카프카스 지역의 무슬림인 체첸 민족의 모스크바
지배 세력에 대한 저항이다. 주로 카디리야 종단에 소속되어 있던 체첸민족은 과거의 수피조직을
무장 게릴라 조직으로 바꾼 후 소련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스크바의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무력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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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공식 물라의 경우 일반 무슬림을 일주일에 한 번 접할 수 있지만, 비공식 물
라는 거의 매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이슬람 교리와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일반 무슬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잦은
접촉과 가까운 관계 유지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무슬림 사회에
있어 비공식적 물라의 종교적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 물라는 남
자 막탑에 들어갈 예정인 7~8세의 남아를 자신의 직을 계승할 제자로 삼아 교육시
키기도 한다.
두 번째로 셰이크(Шеик)를 들 수 있다. 셰이크는 숭배되는 이슬람성인의 묘 마
자르(Мазар)를 관리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들 또한 성묘순례를
행하러 오는 현지인들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 중앙아시아 일반 무슬림의 신앙생활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성묘순례를 선호하는 계층의 대다수가 여성 무
슬림이기 때문에 세이크의 여성 층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들로부터 종교적 가르침을 받은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이슬람을 가
르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이슬람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세이크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대
부분의 마자르는 근처에 메카를 향해 조그만 예배소(사원)를 두고 있다. 그 곳에서
성묘순례객은 알라에 대한 예배와 기도를 하며 헌금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셰이
크는 순례자들의 헌금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명한 마자르의 셰
이크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세 번째로 비비오툰(Бибиотун)이 있다. 비비오툰은 중앙아시아 정주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농촌의 전통적 부족공동체 형태인 마할라(Махалля)57)에서 여성과

57) 이상준, pp.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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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모든 의식을 총괄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들 또한 일상 생활 의식 속에서 일
반 여성 무슬림과의 잦은 접촉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중앙아시
아 민중 이슬람을 주도하는 중요 세력이 되고 있다.
대가족 단위가 확장된 형태인 마할라에는 전통적으로 한 명 이상의 비비오툰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아랍문자해독능력도 가지고 있으며, 명망 있는 원로들로 구성
되어 있는 마할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할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여성 종교지도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일부 마할라에서는 비비
오툰이 마할라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그들이 영향력이 종교적 일상생활문
화의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모든 비비오툰은 비공식 물라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마할라의 1~3명 정도
의 신앙심이 깊은 가문 출신의 7~8세 정도의 어린 소녀를 제자로 갖게 된다. 이들
중 어느 한 명은 결혼 후에도 스승의 마할라에 남아서 비비오툰 직을 이어서 수행
한다. 또한 남편을 따라 다른 마할라로 옮겨 간 경우에도 그 곳에서 비비오툰으로
서 일할 수 있다.
그 밖에 중앙아시아 민중 이슬람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으로 예언자나 칼
리프의 후손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예언자나 칼리프의 후손들은 성스러운 가계의
혈통으로 인해 그들이 신실한 이슬람인가, 이슬람 지식이 풍부한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종교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중앙아시아에서 이
들은 가장 열렬한 이슬람 지지자이고, 때로는 이슬람 확산을 위해 대중을 선동하면
서 원리주의58)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59)
58) 원리주의는 이슬람의 근본원리와 신앙에 의거해 사회와 종교를 정화하고 지키려는 수구적 이슬람
보수주의의 노선을 말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원리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우즈베키스탄의 페
르가나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의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와하비(Wahhabi movement)운동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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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앙아시아의 비이슬람적 문화와 전통
중앙아시아 지역의 비이슬람적 토착관행 속에 많이 보이는 것이 돌, 샘, 강, 나
무, 동굴과 같은 자연물을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하는 애니미즘적 요소이다. 애니미
즘은 고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 널리 퍼져있던 토착신앙 중의 하나로 토템미
즘 샤머니즘 천신사상과 더불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특히 고대 투르크족들의 유적지에서 나타나는 알타이 고대문자를 보면 공포감
을 주는 땅을 성스럽다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60) 또 땅이 지니는 풍요로운 생
산성을 상징하는 여성신 우마이(Умай)를 숭배하는 전통61)도 있었다. 투르크족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초월적 신의 총체를 예르-수(Йер-су)라고 부르며 숭배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르-수는 직역하면 땅-물이라는 뜻이지만, 산, 강, 바다,
호수에 깃들여 있는 모든 신들을 총칭한다. 한 해에 봄과 가을 두 번씩 고대 투르
크족들은 강가 혹은 산등성이에 모여서 예르-수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
다.62)
중앙아시아의 건조하고 높은 기온 때문에 고대 투르크인들의 삶에 있어서 물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고대로부터 아무다리야 강의

59)
60)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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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었는데 키르기즈스탄의 오쉬와 잘랄아바드에서도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와하비(Wahhabi
movement)운동은 18세기 중엽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 이븐 아부 알-와합(1691-1765)에
의해 창시되었다. 정교일체를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수피즘 성자숭배의식이나 관행을 배격하고
꾸란과 하디스의 절대적 권위만을 인정하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존시와 같은 무슬림 공동체의 건
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덕찬, 2000, pp. 304-305.
Кызласов, с. 241.
Мифы, т.2, с. 547.
Бартольд В.В., 1998, 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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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바흐쉬(Вахш)에 대한 숭배가 존재했다. 기원전 5세기 경 아무다리야 강으
로부터 시작해서 바흐쉬(Вахш)강과 뺜쥐(Пяндж)강이 합쳐지는 곳에 바흐쉬(Вах
ш)를 숭배하는 옥사(Окса)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다.63) 3세기경까지 존재했던 이
신전의 잔재들이 타흐트-이 산긴(Тахт-и Сангин) 유적지에서 발굴되었는데,64) 옥
사신전에서 바흐쉬강의 수호자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불을 보관하는 유물이 있었다
고 한다. 그밖에 5,000여 점의 아무다리야 유물이라고 이름하는 금, 은, 동 세공품
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는데, 현재 그 대부분은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65)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슬람 성인숭배와 같은 맥락으로 성스럽게 여겨지는
돌과 나무와 샘과 동굴을 숭배하는 전통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유명한 성석으로
울론테파 시의 호자이 산그, 토스 마조리 발리, 판자켄트 시의 산기준본, 히소르 지
역의 후자 산고보티 발리등이 있고, 성스러운 샘으로는 싸흐르투즈 지역에 칠루초
르 차쓰마(44개의 샘이라는 뜻), 아쓰트지역에 하쓰트 사호바 샘물과 보보이 아브
프 샘물, 초르쿠히 이스포라 지역에 카라사콜리 발리 샘이 있다. 성목으로는 아쓰
트 지역의 보보이 치노르 성목과 다쓰티 줌 지역에 있는 치노르 마조르가 유명하
고, 성굴로는 이스포라 지역의 미르조 칼란다르 동굴과 후자이 고르 동굴, 바흐쓰
지역의 호자 굼-굼 동굴, 파이조보드 지역의 씨르비비 동굴이 있다.66)
아랍이나 페르시아 무슬림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토속 성지
들을 우상숭배로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신비한 자연현상과 자연의 신령들
을 통해 알라를 숭배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즉 이슬람을 효과적으로 포교하기 위

63)
64)
65)
66)

Пичикян И. Р., 1986, с. 482.
Пичикян, 1988, c. 42.
Литвинсткий, Виногродов, Пичикян, с.84.
조희선, 최한우, p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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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속 애니미즘적 성지들은 활용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아시아에 이슬람
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애니미즘적 숭배 관행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무슬림 성인이 꾸란이나 이슬람을 가르치면서 생시에 발을 담그고 목욕했던 샘물,
앉아서 가르치던 돌, 무덤 등이 숭배 대상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슬람화 된 후에는 이슬람적 전통과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비이슬람적 토착 관행들이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목 숭배 사상이 있는 카작 유목민들은 겨울에 사망한 부유한 카작의
경우 시신을 펠트 조각에 싸서 나무 위에 안장한 후 봄을 기다려 투르케스탄으로
인도했다. 그 이유는 성자로 추앙 받는 호좌 아흐메드 야사위의 무덤에 가까이 매
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67)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슬
람 성인의 묘와 함께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성스러운 샘과 성목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성묘 주변의 사원의 문창살과 성목의 가지 위
에 신령한 능력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헝겊들이 매어져 있는 풍경을 지금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 밖에 눈동자 모습의 구슬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것, 행운의 돌
을 지니고 다니는 풍습 등도 이슬람 세계에서 불행의 원인으로 자주 간주되는 흉
안과 진(Jinn,Джины)을 물리치기 위한 샤머니즘적 관행과 연관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대 토템 사상의 흔적은 투르크족 계열의 유목 문화권의
인명에서 많이 나타난다. 사자, 독수리, 양, 염소 등 성스럽게 여기는 동물의 이름
을 성이나 부족 명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중앙아
시아의 투르크 부족들 가운데 토간(Тоган), 아르슬란(Арслан), 코취(Коч), 부그라
(Бугра)와 같은 명칭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각각 독수리, 사자, 숫양, 수낙타를 의

67) Левшин А., с.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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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또 이들 명칭은 현재까지 인명이나 카페나 레스토랑의 명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두각을 나타냈던 유목국가 카라한조도 대카간인 동쪽
의 아르슬란 카라 카간(Арслан кара каган)과 소카간인 서쪽의 부그라 카라 카간
(Бугра кара каган)으로 나뉘어 불리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토착신앙 중 이슬람 문화와 혼합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은 오아시스 정주지역보다 유목 사회에서 더 큰 영
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목민족인 카작민족, 키르기즈민족을 농촌
정착 우즈벡민족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족 사이에 샤만을 지칭하는 호칭이 조금씩 다른데, 카작인들
은 자신의 샤만을 박스(баксы)라고 불렀고, 키르기즈인들과 반유목적 우즈벡인들
은 박쉬(бакшы)라고 불렀다.68) ‘박쉬’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러시아의 유명한 중앙아시아 이슬람학자 바르톨드(Бартольд В.В.)의 견
해에 따르면 ‘박쉬’라는 단어의 기원은 산스크리트어의 ‘빅슈’라는 말과 관련이 있
는데, 처음에 불교의 은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샤머니즘의 무당과 주술사
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69) ‘박쉬’의 어원으로 추정되는 ‘바흐쉬(бахши)’
는 몽골어원으로 ‘문자를 아는 교사’를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어와 우즈벡과 카라
칼파크의 반유목민 고대어로는 ‘시인’, ‘이야기꾼’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카작인
들은 ‘박스’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치료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багу’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70) ‘박쉬’가 본래 중국어의 차용어로서 박사(博士)에서 온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71)
68) Баялиева Т. Д., с. 58.
69) Толеубаев А.Т., с. 201.
70) Ibid,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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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쉬는 노래를 부르고 즉흥시와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신을 부르고 병자를 치료
하는 등의 신비적 행위를 한다. 때로 자신이 불러올 수 있는 귀신의 목소리 또는
독수리, 말, 호랑이, 늑대를 흉내내기도 한다. 박쉬에 의하면 모든 병은 진(Jinn, д
жины) 즉 악한 영이 주는 것으로서 주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박쉬는 노래와
춤과 주문과 같은 행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귀신을 불러 자신과 일체가 되는
황홀경에 몰입한 후 그 귀신의 힘을 빌려 병을 가져온 악한 영을 쫓아내 병을 고
친다. 또 그 귀신의 능력을 빌려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지닌다.
모든 박쉬들은 죽을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친숙한 귀신을 자신의 계승
자에게 넘겨주는데, 대부분의 경우 계승자는 자신의 아들이 된다. 카작인들은 이러
한 세습이 7대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신령한 힘이 약화되다가 결국 없어지게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한 집안에 두 명 이상의 샤만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으며,
보다 신령한 박쉬는 이미 유년 시절에 샤만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믿는다.
만일 박쉬가 자신을 선택한 영적 존재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육체가 마비되
거나 정신병이 걸리는 등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해진다.72)
투르크멘 종족과 우즈벡인들의 샤만에 대한 일부 풍속은 더욱 특이하다. 어떤
귀신들은 박쉬가 되도록 선택한 사람에게 성전환을 강요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
우 이러한 일은 남자에게 요구되는데, 거부할 수 없는 영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쉬는 모든 점에서 여자처럼 보이려고 세심하게 노력하며, 남자와 결혼하고
동거해야만 한다. 때로 자신을 지키는 귀신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음악과 춤
과 점술 등이 동원된 성전환 예식을 치르기도 한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무당이

71) 조희선, 최한우, p. 174.
72) Толеубаев А.Т., с.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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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로 부름 받은 남자가 다른 남성과 동성애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동거하던 남자와 자신의 부인이 첫날밤을 치르도록 하는 토속관행도 있었
다.73)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의 혼합문화(syncretism)적 성격으로 박쉬가 자신을 도와
주는 영의 존재로 이슬람 성자, 예언자를 부르는 이슬람 기도문과 찬송을 하는 경
우도 흔히 있다. 또한 이슬람 승려인 물라가 샤만의 활동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은
데, 다만 샤만은 직접적으로 영들을 접촉하여 병든 자들은 치료하는 반면, 물라는
병든 자들을 위해 알라에게 빌어 알라의 힘으로 환자를 치유한다는 점이 다르다.
카자흐스탄 서남부 지역의 이슬람화 된 샤머니즘은 병자의 치료, 잃어버린 것을 찾
는 것,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은 샤먼적 신비적 체험은 첫째로 알라에 의해, 둘째
로 예언자와 성자의 지지와 보호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야 샤만이 부르는 귀
신의 능력으로 결정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74)
그밖에 실제로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일상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는 비이슬람적
미신적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불과 관련된 관습이 있다. 중앙아
시아 투르크족 가운데 불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사상이 매우 폭 넓게 나타나고 있
다. 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과 물로 불을 끄는 것을 삼간다. 또한 불에 침을
뱉거나, 불장난을 하는 것도 금기 시 된다. 카작인의 경우 불과 집안의 화덕을 매
우 중히 여겼으며, 결혼한 새색시는 반드시 시아버지의 유르타(유목민의 텐트)에
불의 제물로 기름 한 숟가락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75) 또 불이 악령을 쫓는다고
여겨서 겨울 캠프를 버릴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솥에 불을 붙여 그 사이로 가축들
73) 조희선, 최한우, p. 177.
74) Ibid, pp. 207-208.
75) Валиханов Ч.Ч. с.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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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든 식솔이 지나가게 한 후에 거주지를 옮겼다. 중앙아시아의 초원 지대에서
불을 보면서 점을 치는 행위는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일이다. 불을 보면서 그 집안
에 태어날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혹은 어떤 신랑, 신부를 만날지를 점친다.76)
카자흐스탄에는 15세기까지 불의 정화 능력을 숭배해서 주검을 화장 하는 풍습이
남아있었다.77)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슬람식 장례가 거의 일반적이다.
둘째로 집에 대한 성소 사상을 들 수 있다. 고대 투르크인들은 집을 성스럽게
여겨서 만일 외부인이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문턱을 넘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다. 유르타 안에도 여러 가지 질서와 규칙이 존재하는데, 우선 남성적, 여성적
부분이 반반씩 나뉘어져 있고, 천정 부분은 천상의 세계와 관계된다고 여겨서 신성
시했다. 샤만의 영은 바로 이 천정의 연기구멍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했다.78) 또
유르타 안에 토르(торь)라고 하는 한 장소가 있는데, 입구의 정반대 편에 위치한 자
리로서 가장 상석에 해당한다. 평소에는 가장이 앉지만 손님이 올 경우 손님에게 권
하는 자리이다. 그 맞은 편 입구 쪽 문지방은 가장 말석으로 취급되는데 흔히 어린
아이들이 앉는다. 카작 초원 지대에서 어린이가 죽을 경우 문지방 밑에 매장하는 풍
습79)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집에 대한 성소사상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셋째로 여러 가지 일상적 물건으로 점치기를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뼈로 점치는 것이다. 특히 동물의 어깨뼈를 가지고 점치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풍
습은 유명하다. 주로 어깨뼈를 불에 구워서 나타나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친다. 이것
은 과거에 몽골 조정에서도 많이 행해졌던 관행이었다고 전해진다. 중앙아시아인

76)
77)
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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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동물의 어깨뼈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서 개에게 줄때에도 뼈를 쪼갠 다음에
야 준다고 한다.80) 한편 가장 일상적이고 일반화된 점치기로 커피 점이 있다. 커피
를 마시고 난 후 커피 잔에 남아 있는 커피 찌꺼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좌 우로 따
라버리면서 잔을 바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엎어놓고 잠시 기다린다. 다 마른 후 커
피 찌꺼기가 남긴 그림들을 보면서 점을 친다. 이것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
인의 점술 중에 하나로서 가까운 지인들이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가볍게 진행되기
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숭배 의식을 들 수 있다. 이슬람을 수용한 이후에도 중앙아시아
무슬림 사이에서는 조상숭배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다.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에서
조상들의 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집안에 무슨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이들은 샤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조상신에게 부탁하여
어려움을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슬람이 정착되기 시작한 9세기 말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조상신 숭배 현상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
았다. 조상숭배 현상은 중앙아시아 정주지역, 특히 농촌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우
즈벡인들은 아무다르야 강 삼각주에서 조상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자주 행
한다. 이러한 조상숭배 의식은 이슬람 명절에도 행해지는데, 토속 신앙과 이슬람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80) 조희선, 최한우,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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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앙아시아의 학문적 전통과 이슬람
사만 조(817~999) 시기에 중앙아시아는 괄목할 만한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다.
사만조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압바스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세계적인 학문 중심지
로81) 불리었으며, 알-킨디82)를 선두로 한 그리스 합리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일단
의 이슬람 사상가들이 활동했다. 9세기 말경 압바스조가 몰락하면서 이슬람 철학
과 학문의 중심지는 더욱 동쪽으로 이동해서 중앙아시아에 이르게 되었다. 이슬람
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학문이 활발히 성장했던 시기를 대략적으로 8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중반까지 약 500년으로 본다. 이 시기는 이슬람 학문의 황금기83)
로서 서구의 르네상스와 비교하여 ‘무슬림 르네상스’,84) ‘아랍 르네상스’ 혹은 ‘동
양의 르네상스’85)라고 불린다.
13세기부터 시작된 몽골의 침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들은 몰락하게 되고,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가 다시 아랍 서부 지역으
로86) 옮겨가게 된다. 그 곳에서 서양 철학사에 영향을 주었던 아베로이즘 발생되

81) 세계적인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의미로서 마문 이븐 마문(Мамун ибн Мамун 813-833)
칼리프 통치 시기에 바그다드는 ‘바이트 알-히크마(Байт ал-Хикма)’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이
것은 ‘지식의 집’이라는 의미이다.
82) 알 킨디는 원래 ‘무타질라’파라고 하는 이슬람 신학교파에 속하였는데, 신학적 입장에서 아리스토
텔레스 철학의 기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가 서구에 알려진
최초의 이슬람 문화권의 사상가가 되었다(김용선, p.140~148).
83) 버나드 루이스, pp. 340~343.
84) Bergels, D.B., 3~11.
85) Конрад Н.И., 276.
86) 에스파니아 이슬람지역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럽 철학사에 영향력을 주게 되는 일단의 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븐 바드쟈(Ибн Баджжа -1139), 이븐 투펠(Ибн ТуФейль 1110-1184),
이븐 루쉬드(Ибн Рушди 1126-1198)가 그들이다. 특히 이븐-루쉬드의 영향 아래 라틴 아베로
이즘(Аверроэс)이 발전해서 에스파니아, 프랑스, 이탈리아로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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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동양의 소요학파87)라는 명칭을 얻었다. 당시에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이슬람
학자들의 아랍어로 된 저서들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전해지게 됨으로써 인
류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88) 당시 중세 기독교는 그리
스 철학을 포함한 타 문명권의 학문을 철저히 배격하고 파괴했다. 현재 알려진 아
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다수의 자료들은 중앙아시아 학자들에 의해 보존되고 연구되
어진 것들이 유럽으로 재수입되면서 알려지게 된 것들이다. 그러나 그 이후 중앙아
시아 지역의 이슬람 학문은 점차 그 활력을 잃게 되었다.
‘무슬림 르네상스’ 시기의 중앙아시아의 학자들은 수학과 천문학을 비롯한 자연
과학에서 놀라울 정도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한 무하메드 알 호레즈미(Мухаммед ал-Хорезми 780~850)
를 꼽을 수 있는데, 그의 저서 알 자브르 왈 무카발라는 1145년 라틴어로 번역
되었다. 현대 우리에게 익숙한 앨저브르(대수학алгебра)는 이 책에서 유래했으며,
알고리즘 (연산법алгоритм) 이라는 수학용어는 알 호라즈미의 라틴어 이름인 ‘알
고리스무스’에서 기원한다. 그 외에 잘 알려진 학자로 삼각함수의 알 마르와지(аль
-Марвази~870), 천문학자 알 페르가니(аль-Фергани 797~855), 삼각 측량법의 알
부즈자니(аль-Бузджани ~998)등이 있다. 서구에 ‘아비센나’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
진 이븐 시나(Ибн Сина 950~1037)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는 사만조 말기 부하
라 근처에서 태어난 자연과학자, 의학자, 수학자,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
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76종의 저작을 남긴 백과사전적 대학자로 알려져 있

87) 중앙아시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추종되었다. 그래
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주석서들도 많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동양의 소요학파’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88) 정수일, pp. 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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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그의 의학전범 은 이슬람 문화권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오랫동안 권
위 있는 의학서로 사용되었다. 또 다른 백과사전적 학자로서 호라즘 출신의 비루니
(Бируни 973~1048)도 자주 언급되는데, 그는 수학, 천문학, 지리학, 측량학, 광물
학, 역사학에 관한 많은 책을 남겼다. 파라비 (Фараби 870~950)는 바그다드에서
수학하고 시리아에 살았지만, 스르다리아 강 근처 현재의 타쉬켄트 근처에서 태어
난 투르크인라는 점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학자로 소개된다. 그는 이슬람 철학자뿐
만 아니라 서양의 스콜라 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신학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다. 부하라 출
신의 무슬림 알 부하리(аль Бухари ~870)는 16세 때부터 60만개의 하디스를 수집
해서 그 중 믿을만한 것들을 골라 97권으로 편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디스란 샤
리아(이슬람법)89)에 의해 «코란» 다음으로 중시되는 것으로 특히 수니파 무슬림에
게 중요하다. 수니파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의 기록 혹은 무슬림 생활양식이라
는 뜻을 가진 순나90)를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 순나는 그 내용에서 볼 때, 세가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무함마드가 어떤 행위를 명령, 금지, 허용하기 위해 한
말로 ‘순나 알 -까울’이 있다. 둘째, 무함마드가 실제로 행한 행위로 ‘순나 알 -필’,
마지막으로 무함마드의 앞에서 행해진 말에 대해 그가 묵인한 것으로 ‘순나 알-따
89) 아랍어 ‘샤리아’는 ‘신의 법칙을 따르는 길’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올바른 삶의 방법’을 말
하며, 이것은 특수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무슬림 개개인의 종교적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현
세의 생활까지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규범이다. 샤리아
는 무슬림들의 종교적 생활 뿐만 아니라 현세적 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성법으로서 그 내용
은 정결, 참회, 예배, 희사, 금식, 순례, 장례들에 관한 의례적 규범으로부터 혼례, 이혼, 상속, 노
예 계약, 매매, 증언, 소송, 재판, 형벌등과 같은 법적 규범도 포함한다. 샤리아는 본질적으로 무슬
림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이지만 현제적인 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해 실정법으로서 규제
할 필요가 있었기에 실정법적 내용이 포함되었다.
90) 아랍어로 길, 생활방식, 양식, 관습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슬람법에서 권위 있는 정통이론은 순나
를 ‘예언자의 모범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440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전통에서 보여지는 문화혼합(syncretism)적 특성에 관한 고찰

끄리르’이다.91) 바로 이러한 것을 모은 것이 하디스다. 하디스는 무함마드 생존 시
부터 존재했는데, 그 대부분이 기록되지 않고 암송에 의해 보존되었다가 ‘무슬림
르네상스’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신학자들에 의해 집
대성되었다. 수니파는 6종의 하디스를 정통으로 간주하는데, 그 중 가장 훌륭한 하
디스로 꼽히는 것이 알 부하리가 편찬한 «올바른 전승집»이다.92) 나머지 5개의 하
디스 편찬자 가운데 3사람이 중앙아시아의 마 와라 알 나흐르와 호라산 출신93)이라
는 것은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신학이 어느정도 성장하였는지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한편 중앙아시아 이슬람 학자들은 정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중앙아시
아 오아시스 정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화가 역동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이슬람
학자들의 집단인 울라마(улама)가 크게 발전하였다. 점차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부하라를 중심으로 커져 갔는데, 사만조가 카라한조에 의해 붕괴된 이후에도 울라
마의 영향력은 지속되어 카라한조의 국가 행정기관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94) 이
들 울라마의 정치적 활동으로 카라한조 시기 이슬람 성직자들은 바쿠프(вакуф 이
슬람 사원과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땅)를 소유했으며, 일반 무슬림 사이에서는 이
슬람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동전이 주조되어 통용되는 등 전반적이 이슬람의 영향
력이 크게 강화되었다.95)
중앙아시아의 역사상 학문과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무슬림 르네상스’ 시기

91)
92)
93)
94)
95)

송경근, p. 74.
우덕찬, 2007, p. 42.
이원삼, pp. 325-326.
조희선, 최한우, p. 156.
Брунашева Р. З., с. 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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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번째로 주변의 다른 민족과 국가들과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열린 관계를 통해 격의 없는 학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었고, 공동의 학문적 목적을 위한 노력이 수준 높게 이
루어질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무슬림 학자들의 개방적 학문활동은 중앙아시아 지
역 문화와 전통에 있어 가장 큰 특징으로 지목되는 신크레티즘적 문화 전통과 연
관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중앙아시아 학자들에게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이슬람 자
체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와 같은 기존의 여
러 종교적 요소가 합쳐진. 신크레티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두 번째,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종교로서 보다는 문화로서 기능 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서구의 기독교 사회와 달리 당시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도그마의 지배를 받
지 않았고 강력한 종교기관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중세 유럽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교회에 의한 세속적 학문에 대한 억압과 추방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신
학 및 세속적 학문 전반에 대해서 폭 넓은 자유가 제공되었고, 이것은 중앙아시아
를 포함한 이슬람 문화권의 학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 번째, 다양한 언어가 공존했던 환경과 다중 언어 생활을 통한 활발한 문화적
자극이 있었다. 사만조의 타직-페르시아계 언어는 그 사용영역이 널리 확장되었고
8세기말과 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지식인들이 배출되었다. 9~10세기경에
는 트란속시아나 지역에 진출한 아랍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들이 모두 페르시아어를 통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라산 총독 타히르
(Тахир 820~873)가 아랍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96) 중앙아시아 지역은 아랍
문자와 페르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어 등장한 유목민족 카라한조

96) 고마츠 히사오,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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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만조를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의 정주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투르크어가 페르
시아어 버금가는 문화의 언어로 성장했다. 동투르키스탄의 경우 11세기 후반에는
이미 그 지역 주민들이 투르크어로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후에 투르
크어를 공용하던 중앙아시아 지역 민족들은 그것을 문화언어로 다듬어서 중앙아시
아 투르크 족이 공유하는 공통문어인 차가타이어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언어적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중앙아시아의 학자들은 보다 용이하게
타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접하고 수용 발전시킬 수 있었다.
네 번째, 지식과 도덕성에 대한 중앙아시아 학자들의 철학적 해석과 학자들간의
도덕적 윤리적 관계를 꼽을 수 있다. 이슬람의 학문적 전통에 있어 인간의 지적활
동과 도덕성의 상호관계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제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인간의
지적 활동과 도덕성의 상호연관성을 주장하면서 학문활동을 통해 학자들의 도덕성
이 더욱 수준 높은 차원으로 발전된다고 깊게 확신했다. 중앙아시아 철학자 중 가
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인 파라비(Фараби)97)는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성장은 지적 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98) 즉 파라비에 의하면 만일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되고자 한다면 학문활동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븐 시나(Ибн Сины)99)도 도덕과 지식의 조화와 합
97) 아부 나스르 무함마드 파라비(Абу Наср Мухаммад Фараби 약 870년경~950): 중앙아시아
출신의 투르크인으로 스르다리야 강 근처에서 출생했다. 그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서에 대한 주석과 번역을 포함하여 수많은 저서
를 남겼으며 이슬람 ‘제1의 철학자’ 혹은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린다.(Henry Conbin,
p.213-223)
98) Аль-Фараби. c.11
99) 이븐 시나(Ибн Сина 950~1037): 중앙아시아 출신의 페르시아인으로서 부하라 근처에서 태어났
으며, 어렸을 때 코란과 아랍의 고대 시와 법학을 배웠고, 수학, 천문학, 신학, 논리학, 의학을 모
두 이해하여서 천재 소년이고 불렸다. 18세에 사만 왕조의 궁정의사로 임명되어 왕궁으로 들어갔
다가 그곳의 도서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접한 후 철학자로도 활동하게 된다.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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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는 지성과 도덕성의 변증법적 합일을 통해서 지
혜롭고 덕스러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00) 즉 도덕적 완성만으로 완전한
덕스러운 인간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지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적 활동과
그것을 통한 지식의 축척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앙아시아의 학문적 전통은 특히
‘무슬림 르네상스’ 시기에 큰 성과를 얻었고 인류에 커다란 자산을 남겨주었다. 또
한 학자들간의 화합과 존중을 기본적 도덕과 윤리로 삼았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덕분에 중앙아시아 무슬림 학자들은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노
력하였고 다른 종류의 사상과 학문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었다.
6. 결론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은 크게 초원지역 투르크 유목족의 이슬람화와 오아
시스 정주지역의 이슬람화로 나눌 수 있다. 오아시스 정주지역의 이슬람화는 부하
라, 마 와라 알 나흐르, 호라산과 같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아랍 제국의 정복과정
과 페르시아계 압바스조의 통치과정, 그리고 이어 등장한 아랍-페르시아적 배경을
지닌 사만조의 등장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현재 중앙아시아 우즈베
키스탄 부하라 지역을 중심으로 발흥한 사만조는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로도 진출
하였고, 스르다르야 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일부,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으로 영토를
넓혀 가면서 이란-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여 중앙아시아의 인종적 문화적
에 대한 그의 조예는 꽤 깊었으며, 그의 저작 의학전범은 이슬람 세계는 물론 13세기에 라틴어
로 번역된 이래 유럽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의학서로서 16세기까지 많은 의과대학의 교과서로 사
용되었다. 철학자로서 이븐 시나는 이성과 직관을 잘 통일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수의 그
의 저작들이 유럽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Henry Conbin, pp. 225-235)
100) Насыров Р.Н. c.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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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이슬람 종교와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초원지역 유목민의 이슬람화는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두개의 무역로를 통
한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한 문명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
으로 이루어졌다. 투르크 문헌에 의한 연구를 보면 초원 카작 사회에서 아랍문자는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슬람도 오아시스 정주지역에서처럼 역동적 문화 발전
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문화와 전
통에 있어 이슬람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흔히 중앙아시아 이슬람을 정통 아랍 이슬람과 분리해서 투르크 이슬람, 혹은
투르크-페르시아 이슬람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
투르크 유목세력의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이슬람문화의 신크레티즘을 바탕으로
발전된 독특한 문화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슬람화가 시작되던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가 수용되
어 존재했다.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와 야곱파 기독교, 유대
교, 불교와 더불어 몽골의 점령 시기에는 칭기스칸에 대한 숭배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신앙도 존재했다. 또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토착종교도
중앙아시아의 거주민의 일상 생활 속에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아
시아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전통과 가치관 속에 서로 상이한 문화와 이데올로기라
고 할 지라도 그것을 대치시키지 않고 혼합하여 공존 시켜는 신크레티즘적 문화전
통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수피주의는 중앙아시아 문화와 전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슬람적 요소로 평가
된다. 환상적 주술적 신비주의가 강조되었던 수피즘은 중앙아시아의 지역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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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해 있던 토착 신앙들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적 이슬람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정통과 이단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정통적, 공식적 이슬람보다 비공식적 민중이슬람이 일반 대중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이슬람과 샤머니즘, 이슬람과 애니미즘
사이의 경계도 분명하지 않은 채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슬람과 그 외 다른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진 신크레티즘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문화에서 보여지는 신크레티즘적 특성은 충분한 조건
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중앙아시아 이슬람 학문의 황금
기와 같은 괄목할 만한 문화 발전을 이루어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채 구심점 없이 떠돌면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양한 형태의 삶이 생
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지루한 과정을 이어가게 하기도 한다.
현재 중앙아시아는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풍습이 다양한 형태로 혼합되어 어우
러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아시아
관련 경제인이나 전문 연구가에게 조차 매우 난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단일
민족으로써 비교적 단순한 단일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한국인으로서 중앙아
시아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러나 바로 그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중앙아시아 인들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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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글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국가를 역사적 기원과 민족 정체성, 그리고
독립 이후의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규명한다. 본 글은 타지크 민족이 중앙아시
아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특이한 문화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
아시아 초기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군림하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적, 문명적 요소를 중심으로 역사적 기원을 살피고 있다. 즉 투르크 민족의 문화권
에서 정착 문화의 정체성을 가졌던 민족이 타지크이다. 그리고 독립 이후 국가발전
과정에서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지도자들은 자국의 아리안 문화를 가장 중요한 역
사적 기원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기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특
이한 형태의 국가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타지키스탄 국가 체제나 문화 인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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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역사적, 민족적, 국가발전 흐름을 이해하는 매우 중
요한 모티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 과정은
매우 특이한 실험을 거치고 있다고 하겠다.
본 글은 타지키스탄의 독특한 역사적 과정과 현대적 의미의 국가 발전 과정이
중앙아시아에서 매우 변별적이고 독특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인식 하에 타지크 민
족이 페르시아 문화, 이슬람, 투르크성,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시아성
(asianness)이라는 문화적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미래의
타지키스탄은 국가지도자들이 어떠한 정체성 요소를 선택하고 강조하는 가에 따라
미래의 국가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독립국가이며,
앞으로 오랜 시기 동안 독립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타지키스탄 민족주의의 새로운 관
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 발전 과정에서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주의적 가
치 추구는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미래적 발전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452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Ⅰ. 서 론
본 글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국가를 역사적 관점, 민족 정체성, 문화 정체
성, 그리고 독립 이후의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규명하는 내용으로 기술된다.
즉 타지키스탄의 일반적 개관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바, 본 글은 타지키스탄
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화적 요소 가운데 현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타지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
서 본질적으로 가장 특이한 문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중앙아시아 초기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군림하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적, 문명적 요소
를 지닌 민족이었지만, 투르크 민족의 문화권에서 정착 문화의 정체성을 가졌던 민
족이 타지크이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타지크 엘리트들은 아리안 문화가 자국
의 가장 근본적인 문화의 기원임을 주장하면서 서방 사회와의 인종적 연관성을 강
력히 주장하고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지적 엘리트
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슬람 정체성을 가지고 친공산주의 정부 그룹
과 투쟁을 이끌어내면서 내전이라는 매우 독특한 국가발전 과정을 겪었다. 그러므
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특이한 형태의 국가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타지키스탄 국
가 체제나 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역사적, 민족적, 국가발전
흐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타지키스탄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인식해야 올바른 것일
까? 민족 정체성 요소에 있어서 역사적 기원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까? 소비에트 체제시기에 소비에트 당국은 중앙아시아의 민족 정체성이 강력히 형
성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즉 중앙아시아의 타지크 민족이
거주하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등 역사적 도시를 타지키스탄공화국이 아니라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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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스탄공화국에 강제적으로 구획 설정함으로써 민족들 간의 갈등을 소비에트의
오도된 유산으로 남겨놓았던 것이다. 현재의 중앙아시아가 5개국으로 구분된 것은
20세기 들어 소연방에 의해서였다. 사실상 소비에트 체제의 통치 기간에 중앙아시
아의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주의는 굳건하게 정착되지 않았다. ‘에드워드 올워드’는
중앙아시아의 민족성 개념은 항상 러시아 식민지화와 연관되어 해석되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앙아시아 개별 민족들의 주체성이나 문화적 전통성의 기반
이 구축되지 못한 원인을 외부 세력의 장기적 개입과 지배 때문이었다고 강조한
다.1)
이러한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현재 타지키스탄은 내전 이후에 러시아공화국
이 이 지역에 대한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타지키스탄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여부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와 매우 중요한
국제관계의 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2) 중앙아시아 인들의 실제적이고 유효한
민족 정체성은 소비에트 이전 시대와 소비에트 통치기에 이루어졌던 민족 정책의
억압에서 살아남은 실체적인 그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포스트소비에
트에는 소비에트시기의 그 어떤 실체성을 벗어나는 국가발전 과정이 진행되고 있
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가발전 과정에 있어서 각 개별 민족 정체성은 중앙아시아
국가건설의 결정적 요인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타지키스
탄도 동일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비록 타지키스탄은 내전을 경험하였으나, 21세
기에 들어와 통치적 안정을 이루면서 타지크 민족의 전통적 유산을 강조하는 민족
정체성 강조에 나서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1) 이에 대해서는 Edward Allworth(1990).
2) Парвиз Муллоджанов(2004),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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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적 이익을 위하여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글은 타지키스
탄의 역사적 기억, 문화적 요소, 역사의 왕조, 역사적 도시, 제국에 대항하는 민족
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현대의 타지크 전통 문화 요소의 복원, 그리고 포스트소
비에트 시기의 타지크의 문화적 인식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Ⅱ. 타지크 민족의 인문지리와 역사적 기억
타지키스탄에 대한 인문지리적 이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1991년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한 내전이나 지역주의 등 타지키스탄의 지역별 차
이나 불균형은 상당 부분 자연환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3) 중앙아시아의 남
동쪽 변경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국을 연결하고 있다.
국토의 90%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3,000m
가 넘는 고지대이다. 국토의 90% 이상이 돌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높은 산들은 만
년설로 덮여있다. 기후는 대륙성기후로서 건조하고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봄과 가
을이 짧으며 빨리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루의 기상 변화가 심하다. 여름은 비
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기후이며, 이런 건조한 기후는 가을까지 이어지고 겨울
은 춥다. 인구는 2006년 통계 기준으로 690만 명이며, 주요 민족은 타지크 인으로
65% 정도의 인구 분포를 보이며, 중앙아시아의 구성 민족 가운데는 유일한 이란
계이다.

3) 타지키스탄의 일반 개관에 대해서는 김대성(1999), pp. 250-252, 264-267; 최한우(2004), pp.
176-182; 정세진(2008), pp. 255-257 참고.

455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타지키스탄의 일반 국가 개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정식명칭

타지키스탄 공화국

수도

두샨베 (Dushanbe)

인구

670만명 (UN, 2006)

인접국가
주요민족
언어

아프가니스탄(남쪽), 중국(동쪽), 키르키스스탄(북쪽), 우즈베키스탄(서쪽) 과 국
경을 접하고 있음.
타지크인 (65%) - 중앙아시아 구성 민족 가운데 유일한 이란계이다.
우즈베크인(25%), 러시아인(3.5%), 그 밖의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 키르키스
인등
타지크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Tajik, Uzbek, Russian)

평균수명

64세 (남자), 69세 (여자) (UN, 2007)

통화단위

1소모니 (Tajik, somoni) = 100 디람(dirams)

주요수출품

알루미늄, 전기, 면화, 과일, 면직물

GNI per capita US $330 (World Bank, 2006)
종교

이슬람교의 하니파 계열의 수니파 (85%), 시아파신자(5%)
페르시아계이지만 시아파보다도 수니파 비율이 절대 다수일 정도로
매우 특이한 종교적 성향을 가짐

타지키스탄의 북부 코잔드 지역은 남부지역과 격리되어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영향력
이 이 지역에 강하게 남아있다. 남부 지역의 쿨랍과 쿠르간-튜베 지역은 농업이 발
전해 있고, 산업기반이 열악하여 상당히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공산당 통
치 기간에는 코잔드 지역 엘리트들이 권력을 거의 독점하였고 남동부의 가름
(Garm) 지역민들과 파미르 지역민들은 권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4)
즉 타지키스탄의 지형을 크게 페르가나 분지로 형성된 북부와 투란 저지대의 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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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남부), 파미르 산지가 있는 동부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특성 및 이로 인한 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2.
북부

지형

페르가나 분지

발달 산업

농업, 광산업
비철금속 산지

주요 도시

코잔드
(Khojand)

특징

견직, 면직공업
과일통조림, 육류
가공업 발달

남서부

남부

투란저지대, 사막과 스텝.
점차 산악지대로 연결
면화, 과수, 포도재배
등 농경 지역
두샨베
(Dushanbe,
Capital City)
농산물 가공업 및
직물기계의 생산이
발달

핵심적 공업지대
<주력 공장>
-투르순-자드:
알루미늄 공장
-바흐쉬: 질소비료
공장
-야반: 전기화공장
-누렉: 수력발전소

동부
파미르산지로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기된
지형
목축업(양,염소)
, -경제 낙후
가름(Garm)
카피르간강,
무르가프강
(수력발전에
이용)

타지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앙아시
아에서 유일하게 투르크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이며, 페르시아어 계통인 타지크
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
한다면, 중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아리안 인들이 타지크 민족의 가장 가까운 혈통으
로 해석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핵심적인 문화는 페르시아성이다. 타지키스탄의

4) 이러한 부분은 내전 시기에 지역주의가 촉발되어 많은 타지키스탄 국민들이 살해당하는 계기가 되
었다. 김대성(1999),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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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국가 형성은 기원전 12세기와 9세기 사이에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아리안 인
의 일파인 인도-이란인들이 남하하면서, 이 집단이 다시 지금의 중앙아시아 타지키
스탄 지역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들이 현재의 타지크 민족의 기원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은 고대 이란계 종족인 소그드인이었는데, 중앙아시아 문화
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민족이 소그드 인들이었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 학자인 바로톨드에 따르면, “타지크” 라는 용어가 문헌
상에서 최초로 나타난 시기는 1039년으로 중앙아시아의 역사가인 베이하키에 의
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타지크 인을 가리킬 때에 “타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
였다. 이 용어는 중앙아시아와 내륙아시아의 정착 민족을 의미하였는데, 일반적으
로 페르시아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타지크”는 페르시아어에서는 ‘타지
(Tazi)’인데, 이는 아랍을 의미하였다.5)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타지크는 일반
적으로 새로이 이주해 온 무슬림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었다. 이는 AD 8~11세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6)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 용어는 아랍 군대와 더불
어 이 지역으로 이동해온 페르시아 요소를 강조할 때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타트”
라는 단어의 실제적 기원은 더욱 불확실하다.7) 즉 어떤 의미에서든 타지크라는 용
어는 이 시기 이후 투르크 민족들에 의해 더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일반적으
로 “이슬람권에 속한 무슬림들”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후 16세기 초에 이란에서
세워진 사파비 왕조가 쉬아를 국교로 선택함으로써, 서투르키스탄의 이란인들은
소아시아의 오스만 조, 우즈베크 민족그룹의 샤이바니 왕조 등과 같은 이슬람 순니
파의 투르크계 왕조들과 가까워졌는데, 그 결과 타지크 인들은 이란 본토와 멀어지
5) Paul Bergne(2007), p. 7.
6) 최한우(1997), p. 178.
7) Paul Bergne(200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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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으며, 타지크라는 용어도 서투르키스탄의 이란민족만을 일컫는 말로 변
하게 되었다.8)
중앙아시아에서 페르시아 문화는 이슬람 정복 이전에 이미 강력히 전파되어 있
었다. 즉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수용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슬람
요소보다도 페르시아 요소는 더 강력한 문화 인자로 작용하였다. 이슬람화 이전에
페르시아어 계통인 사사니안어는 조로아스터교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이는 당연히 현대 타지크 민족의 조상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면서, 페르시아어 계통 민족들은 중앙아시아의
정착민족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들은 정착화를 통해 페르시아어를 확산시켰다. 12
세기에 페르시아어는 대부분의 학문에서 문어로 기술되면서, 점차로 아랍어를 차
용하게 되었다.9)
사실상 상기에 기술한 이러한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력은 타지키스탄의 중세 왕
조였던 사만 왕조의 위대한 문화적 시기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이
8세기에 전파되면서 사만 왕조는 강력한 지방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 즉 이때가
9세기였다. 사만 왕조는 당시 아랍세계의 맹주였던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고 있던
압바스 왕조와 형식상의 연합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독립적 지위
를 누리고 있었다. 사만 왕조는 819년에서 999년까지 통치가 이루어졌고, 국가의
행정과 문화 영역에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였다. 오늘날 타지크 민족정체성의 근
간은 아리안 전통에 근거하여 사만 왕조의 역사적 영감, 역사적 전통에서 이루어졌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지하듯, 타지크는 투르크 민족이 아닌 비 투르크 문

8) 신양섭(1997), p. 51.
9) Glenn E. Curtis(1997),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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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비 투르크 문화권의 역사적 전승은 사만
왕조의 문화적, 역사적 기억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사만조는 부하라, 사마르칸트,
니샤푸르, 헤랏, 발호, 코잔드와 같은 전통적인 고대 문화도시를 하나의 정치적 단
위로 결합함으로써10) 문화의 집합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만조는 당시 페
르시아 지역에 건국된 페르시아계인 사파르조(saffarids)를 900년에 정복하였다. 이
는 사만조가 당시에 이 지역의 강력한 맹주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타지크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데 결정적인 시, 공간적 배경을 제공하였
다.11) 사만 왕조의 수도는 부하라였다. 부하라는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의 영토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의 국
가적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래 부하라는 타지크 민족
의 정신적, 국가적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사만조 시대에 이 지역으로 들어온 유목
민족들은 카라한 민족과 셀주크 왕조였는데, 사만 왕조를 붕괴시킨 왕조는 카라한
이었다.
이후 타지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페르시아 문화가 쇠퇴하고 투르크 민족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면서 점진적으로 투르크계 우즈베크 민족의 영향력 안으로 흡입
되었다. 즉 14세기에는 중앙아시아의 패권 국가인 티무르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
타지크 민족의 종교도 쉬아에서 순니파로 바뀌게 되면서 타지크 문화는 광범위하
게 투르크문화의 결정적인 지배력 안으로 흡수되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타
지크 인들은 우즈베크 민족 그룹의 국가인 부하라 칸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타지크
어가 이 칸국의 지배적 공용어로 사용되었다.12) 타지크 민족은 주지하듯, 중앙아
10) 김대성(1999), p. 255.
11) 신양섭(1997), p. 61.
12) 최한우(1997), p.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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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에서 이란인의 혈통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며, 오랜 옛날부터 부하라와 투르케
스탄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이 속하는 지역 안에서 거주해왔는데, 투르크민족이 이
들을 지배하였다. 그들 중에 일부는 투르크 화되면서 정복자의 언어를 수용하고 투
르크 민족과 동화되었다. 그러나 이외의 나머지 타지크 민족은 정복자들에 쫓겨서
자신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산악지대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산악 접경지대, 산
에서 가까운 시르다리야 강 유역에서 거주하였다. 15~16세기에는 우즈베크 민족그
룹이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강력한 우즈베크 칸국의 영향력 안으로 타지크
민족이 흡수되었다.
결국 이 시기 이후 타지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민족은 우즈
베크였다. 그 이유는 우즈베크 칸국의 동일한 국가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우즈베
크와 타지크 민족 그룹이 공존의 삶을 영위해 나갔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
앙아시아 중세 시대에 패권 세력은 차가타이와 페르시아계가 대표적인 민족 그룹이
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끔 경멸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타지크’ 라는 용어였다. 이 용어의 의미는 결국은 타지크 민족은 투르크어권의 사람
들과 더욱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정착 민족이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다. 즉 이 용어는 노마드 계통의 사람들과 변별적으로 다른 의미로 통용되었다.13)
이미 이 시기에 이 지역의 지배 그룹은 우즈베크 민족이었다. 이 지역에 지속적
으로 투르크어권 민족들이 생성되고 분화하면서 지배적인 그룹으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언어로서. 그리고 오늘날의 이란 민족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루어
왔던 언어가 페르시아어였기 때문에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같은 도시에서는 비록
그곳이 투르크 민족들이 지배적인 왕조였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어가 사용 되었다

13) Subtelny, M(1994), pp. 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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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서 타지키스탄, 산악지역, 파
미르 고원 지역에서는 동이란어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적어도 중세기에는 타지
크와 우즈베크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1200년경, 당시에 중앙아시
아의 주요 지배 민족인 호레즘 샤의 통치기 때 두 민족 사이에 불신의 벽이 존재
표-3.
BC 6C
BC 4C
7C
8C
9C 후반
10C 후반
13C
14C

16C 이후
19C
중엽~후반
1917년
1924년
1929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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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크사회 원시공동체의 사회 → 노예제 사회로의 이행기
* 페르시아 제국에 속함
알렌산드로스 대왕에 정복됨
→ 이 제국의 분령 후 구레코 박트리아에 속함
투르크에 의해 점령당함. 문화는 점차 투르크화 됨
중동 아랍인에 의해 정복당함. 타지크 인들의 이슬람 개종
사만왕조 (수도 부하라)
투르크족에 의한 멸망
몽골의 칭기스칸에 의한 점령
티무르제국에 의해 지배당함
→ 이 시기에 성립된 ‘우즈베크 칸’에 19C 후반까지 지배당함
(독립국가를 성립하지 못함)
* 투르크족의 강력한 등장으로 타지크는 페르시아 문화권으로부터 소외당함
* 타지크 민족이 ‘쉬아’파 보다 ‘순니’파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배경임
* 페르시아 문화권에 속하고 있지만, 수세기 동안 우크베크 민족과 동화되어 거주
함으로써 투르크 문화권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음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팽창정책추진(중엽부터)
19C후반(1895년)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감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될 때 투르크공화국의 일부가 되어 러시아 공화국 연방에 속
함
부하라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이 부하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재편성 될 때, 소연방
에 가입함. 그 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내의 타지크자치 공화국이 됨.
단독으로 소연방 구성공화국이 됨
독립선언 → 12월에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
타지키스탄공화국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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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르톨도의 기록에 나타나있다. 19세기 전반기에 투르크 민족
들이 여전히 타지크 민족을 구별된 그룹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비록 서로 간에
적의적인 태도는 강하게 생성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고는 볼 수 없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동거하면서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 그
룹은 민족적 차이성보다는 생활의 동질성에 더 접근되어 있었다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이슬람이라는 배경과 정착 민족이라는 공통적 특성들로 인하여 상호 민족 간
에는 서로 지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14)
타지키스탄의 핵심적인 역사적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Ⅲ. 타지키스탄의 민족 정체성 소고 -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식의 민족 생산은 탈문화적 행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타지키스탄
의 경우를 본다면, 소비에트는 탈문화적인 정책을 의식적으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
다. 과거의 도시 엘리트들과 페르시아 전통을 소비에트 당국은 단절시키고자 노력
하였다. 즉 타지크 민족 정체성의 형성을 막기 위하여 선택했던 방식은 이 민족의
무게중심세력을 과거의 역사적 도시에서 페르시아의 문화가 덜 침투되어 있는 지
방, 혹은 농촌으로 돌려놓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역사적인 타지크의 도시들을
무력화 시키는 방식, 즉 위대한 영웅의 도시나 문화적 전통과의 연계를 방지한다
면, 타지크 민족 정체성이 강력히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비에트 당국은 판단했
14) Paul Bergne(200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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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과 산악 지역의 농촌 거주자들은 엘리트 의식이 부족하며, 민족주의 감정
도 희박하기 때문에 이들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정책을 입안하고자 하였다. 지금은
타지키스탄에 속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의 매우 중요한 역사적 도시로 남아있고,
타지크 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등의 강력한 대도
시에서 우즈베크 민족과 더불어 대 투르키스탄 국가를 창설하고자 하는 꿈을 도시
엘리트들과 거주자들은 소유하고 있었다. 즉 이들의 인식은 산악 민족들과는 변별
적으로 존재했다.15) 또 이것과는 조금은 다른 경향으로 대 부하라국가를 건설하고
자 하는 야망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타지크 소보나르콤 의장이던
압둘라 라힘바예프인데, 그는 자신의 민족명을 우즈베크로 표기하였다. 부하라 공
산당의 아므헤드 마우란베그 서기, 그리고 부하라 인민공화국의 경제 위원회 의장
인 압둘카레르 무히지노프는 대 타지키스탄 국가 창설에 반대했다. 그들은 타지크
민족 정체성의 경계를 우즈베키스탄 연방 하에서 자치공화국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를 희망하였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근대 시대에 중앙아시아에는 저항적 의식이 존재했다. 이는
제정러시아의 강제적 점령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당연한 결과였다. 러시아의 통
치는 중앙아시아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정러시아의 정복 이후
에도 전통적인 삶의 방식의 많은 요소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타지키스탄이 제정러
시아에 복속된 이후에도 타지키스탄의 많은 사람들이 1917년 이전까지는 러시아
의 관리들이나 이주자들과 많은 접촉을 하지 못했다. 1870년대의 중요한 사건이
이 지역의 면화 생산지에 대한 제정러시아의 정복 야욕이었는데, 이러한 면화 생산
지는 주로 페르가나 분지 지역과 부하라 공국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곳이 현

15) Beartice F. Manz(1994), pp 9-11.

464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재의 타지키스탄 지역의 일부이다. 첫 번째의 대단위 면화 플랜트가 들어선 지역은
동 부하라공국이었고,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워졌다. 러시아의 정복에
따른 저항적 요소는 19세기 말에 형성되었다. 소위 말하는 자디즘(jadidism) 운동
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지식인들의 의식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을 지원해 준 세력은 타지크, 타타르, 우즈베크 민족 등이며, 이들 자디스트
들은 현대화된 민족주의자들로 중앙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종교와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 동
의한 타타르 민족과 중앙아시아인들은 투르키스탄 지역에 여러 개의 학교들을 건
립하였고, 이 곳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자디즘 운동으로 제정러시아는
이러한 운동이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 보다도 더 위험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1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는 도중에 현재의 타지키스탄 지역에도 수 개의 도시에 자
디스트 조직이 이루어졌다.16) 19세기 말 중앙아시아에서 자디드 운동의 출현은 당
대 무슬림 사회를 본질적으로 규정했던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이 운동은 러시아 제구그이 중앙아시아 식민 지배와 이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대응적인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17)
사실상 이 시기 중앙아시아 민족을 결합한 문화적 요소는 이슬람이었고, 이는
투르크 민족성만큼, 중앙아시아 민족 결합의 이념적 요소가 되었다. 사실상 이 시
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전세계적으로 무슬림 공동체에 이슬람 개혁파들이
출현했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대표적 활동 지역은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였는데, 무슬림들은 개혁적 신문과 잡지를 출판하면서 이 지역에서 민족주의 운동

16) Glenn E. Curtis(1997), p. 210-212.
17) 오원교(2009),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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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켰다. 그러나 1920년 부하라 칸국이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전복되면서 무
슬림 개혁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소비에트시기에 이슬람은 중앙아시아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이슬람은 박해받았고 그 기반도 대부분
파괴되어졌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중앙아시아에 이슬람 종교 단체가 재형성되고
종교 활동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소비에트 정부의
임시방편적 성격이었고 무신론 선전과 세속화 강조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 결
과 1980년대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중앙아시아 민족에게 하나의 역동성을 가진 종
교라기보다는 문화적, 윤리적 정체성의 상징 정도로 여겨졌다.18)
그렇다면 1917년 러시아혁명이후 집권한 볼셰비키 소비에트는 중앙아시아에 대
한 어떠한 통치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 제기에 대해 올바른 해답
을 제시한다는 것은 피정복지의 민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금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 국가는 피지배 민족에 대한 민족 정책을 통해 식민주의 관점
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정러시아가 19세기 중엽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 나가던 시점, 근대화의 민족 형성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엘리트들
은 민족의 합법적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소비에트 체제로 인해 이는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 소비에트가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적 인식이 강력히 부상
하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즉 스탈린에 의한 중앙아시아의 경계 구획 설정과
도 결부되었는데, 현재의 중앙아시아의 영토의 경계는 1936년에 기본적으로 확정
되어졌다.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도 바스마치 이슬람 저항운동이 나타났다. 이는 일
종의 무슬림 저항 운동이었고 1920년대 내내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중앙아시아의
전통적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19) 중앙아시아 역사는 소비에트의 역사가들

18) Shirin Akiner(2003),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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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위조되기도 하였고, 정착민족이던 우즈베크와 타지크는 자신들의 정확한
민족성을 기재할 때에 어떤 민족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
는 지리적 경계를 소비에트 정부가 임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문제였
다. 기본적으로 소련의 민족 정책은 중앙아시아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화, 의식, 엘
리트들의 저항성을 진압하는 일련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20)
소련의 민족 정책에 의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부하라, 코칸드, 히바 칸국 등
3개의 우즈베크 칸국의 수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타지크와 투르크멘도 이 3개
칸국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이 민족들은 정착 민족의 핵심지인 농업지역 등을 우즈
베키스탄에 내어주게 되었다. 과거 자신들이 거주하던 땅 중에서 핵심적인 농경지
를 상실하였던 것이다. 소련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 공화국에 속했
던 민족주의 주창자들은 과거의 개별 민족의 영웅들을 민족의 신화로 부각시키고
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소연방 붕괴 이후의 중앙아시아 국가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분위기와 유사하
였다.21)
1920년대 초, 중앙아시아에서의 소비에트 통치의 확립으로 소비에트 공화국 안
에서 타지키스탄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제정러시아 시기에는 사실상 러시아의
영향력이 현재의 타지키스탄에서 강력히 형성되지 않았지만, 소비에트 통치는 근
본적으로 타지키스탄 거주민들을 변화시켰다. 타지크 인들은 더욱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소비에트 당국은 중앙아시아의 민족 정체성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였
19) S. Sabol(1995), p. 236.
20) Andrew Philips and Paul James(2001), p. 30.
21) Beartice F. Manz(2003), pp. 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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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소비에트 기능주의자들에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받아들
여졌다. 새로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
해 소비에트는 역설적으로 각각의 민족들에 형성된 문화적 요소를 이용하였다. 많
은 부분, 소비에트 정부는 민족의 이데올로기, 신념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고,
중앙아시아인 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쉽사리 망각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
였다. 소비에트가 중앙아시아에 취한 일련의 정책을 일별하기 위하여 1924년 소비
에트 연방이 구성될 때에 소위 타지크 민족에 대한 “민족 지역 경계 설정”이 어떻
게 형성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에트 시대의 민족 정책의 단면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타지크 인텔리겐치아는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에 기
반을 두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소브나르콤(Sovnarkom)의 첫 번째 의장은 사마르
칸트의 타지크 인이었던 압둘라 무히디니노프였다. 이 당시에, 타지키스탄은 우즈
베키스탄에 속해있었다. 그는 1925~29년까지 이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이후 타지
키스탄 통치자들은 모두 러시아 출신들이었다.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는 정치 엘리
트는 사마르칸트나 페르가나 지역 출신이거나 아프가니스탄 출생이다. 타지키스탄
의 실제적인 최초의 정치 엘리트는 파미르 지역 출신이었다. 1899년 출생인 쉬린
샤 샤흐티무르는 1933년에서 1937년까지의 초대 타지키스탄 1서기를 맡았다. 파
미르 출신을 최고 통치자로 선택한 것은 소련 당국의 인재 등용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가난한 지역이면서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순니 그룹으로부터 천시 받고
있던 파미르 지역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소비에트의 중앙아시아 통치의 단면을 보
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7년에 파미르 출신들은 자신들의 세력권을 상
실하였다. 1944년에서 1946년까지 타지키스탄 소련공산당의 제2서기로, 그리고
1946년에서 1956년까지 제1서기를 역임한 바바쟌 가푸로비치 가푸로프는 레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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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 출신이다. 그가 1서기가 된 이래로 1992년 타지키스탄의 독립까지 타지키스
탄 공산당의 지도자는 레닌아바드에서 배출되었다. 투르순베이 울야바예프 제1서
기(1956~61), 야바르 라술로프(1982년까지), 나비예프(1982~85), 그리고 카하르
마카모프(1985~91) 등이 이 지역 출신이었다. 타지키스탄에서 특정 지역에 최고권
력자가 나타난 이유는 이 지역의 중심지인 코잔드-레닌아바드 시가 1864년에 러시
아에 정복된 이래로 가장 러시아화 되고 다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빨랐으며, 타
지키스탄의 어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도 우즈베크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었기 때
문이다. 모스크바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지역 출신들을 더욱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2)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적 구분을 든다면, 2장에
서 언급한 것처럼, 4개의 지역이다. 레닌아바드, 쿨랍, 가름, 그리고 파미르이다.
그렇다면 타지크 민족에게 있어서 소비에트가 남겨놓은 유산은 무엇인가? 기본
적으로 소비에트는 도시 지역에서 민족적 충성심이 강한 엘리트들을 발굴하지 않
았다. 타지키스탄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타지크 민족의 도시에서 국가 발전이 도모
되지 못하였고, 민족 정체성도 강력히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즉 타지키스탄에서
는 민족성보다 지역성이 더 강력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즉 이러한 요인은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의 내전이 지역주의와 연관되어 발생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타지키스탄 공산당에 반대한 IRP, 민주당 야당세력은 ‘가름’ 등 타지키스
탄 남부와 두샨베 동부 지역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독립 이후에 야당 세력을 지지
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혜택이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내전 때에
반정부 세력 편에 선 민주주의 개혁 세력은 주로 ‘파미르’에 지역주의 성향을 가지
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두샨베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페르시

22) Olivier Roy(1997), p. 113.

469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아 문화보다도 더욱 더 투르크화되거나 혹은 친소비에트 산업도시였던 코잔드 등
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야당 세력은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에 상당한 박
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23) 그런데 두샨베 서부 지역은 일반적으로 독립을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동시에 쿨랍 지역과 연합하였다. 이 지역 인구는 60%의 우
즈베크 인구와 40%의 타지크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전 시기에 친공산주의
세력이 매우 강하였다.
소비에트 시대에 레닌아바드 지역은 소련 정부에 의해 지역적인 기득권을 많이
누렸던 곳이다. 타지키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레닌아바드 출신을 찾기는 매우 어려
웠다. 다만, 유일하게 고르노-바다크샨 독립구에 이 지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
는데, 이곳은 모스크바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히 통제받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타지키스탄의 지역주의는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쿨랍
지역은 1973년에 주(州)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쿨랍의 레닌아바드 출신 책임자가
1974년에 암살되고 쿨랍 지역 출신자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2년 이후에
쿨랍 인근 지역의 쿠르간-테페 지구도 쿨랍과 같은 위치의 자리매김으로 주(州)로
승격되었는데, 이는 쿨랍과 지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쿠르
간-테페 지구는 1950년대 이주민과 우즈베크 사람들에 의하여 인구가 집중되었던
곳이다. 타지키스탄은 전체적으로 소련 통치 시기부터 이러한 지역주의가 발생할
만한 지역적 특색이 존재했던 것이고, 정치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지역주의가 강화
된 측면이 있다. 즉 레닌아바드 지역이 기득권을 많이 누렸다. 이 지역 출신들이
제 1서기를 독점하는 동안, 쿨랍 출신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장관협의체의 의
장 정도의 지위를 누렸고, 가름 출신인은 형식적인 의회 책임자 정도의 지위를 가

23) 정세진(2008), pp. 26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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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에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과 타지키스탄의 타지크
민족 간의 결탁을 두려워한 모스크바 당국은 파미르 출신 지역민들에게 KGB와
MVD(내무성)의 일부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시기에 그 어
떤 지위를 누려보지 못한 가름 지역 출신 사람들은 1991년 독립 이후 내전이 발생
하자, 이슬람의 이름으로 정치화되고 강력한 반군세력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다. 그
리고 내전 이후 현재의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비 레닌아바드 출신의 권력
자로, 이후 타지키스탄 정치 지도자의 핵심 인사는 대부분 쿨랍 출신으로 임명되고
있다.
상기의 지역적 상황은 내전의 씨앗이 되었으며, 다른 공화국가 비교해보면, 매
우 다른 민족적,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소비에
트시기에 타지키스탄의 국가적 상황은 강력한 보안 정치나 지방의 강력한 통치 기
구가 아니라, 모스크바라는 중앙정치기구의 역할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던 것이다.
지역주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중앙권력에 대한 경쟁적 인식으로 형성된 이념이
다. 타지키스탄이라는 하나의 국가에서 강력한 민족적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
한 지방과 농촌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주의가 형성되면서, 국가 내에서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커다란 분열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화되
고 산업화된 도시는 국가적 서비스에 익숙해져있으며, 사실상 타지키스탄은 이러
한 민족적 역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적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비에트는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즉 타지키스탄의 민족주의 감정의 형
성을 막기 위해 일련의 모든 행동을 다하였다. 타지키스탄 국립대학은 1948년에,
타지키스탄 과학원도 1951년에 설립되었다. 소비에트 당국은 타지크 민족의 정체
성을 우즈베크 민족에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형태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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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의 특정 민족을 저평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다. 이는 타지키스탄의 민족주의자들에게 매우 불쾌한 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타지크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타지크 민족주의는
어떠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 타지크 민족주의 규정에는 2가지 큰 틀이
존재하였다. 타지크 민족은 공식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던 소그드
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다. 소그드인은 아랍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페르시아화 되
었으며, 그 이후에는 투르크화한 민족 그룹이다. 그래서 우즈베크인들도 종종 투르
크화된 타지크 민족으로 간주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타지크
민족에 대한 역사적 실체는 10세기의 위대한 사만 왕조와 연결된 대 중앙아시아
(Greater Central Asia)의 큰 틀에서 타지크 민족주의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1년 독립 초기에 많은 타지크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관점의 ‘타지크성’ 이라
는 확실히 과장된 민족성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확장된 민족주의 관점은 중앙아시
아의 투르크 민족들에게는 강한 반향이나 영향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만 왕조는 박트리아, 소그드인 등 페르시아계통 민족
의 전통인 페르시아 세계라는 매우 큰 하나의 역사적 대상이 설정되며, 우즈베크
민족 그룹도 페르시아어권에 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
에는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즉, 타지크 민족이 속한 타지크 세계의 한계는 어
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현재 타지크어가 사용되는 지역은 타지키스탄 뿐 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사마르칸트, 아프가니스탄의 타지크 민족 그룹, 그
리고 이란 등인데, 상기의 민족주의 개념은 타지크 언어권이 현실적 국가보다도 더
확장된 개념이어서 우즈베크 민족 등 투르크 민족들에게는 수용될 수 없는 관점이
다. 타지키스탄 내전 당시에 라스타키즈 민족주의와 민주 운동 그룹 (타히르 압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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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르 의장)과 민주당(샤드만 유수프)은 타지크 민족주의라는 민족성에 더 강한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조로아스터문화와 소그드 유산을 매우 강조
하면서 타지키스탄 내에서 우즈베크 민족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의 민족주의 개념은 타지크 민족을 국가의 역사적 유산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거대 페르시아와 동시에 중앙아시아 순니 이슬람 그룹 민족들이 추구한
문명화의 유산으로 확대하여 바라보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상세한 민족
적 특성보다는 문화로서의 총체성이 강조된다. 즉 이 개념을 통한 타지크 민족주의
에는 하나의 공통적 요소가 존재하는 바, 이는 타지크 민족이 대부분 수용한 이슬
람 순니-페르시안 문화의 총합성이다. 1995년에 카지 투라얀자데가 이 개념을 제
기하였는데, 그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나 이슬람 신정국가보다도 언어, 문화, 역
사를 더 강조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핵심적 문화 인자와 더불어 전통
적 문화와의 관련성을 총합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방식은 독창적이다. 주지하
듯, 이슬람주의는 민족주의의 한 형태이지만, 소비에트 시대에는 이슬람보다는 중
앙아시아 민족성이 더 강력히 강조된 측면이 있었다. 중앙아시아 민족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이 쉬운 부분은 언어에 대한 강조성이다.
언어적 관점에서 타지크 민족주의는 첫 번째의 관점처럼 페르시아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독립 이후에도 타지키스탄의 언어는 아랍-페르
시아어 알파벳으로 회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어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는 과거의 역사와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시대에 타지크 언어의 중요성을 지지한 학자가 있었다. 타지키스탄 코잔
드 출신인 소비에트 과학원 원장을 지낸 모하메드 아시모프가 대표적이다. 그는 심
지어는 1980년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공산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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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였을 때에 소비에트와 아프가니스탄의 공동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타지키
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언어적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페르시아어의 중요성을
강력히 변호하는 인물인데, 1980년에 아랍-페르시아어 알파벳을 만들어 아프가니
스탄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아시모프는 페르시아어 계통의 발
음 구사에 관해서는 타지크 민족이 가장 월등한 언어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강
조하였다. 그는 타지키스탄의 우즈베크화나 러시아화에는 반대의 입장을 가졌다.
타지키스탄의 종교 지도자들인 물라들의 입장도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는데,
자신들이 설교를 하거나 이슬람 교육을 할 때에 전통적인 페르시아어를 정확히 구
사하는 편이며, 이는 결국은 자신들의 지도자적 위치와 신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졌던 것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요소는 이슬람-페르시아 정체성을 의미하였다.
코사흐가 지적하듯, 타지키스탄의 정치적 개념, 정치 강령과 운동에는 가장 직
접적이고 중심적인 2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민족 부흥의 이상, 둘째,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 두 요소는 소비에트 통치 시대에 왜곡되었던 타지크
민족의 문화적 번영과 엘리트들의 의식 운동인 자디즘 운동이 그 역사적 근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운동은 부하라 공국 시기의 가장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이었다. 타지크 민족의 이러한 요소는 유럽의 식민주의 팽창 시기에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출현한 민족의식의 부흥이라는 기본적인 민족의 인식과 일치하는 형태였던
것이다.24)

24) Grigorii G. Kosach(1995),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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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국가발전과정과 민족 정체성

1.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과정과 내전
중앙아시아의 독립 이후 국가건설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고찰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에 형성되어온 민족성을 이해하고 규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한 지역학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25) 이 지역
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는 전통적 문화, 민족의 가치 등이 새로운 국가 이데
올로기로 등장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민족적 영웅들이 새로
운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은 국가건설 시기의 민족 정책에서는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위대한 영웅 레닌은 그동안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前소비에트 시대의 영웅으로 대체되었다.26) 레닌은 사라지고, 소비에트 정부
가 추구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도 빛을 잃었다. 이제 그 자리
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 갈등도 나타났지만, 민족 내부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1991년 9월 9일,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최고회의는 개인의 양심과 행동이 일치
하며, 국제법상으로 인정하는 완전하고 새로운 국가로서의 국가독립선언을 채택하
였다. 1990년대 초,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과정을 본다면, 이 국가는 과거 소비에
트 체제 해체 이전에 소연방에 속한 모든 주변부 공화국들과 공통적인 특성이 존
재했을 것이다. 이 나라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이슬람의 부흥, 민족주의를
25) 중앙아시아 민족 정체성의 특성이나 요인은 정세진(2007). pp. 750-773.
26) 중앙아시아의 과거의 영웅에 대한 논의나 관점은 Richard Boudreaux(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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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민족 정체성의 강조 등 국가 독립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던 시
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설명되어져야겠지만, 중앙아시아에서
타지키스탄은 가장 특별하고 험난한 국가발전 과정을 거쳐나갔다.
외형적인 사건은 역시 타지키스탄의 내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타지키
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페르시아문화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특성을 소
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타지키스탄은
구 공산관료가 집권하고 있었으며, 독립 이후 빠른 속도로 이슬람주의자 등 종교적
인 반대파가 등장하였고, 이들은 공산 집권 세력에 대항하였다. 조직적, 이념적 형
태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민주통합세력도 형성되었다. 르네상스의 의미인 ‘라스토
헤즈’ 타지키스탄 운동 그룹과 타지키스탄 민주당(DPT)은 세속적인 차원에서 현
존 정부에 반대하여 형성되었고, 종교적 측면에서는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
(IRPT)이 대표하고 있었다. 이들이 내전 당사자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정부의 입장, 즉 집권 공산당은 이런 조직을 반대하고 있었다. 독립초기에는 공
산당 내에서도 잠시나마 공산당을 재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야당 세력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타지키스탄에 내전이 발생되었다. 예를 들면, 22회
타지키스탄 공산당 특별 당 대회에서는 공산당의 명칭을 타지키스탄 사회당으로
개칭하고, 공산당의 강령, 목적, 의무와 기능을 변화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러한 결
정은 시행되지 않았다. 공산당은 새로운 독립 국가의 발전이라는 매우 중대한 시기
를 앞두고 일반 민중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사회에서의 선도적 역
할을 수행하지 않고 의회 형태의 정치적 역할을 하는 당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졌
다.27) 공산당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상황을 연출하였는데, 독립 선언으로

27) Grigorii G. Kosach(1995),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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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의 기존 위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타지키스탄 공산당은 소비에트 공산
당으로부터 당연히 이탈하였음을 선언하면서도, 다만 자신들의 당의 정체성을 국
가 권력기관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주권의 정치적 시스템으로의 통합으로서 공화
국의 법률에 합치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에만 제한시켰다. 그러나 1991년 9월 30일
에 타지키스탄 최고 회의는 공산당과 그 후신인 사회당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공산당 자산을 국유화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산주의 이념에
많이 동조하지 않았던 지식 엘리트들은 자신들을 속박해온 이념, 그리고 그 이데올
로기를 뒷받침하고 실행해 온 공산당이라는 조직을 버렸던 것이다.
공산당원들은 1991년 12월, 공산당 정치 활동 규제가 해제할 때까지 합법적인
당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어떤 측면에서 공산당은 타지키스탄의 권력 구조에서 분
리되었고 과거의 추종자들을 상실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즉 타지키스탄의 정치적
지형도는 1991년에 상당할정도로 그 기본적인 윤곽이 그려졌던 것이다. 타지키스
탄의 민주당과 라스토헤즈 민주그룹은 세속적, 종교적 의미에서 집권 공산당에 반
대하는 세력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타지키스탄 내에서는 외면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 현상은 2개의 정치적 캠프로의 분리 상황이었다. 내전 과정에서 명백하게
분리된 상이한 그룹의 투쟁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인식의 차이로
나타남으로써, 향후 타지키스탄의 미래의 체제 발전의 방향성에 중요한 바로미터
로 작용할 가능성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내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층적으로 얽
혀 나타나면서 국가적 재앙이 되었다. 내전은 1992년 시작되어 1996년 휴전협정,
1997년 평화조약 체결까지 약 6만~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극심한 지역주의가 나타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였다.28) 내전 이후

28) 내전 과정에서의 지역주의에 관한 내용은 정세진(2008), pp. 26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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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평화조약 체결 과정 중에 어떤 측면에서든지 야당인 이슬람부흥당도 국가 의회에
의원이 참여하고 야당 측 지분의 각료가 정부의 내정에 참여함으로써 외면적으로는
적어도 타지키스탄의 정치적 캠프는 1990년대 말 평화적 과정을 도정하였다.29)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한 1992~93년의 내전은 역사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 로마
노프 왕조의 붕괴와 러시아혁명의 성공 이후에 현재의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의 영역 안에서는 3가지 주요 경향을 보여주었다. 첫째, 민족적 러시아인들과 슬라
브인들이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였고, 둘째, 부하라공국의 자유
주의적 무슬림 지식인들은 자디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부하라 공국의 고대
풍습을 폐기하고 현대화를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고, 셋째, 전통주의자들, 대부분은
이슬람주의자들이었는데, 부하라 공국의 정치적 질서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은
범이슬람주의자들이었고, 1935년 소비에트 체제에 위협적이었던 무슬림 저항운동
인 바스마치 운동이라는 게릴라조직을 이끌었다.30)
1992~93년 내전은 신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맞서는 민주적 지식인들과 무슬림
근본주의자들과의 연합의 대립으로 촉발되었다. 1990년도에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인 분리는 지역적 연합과 매우 깊숙이 관련되었고, 정치적, 경제적 경쟁이 촉발되
어서 국가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 지역 경쟁이 폭력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타지키스탄의 핵심적 지역 구분으로는 레닌아바드의 북
쪽 지역, 남동쪽의 쿨랍 지역 대 동쪽 지역의 독립구인 바다크샨 지역, 가름의 중
앙 계곡 지역이다. 이데올로기의 분리와 지역적인 분열은 타지키스탄의 역사 속에
서 생성된 전통성이 되어버렸다. 내전의 또 다른 이유는 타지키스탄의 독립이 이루
29) 타지키스탄 내전과 평화 과정에 대해서는 장병옥(2008), pp. 149-172.; John Heathershaw
(2007), pp. 219-234 참고.
30) Teresa Rakowska-Harmstone(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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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자마자 나타났던 현상인 경제의 급속한 침체였다. 연간 상품 인플레이션은 독
립 이전인 1990년에 4%에 불과하였으며, 독립이 시작된 1991년에 112%로 급증
하였고, 내전이 격화된 시기인 1992년과 1993년에는 각각 1,157%와 2,195%로
폭등하였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공화국처럼, 타지키스탄은 소비에트의 러시아공화
국, 그리고 유럽러시아 및 카프카즈 지역의 공화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등하였고,
타지키스탄은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타지키스탄이
비록 기본적으로 농촌과 농업종사가가 전체 노동력의 41%를 1990년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타지키스탄이 산으
로 둘러싸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인당 곡물 생산량이 평균
42KG 정도였다. 이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가장 저조한 생산력이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 비교하면 1/4 정도이고, 카자흐스탄의 농업생산력에 비하면 1/15
정도의 규모이다. 이러한 농업 생산력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와서도 농업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열약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다.31)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의 내전은 어떤 측면에서는 소비에트의 유산이 남겨놓은
민족적 갈등 속에서 발생하였다. 타지키스탄은 내전을 경험하면서 위기 상황에 처
했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타지키스탄의 민족 정체성이 뚜렷이 형성되
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전을 통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 시민 그룹은 반군 세력
으로 뭉치고 과거의 구 공산주의 정권 세력과 내전을 벌였다. 내전 종식 과정에서
민주 세력은 연합 정부를 이루었지만, 내전은 소련의 유산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
의 민족 그룹이 탄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국가건설 모습이었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의 다양한 정치적 지형

31) 이에 대해서는 World Bank(19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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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990년대에 핵심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위 종족적(ethnos)
민족주의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민족적 갈등에서 나타난 이념으로, 전통적 라이벌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되었다.32)
그러나 타지키스탄 민족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1990년대는 매우 중요한 변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 지역엘리트에 관한 논
점이다. 이들은 사실상 소연방 시절에 모스크바 당국자로부터 권력의 소외자로 존
재했던 그룹이었으며, 공화국에서도 정치적 권력을 변화시킬 만한 주체 그룹은 아
니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 중앙정부는 결국은 이 소외된 그룹, 즉 민주주의 그룹
과 이슬람주의자 그룹의 주장이나 세속적, 종교적 자유를 실현시켜줄 만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중앙정부는 통제 불능 상황에 빠졌다. 즉 공산당 통치 그룹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이런 조건 하에서 2개의 상이한 정치 캠프에서는 상
호간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공산당 이데올로
기나 민주적 이념을 비롯한 상호 원칙의 상이성은 권력쟁취의 부수적 고려 사항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1990년대 타지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례적
으로 내전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 독립 이후 타지크 민족 정체성-타지크 민족주의와 아리안신화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전체
국가의 일반적인 발전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타지크 민족을 제외

32)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종족적 민족주의 관점에 따른 민족 갈등에 관한 내용은 정세진
(2008), pp. 26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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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국가들은 투르크 민족 그룹에 속한다. 그러므로 투르크 민족들의 국가 정
체성과 타지키스탄의 국가 발전 과정을 변별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독립 이
후의 민족건설과 국가건설의 중요한 핵심적 이슈는 각 민족의 ‘민족성’(ethnicity)
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민족성이 국민들의 인식적 체계 속에 어떠한
형태로 융합되고 있는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강조하고, 종교사를 일별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관계의
경쟁적인 카드로서 민족성을 의도적으로나마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민족적, 문화적 요소는 무엇이 될 수 있을
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로서 중앙아시아의 민족적 특색은 첫째, ‘투르크’ 성,
둘째, ‘페르시아’ 민족성, 셋째, 이슬람, 그리고 넷째, ‘아시아성’(Asianness)으로
대변될 수 있다.33) 타지키스탄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는 터키와 문화적
유대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지키스탄은 이란과 유사한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독립 초기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터키를 ‘형
님’국가로 표현할 정도로 첫 번째로 지향하는 모델로 삼고 싶어 하였다. 터키는 서
양과 동양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새로운 국가발전의 방향성과도 일
치하는 듯했기 때문이다.34)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독
립 선포를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는 터키였다. 독립 이후 초기에 중앙아시아의 국
가에서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들 중의 하나가 터키였다. 국가와 개인 비즈니스 영역
에서 터키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영역과 문화 교류를 강하게 추진하였

33) Martha Brill Olcott(1994), p, 216.
34) Izvestia(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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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해 각 국가에서 2천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터키로 중앙아
시아 유학생들을 유치하였다. 터키는 위성 방송을 포함한 독립적인 텔레비전 프로
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터키의 방송 수신 가능 지역이 중앙아시아 전체가
되도록 대형 수신 능력을 갖추었다. 터키는 가죽 세공 등 전통적인 중앙아시아의 기
능성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중앙아시아에 은행 개설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거나 지원
하였다. 1992년 터키 69년 국가기념일에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나자르바
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니야조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아카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참석하였고, 이들과 함께 고위 사절단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35)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경우는 이 4개의 투르크권 국가와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
란과의 관계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그 이유는 이란의 이슬람 정체성은 쉬아파
이념으로 순니파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고, 타지키스탄의 국가 내부 문제가 예상
외로 복잡하였기 때문이었다. 타지키스탄은 소연방 붕괴 이전부터 소연방 국가 중
에서도 가난한 공화국에 속해 있었고, 지역주의와 우즈베크와의 민족 갈등 등 첨예
한 국내, 국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소연방 붕괴 이후에는 내전 상황이 벌어
짐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당시 구공산주의자, 이슬람 행동주의자, 민주
개혁주의자들은 대통령에 반대하여 잠정적인 연합을 이끌어냄으로써, 마하모프 대
통령은 1991년 9월에 사임하였다. 이 연합을 이끌었던 이는 과거 타지키스탄 공산
당 제 1서기였던 라흐만 나비예프였다. 그는 1985년 고르바초프에 의해 해임된 경
력이 있다. 나비예프는 이후 이슬람주의자들, 민주개혁주의자들과의 일시적 연합을
깨트렸지만, 이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야당의 민주주
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은 과거 구공산주의자들과 권력자들이 이란과 구축한 국

35) Martha Brill Olcott(2007),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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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계보다도 더 광범위한 지원을 이란으로부터 원하고 있었다.36)
내전 이후 타지키스탄은 사실상 새로운 라흐모노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새로운
민족 정체성 찾기 작업에 나섰다.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민족국가의 형성”과 “대
통령 권위의 강화”를 위해 국가정책을 펼쳐나갔고, 이는 사실상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에 독립한
신생국의 경우 확고히 정착한 국가 정체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독재 정권을 확립하면서 서로 협력을 펼쳐나갔기 때문이
다. 내전 이후 민족 정체성 강화 작업 중에서 학문적 영역은 스스로의 분야를 국가
의 독립적 상황에 적응시키고, 그들의 민족 국가 신화 창조의 참여와 동시에 정치
적 압력에서 학문 영역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였는데, 대체
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를 균형있게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타
지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과 더불어 지적인 학문적 영역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정부는 타지크 민족의 문화 요소를 강조하는 일련
의 정책을 펼쳐 나갔다.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통해서 나타난 다양한 민족
문화 복원을 정부는 강조하기 시작했다. 내전을 치른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중앙아시아 국가보다도 더욱 더 타지키스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나타난 민족적 정체성의 핵심적 요소는
조로아스터교와 아리안 신화였다. 특히 아리안 신화는 최근 타지키스탄 정부가 매
우 강력히 주장하는 문화적 요소가 되었다.37)

36) Izvestia(1992).
37) 타지크 민족의 아리안 신화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Marlene Laruelle(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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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타지키스탄 정부가 강조하였던 아리안 신화가 타지크 민족에게 주는
역사적 전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B.C. 2000년의 아리안 문화 속에서 타
지크 역사의 원형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의 핵심 민족인 투
르크계와 변별적인 요소로서, 그리고 투르크계와 경쟁적 요소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리안 문화를 타지키스탄 정부는 강조함으로써 투르크계와는 다른 민족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즉 호라산, 박트리아, 소그드 왕조 등 투르
크 민족 이전에 이 지역을 지배한 페르시아계가 타지크 민족의 기원으로 일반적으
로 간주되어왔지만, 아리안 전통이 타지크 민족의 기원으로 인식됨으로써 타지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인도-유럽 문화의 계승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런 관점에서 박트리아, 소그드, 호레즘 등은 중앙아시아의 고대의 핵심적 민
족이다. 그런데 바로 이 왕조의 국가성은 페르시아가 중앙아시아에 세력을 확산하
기 이전부터 벌써 형성되기 시작했다. 즉 이는 타지크 민족은 페르시아계이지만,
일반적으로 투르크민족과 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우즈베크 칸국에서 우즈
베크 민족 그룹과 동일한 역사적 과정을 거침으로써 투르크민족과의 문화적 유사
성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로 강조되고 있다.
아리안 신화는 타지키스탄으로서는 학문적인 연구의 주제 뿐 만이 아니라 민족
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되었
다. 아리안 신화는 기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타지키스탄
에 부여할 뿐만 아니라 타지크인과 유럽인의 인종적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유럽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타지크 인들에게 부과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또 아
리안 신화로 민족 정체성이 부각될 경우, 세속적 문화의 공통적 정체성이 강조될
수 있어서 국가 내부적으로는 종교적 다양성,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와 같은 급진적

484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인 이념이 야기되는 내부적 문제를 방지하고 이슬람을 통한 민족 정체성을 모색하
고자 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의 의도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타지
키스탄 공화국 내에는 우즈베크 민족 그룹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우즈베
크 민족 등 소수민족들을 아리안 신화를 통해서 타지키스탄의 국가적 결속으로 이
끌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리안 신화에 대한 정체성 확
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존재하고 있다.
가푸로프와 리트빈스키는 타지크 민족의 인종적 기원이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분명히 분화된 투르크 민족들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더 초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38)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타 공화국의 민족주의의 기원을 부정함
으로써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타지크 민족에 대
한 입장도 그러한 흐름에 부합된다. 타지키스탄 내에서 아리안 신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텔리 그룹은 타지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이다. 타지키스탄의 역사적 기
원과 고대 아리안 사회를 강조할 때에 해석적 틀로 등장하는 문화 요소는 조로아
스터교이다. 2001년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가 조로아
스터교(Avesta) 수용 2,700년이 되는 해였으며, 이때 국가차원의 기념식이 열리게
되었다. 이 행사로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증대했으며, 간접적으로는
이미 이 시기부터 아리안주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조로아스터주의
는 타지키스탄의 민족 문화 창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였는데, 조로아스
터주의에 대한 타지키스탄 국가 차원의 문화 고양 정책은 조로아스터교를 자국의
강력한 종교적 요소로 간주해 온 이란과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
한다.39)

38) Marlene Laruelle(2007),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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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아스터교는 타지키스탄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종교 전문가 등에 의해 신뢰
할 만한 이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기원으로 수용되고 있다. 조로아스터교와 고대
아리안 사회는 핵심적인 역사적 과정의 일부분으로 수용되었다. 조로아스터주의는
과거 아리안 다신교주의를 유일신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된 믿음 체계이다. 그러므
로 이 종교는 노마드 민족을 정착화 하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발전되고 도시화된
사회 구조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었다. 1990년대 몇몇 전문가들은 조로아스터교를
타지키스탄의 국가종교로 공적으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즉 이들은 조로아스터주의
의 요람이 중앙아시아 사회의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며, 특히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타지키스탄에서 더욱 더 특별히 크게 부상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타지크” 용어 자체
가 모든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사용된 공식어였지만, 이는 고대어인 ‘아리안’과 동
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다.
즉 인도-유럽어족의 하나로서 타지크 민족의 정체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소위
그리스와 이집트 신화도 간접적으로 타지크 세계에 문명적 빛을 비추어왔다는 것
이 타지키스탄 학자들의 설명이다. 라흐모노프 대통령이 단언하듯, “일리아드와 오
디세이 등의 영광과 위대성은 우리들 조상들의 위대한 역사에도 나타나며,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삶과 유산의 전면에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40)는 언급을 통해 타지
크 민족은 일단의 서구 문화의 영향력을 이미 수용하고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를 국가적 정체성의 자존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리안
신화를 연구하는 타지키스탄 전문가들은 “아리아나”(Ariana) 라는 단어에 주목하

39) Marlene Laruelle(2007), p. 58.
40) Rakhmonov, E. P(1999),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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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는 아리안 민족의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리아나는 실제적으로
존재한 국가임이 증명되었고, 이 국가가 존속된 지역이 바로 현대 타지키스탄 지역
과 가깝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3. 타지키스탄의 국가 발전 과정-정치적 요소와 이슬람
현재 라흐모노프 대통령의 권력은 매우 막강하다. 즉 그는 2006년의 대선에 압
도적으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2007년경에 대부분의 정치적 라이벌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즉 2006년의 선거에서의 압승을 발판으로 정치적 실권을 완벽하게 장
악하고 있다. 1997년 내전이 종결되고 난 이후의 복잡했던 정치적 상황은 현재 대
통령의 막강한 지위로 안정을 찾고 있다. 중앙권력은 매우 강화되었다. 반면에 야
당의 위치는 매우 약화되었다. 원래 타지키스탄의 대통령인 라흐마노프는 소비에
트 연방 탈퇴 후 타지키스탄의 첫 지도자였던 나비예프가 사임한 1992년에 타지키
스탄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선출되기 이전, 면화농장의 대표였던 그는 현
재 3번째 대통령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1994년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99년 재선되면서 대통령 임기는 7년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
를 마치고 2006년 3번째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국제전문가들은 이 세 번째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하며, 야당에선 소비에트 스타일의 민주주의
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유로 당시 선거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내전 당시에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두샨베에서 있었던 이슬람주의자들과 반정부
연합군에 강력히 대처하면서 친공산주의의 행보를 줄곧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쿨랍에서 군대를 이끌면서 권력을 쟁취하였다. 내전의 와중에 대통령으로
등장한 라흐모노프는 타지크 민족의 정치적 상황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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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현재까지 강력한 통치적 질서를 회복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제
왕적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통치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야당의 세력은 매
우 약화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타지키스탄의 정치적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진정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실권이 거의 장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지키스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현저히 강화됨으로써
야당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타지키스탄의 정치 지형도는 급격한 변
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내전 시기에 강력한 야당이 출현하였지만, 이제는 야당, 특
별히 종교 정당이 아닌 세속적 정당과 운동 단체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정치의 광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타지키스탄은
내전을 거치면서 매우 큰 내부적 갈등에 직면했었다. 정치적 권력 헤게모니를 장악
하기 위한 국내의 내부적 투쟁은 사실상 타지키스탄의 사회적 발전에 악영향을 미
쳤다. 현재 점진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기본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소속된
인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이 사실상의 국회 의석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상당한 민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
부는 현재 언론, 미디어도 장악하고 있다. 방송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 라디
오와 텔레비전이 기본적이다. 30개 이상의 민영 지역 방송국이 있지만 대부분이
오락 프로그램 중심이다. 현재 200개 이상의 신문이 등록되어 있으며, 몇몇은 정부
소유이고, 대부분의 정치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몇몇 라디오 방송국은 국영라디오
방송을 답습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어츰 문을 연 두샨베 최초의 민영 라디오 방
송국은 허가를 받은 뒤 4년 이후에 첫 전파를 탈 수 있었다. 언론 권익 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자유에 명시되어 있지만, 타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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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에서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타지키스탄의 경
제적 상황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타지키스탄에는 외형적으로 인플
레이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지역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적 위기 그 자체로만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금융, 그리고 국가의 잠
재적으로 가능한 성장 요인들도 침체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지키스탄
출신으로 해외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자금이
급증하였다. 2007년에 인플레이션은 19.7% 수준이었고, 소비자 가격은 2006년보
다도 25.5%가 증가하고, 음식업을 제외한 소비재 상품 가격은 7.5% 증가하였다.
서비스는 17.1% 증가로 나타났다.41)
내전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반군의 정신적 가치의 역할을 한 이슬람의 현재적 상
황은 어떤 것인가? 타지키스탄의 종교적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이다. 타지키스탄의 문화부 종교청에 등록된 비무슬림 종교단체는 85개이다. 타
지키스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10개의 종교단체를 극단주
의 단체라는 이유로 등록을 불허하였다. 이에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부흥당, 타블
리고트 운동,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알카에다, 해방당 등이 불법단체로 규정되
었다. 타지키스탄의 헌법에는 이슬람이 공식적인 종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현재 2007년 2,842개의 등록된
모스크가 있는데, 이는 2006년보다 43개가 줄어든 수치이다. 타지키스탄 종교청은
이슬람 사원에 대한 그 어떤 압박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스크에 대
한 두샨베 시청이 주도한 광범위한 감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41) BBC News, 3 April 2008, country profile: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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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관계로 몇 개의 모스크는 철거되었다. 현재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이
슬람 등 종교적 부흥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타지키스탄 민중들이
순니 이슬람이라는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민중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체계를 가지
고 있지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추
구하는 것처럼 이슬람 부흥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강조성은 상대적으로 비해 아주
약한 편이다.
내전 시기에 IRP 등 이슬람이 내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와 타지키스탄의 종교적 상황은 다양한 이념적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공화국 전체 인구의 97% 정도인 730
만 명이 무슬림이다. 무슬림의 96%가 순니 이슬람의 하나피 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르노-바흐샨 자치구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대부분 하틀론 지역, 두샨베, 코잔드, 츠카로프스크 등의 도시가 포함된다.
전통적 관습을 추종하고 있는 무슬림 수피그룹도 존재하고 있는데, 성인들의 성
묘 방문 전통은 이 지역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전 지역에는 2,000개
의 마자르(무덤)과 성소가 존재한다. 국민들의 97% 정도가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
는 편이다. 독립 이후 모스크 예배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새롭게 모스크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은 일종의 현대 무슬림들(moderate Muslims)이며, 과거와는 다르게
신앙적인 요소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룹이다. 여전히 종교적
전통은 타지키스탄의 인텔리 계층, 정치적 엘리트들에게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이 국가에는 2007년 현재 2,840여 개의 등록된 모스크가 있다. 19개
의 마드라사(이슬람 대학이나 교육기관)가 있다. 사립 종교 학교는 등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가정에서의 가족 종교 교육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지만, 가정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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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린이 그룹에 대한 종교 교육에는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종교 정당은
1999년 헌법 수정안의 결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당시의 헌법 조문이
었던 종교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거나 추구하고 있는 당을 금지하
는 조항은 여전히 1999년 헌법에 의해서 여전히 유효하다.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
흥당 (IRPT)은 여전히 세속적인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63명의 의원으
로 구성되어 있는 타지키스탄 하원에 2명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는
현재 13명이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은
유일한 합법적 종교 정당이다. 이 정당은 사실상 내전에서 강력한 야당의 역할을
하였고, 이슬람 부흥당을 지지한 가름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는 등
매우 격심한 내전의 내홍을 겪었다. 내전 시기에 평화의 과정을 통해서 전쟁은 종
결되었지만, 이슬람 정당을 지지한 민중들의 입장에서나 국가적 입장에서나 크나
큰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 IRPT도 타지키스탄의 정국에 과거의 내전 시기만큼의 특별한 영향력을 미
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IRPT는 당의 성격을 새롭게 탈바
꿈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당의 새로운 정책 입안을 위해
더욱 더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인텔리 계급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경제, 사회,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정책의 집중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
에 이슬람 부흥당이 추구해온 종교와 전통 문화의 보존, 평화적인 공존, 그리고 국
가의 공식 기관들과의 공정한 경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42) 최근에 IRPT는 광

42)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i)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ii) 부흥당의 내부적인 이견 조율, 공
화국의 사회 그룹과의 관련 부분, 국제단체와의 관계, 국가의 정치 엘리트와의 관계 등 4개 분야에
있어 상호 연대와 정책 공조의 틀을 공고히 한다. Central Eurasia 2007 Analytical An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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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기반 조성과 당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에 공식적으로 당원은 2만 5,0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부흥당은 최근에는 타
지키스탄의 주요 긴급 현안을 논의하는 ‘다이얼로그 센터’ (Dialog Center)의 월례
회합에 적극적으로 당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독특한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타지키스탄에는 이
슬람 근본주의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
스탄과 타지키스탄, 특히 페르가나분지를 중심으로 히즈브 웃 타히르(해방당)는 타
지키스탄의 통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43) 주지하듯, 해방당
이 중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한 사람의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의
창설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단계는 3가지이다. 첫째, 종교적 인식을 고양하는 활동,
둘째, 혁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전파 단계, 셋째, 정부의 전복과 지
상에서의 완전한 권력의 획득 등이 그 단계이다. 중앙아시아에서 10년간 해방당은
정치적 목적을 의도대로 성취하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분석해본다면, 극단주
의 성향이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타지키스탄에서 해방당은 현재 코
잔드, 기사르, 자파라바드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
해방당의 이념을 전파하고자 활동 중이다. 사실상 타지키스탄의 권력구조에서 배제
되어 왔거나,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은 지역적 편중에 반대하며,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해방당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당은 타지키스탄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모든 무슬림들에게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
조하면서44)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전히 활동 중에 있다.
(2008), p. 232.
43) 해방당의 안정 저해 요소에 대해서는 Абдурахмон Махмадов(2005), p. 114.
44) 이채문(2009),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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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압두사토르 쟈바보로프가 주장하듯, 타지크 민족의 국가성의 기원은 고대의 세
계, 즉 고대성에서 발견해야하는데, 그는 국가사의 단계에서 이는 박트리아, 소그
디아 등의 국가가 해당된다고 강조하였다.45) 즉 그의 언급을 통하여 타지크 민족
의 기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인자는 고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타지키스탄의
현대사의 핵심적 문화 요소는 아리안 문명, 아리안 신화이다. 즉 국가가 이를 매우
중요시여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타지키스탄의 역사적
중요성은 고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타지키스탄 국가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언급
이 될 것이다. 즉, 하나의 국가사 에서 고대사, 고대문화사, 그리고 이에 연결되는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의 매우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단계를 설정할 때에 국
가의 기원으로서의 문화적 요소는 현대의 다양한 민족적 상황과 국가적 상황을 이
해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본 논고는 타지키스탄의 독특한 역사적 과정과 현대적 의미의 국가 발전 과정이
중앙아시아에서 매우 변별적이고 독특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인식 하에 타지크 민족
이 페르시아 문화, 이슬람, 투르크성,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시아성(asianness)이
라는 문화적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하듯,
타지크 민족주의를 규정할 때에 타지크 민족은 소그드 인의 후손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강조되든, 혹은 거대 페르시아와 순니 이슬람 그룹 민족들이 추구한 문명화
의 유산으로 확대, 해석되든, 타지크 민족의 문화 정체성, 민족 정체성의 향방은 고
대의 역사적 유산이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현대 타지키스탄의 국가지도자들

45) Абдусаттор Джабборов(2004),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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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정체성 요소를 선택하고 강조하는 가에 따라 타지키스탄의 미래적 국가
방향성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여전히 타지키스탄은 독립국가이고, 앞으
로 오랜 시기 동안 독립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강조될 것
으로 보인다. 이 국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향방에 대해서 현실정치가이든,
지식인의 입장에서든지 다양한 발전 전망이 제시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타지
키스탄의 국가발전과정은 매우 중요한 분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
앙아시아라는 하나의 구체적 지역을 설정할 때에 타지키스탄은 매우 독특한 역사
적, 문화적, 전통적 변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의 전체 권역권을 이
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적 인식을 제공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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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인식: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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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투르크멘인들이 생각하는 자민족 역사는 반만년의 긴 전통을 가진 것이다. 따라
서 투르크메니스탄 역사에 관하여 단순히 9세기 경 알타이 지방에서 현재의 지역
으로 이주한 이후의 역사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투르크메니스탄을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용어 개념 중의 일부는 일반적으로 알
려진 보편적 지식과 다른 것이 많은데 이는 투르크멘인들의 특수한 역사인식으로

46)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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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루흐나마>에서 주장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
을 통해 진정한 의도와 목표를 찾아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오구즈 칸-고르쿠트 아타-괴로글리-막팀굴리-니야조프 그리고 셀주크조의 토그룰
벡과 술탄 산자르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의 영웅화 작업은 아쉬가바트 도시의 조형
물이나 신화폐 도안의 인물로도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동시에 투르크멘 오천년 역
사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고대 도시유적 발굴사업은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였
다. 동시에 국가의 수도인 아쉬가바트의 역사에 대한 시각도 재조명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집권자들은 셀주크 시대를 주목하며 그 시대의 영광을 재현
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에게 호소하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셀
주크의 영광을 새로운 밀레니엄에 재현하고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역사 되찾기의 기본적 의식이다.

499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투르크멘인들이 생각하는 자민족 역사는 우리의 경우와 비슷한 반만년
의 유구한 전통을 자부한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역사에 관하여 단순히 9세기
경 알타이 지방에서 현재의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의 역사만 생각하는 태도는 적어
도 투르크메니스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의
기본적 자세인 해당 국가의 시각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대략 550만 명의 비교적 적은 인구와 국제적으로 낮은 국가 지명도로 인하여
투르크멘인들의 독특한 자민족 역사인식이 세계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
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투르크메니스탄에 관심이 있고 이 국가를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인식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
성이 있다.
더욱이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 1940~2006) 대통령 집권
기만 하더라도 투르크멘인들을 알타이 지역에서 이주한 종족의 후손으로 설명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심하면 인격적 모독까지 받을 만한 일이었다. 이러
한 역사적 인식은 현재의 대통령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i
Berdymuhammedov: 1957~)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적 시점에서 투르크멘인들의 역사를 고찰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 유의
미한 행동에 속한다.
그런데 학계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투르크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투르크멘 정치지도층과 학자들의 자국 역사관이 객관성과 진실성 측면에서 온전하
지 못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대개 투르크멘 종족의 형성에 대하여 알타이 지역에
서 아랄 해 북부 지역으로 그리고 현재의 지역으로 이주해 온 오구즈 계열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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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연합체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투르크와 투르크멘
의 용어가 투르크멘인들의 독자적인 사관에 입각하여 사용되고 있고 이를 보편화
시키려고 하는 등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가령 중앙아시아와 러시
아의 역사를 연구한 국내외 기존 전문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소 ‘황당한’ 내
용까지 투르크멘들의 자민족 역사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논지 전개의 키워드로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양
자의 역사적 시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투르크멘인들의
독특한 역사인식을 주요 개념으로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의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점과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이 고고
학적 발굴이나 고중세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들의 역사인식을 이해하기 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본
문의 첫 장인 2장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국가 실행 후 실현된 역사적 정통
성 확립정책의 과정에 대하여 언급될 것이다. 전 대통령 니야조프의 최대의 업적인
<루흐나마(Ruhnama)>가 중심 개념으로 선택될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보편적
으로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통적 역사관과 투르크멘식 역사관의 차이에 관해
서 주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될 것이다. 사실 본고의 핵심부분에 통용
된다고 볼 의 차이에 4장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유산
복구사업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인식과 결부시키고자
한다. 신생고 있는 경고 사정에 비추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산 복구사업
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투르크멘인들이 가지는 독특한 역사인식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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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멘식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V장에서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사에 관한 연구는 아무래도 자국의 역사고고학자 오베즈 군
도그디예프(Овез. А. Гундогдыев) 박사의 업적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입수가능한 자료인 신문이나 저널을 통한 그의 역사관은 국가에서 의도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1)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문화유산 연구원의 고고학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군도그디예프 교수는 현재 투르크멘인들의 새로운 역사인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투르크멘인이면서 모스
크바와 오슬로 등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쇼흐라트 카디로프(Шохрат Х. Ка
дыров)의 저술을 들 수 있다. 카디로프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투르크멘인들의 관습
을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이에 관한 백과사전식 단행본2)을 출간하였다. 오구즈에
관한 견해와 구체적인 투르크멘인들의 생활방식에 관한 내용이 독보적이다.3)
투르크메니스탄 역사에 관한 서구 학자들의 연구는 인접 중앙아시아 국가연구
에 비하여 그렇게 성과가 많은 편이 아니다. 바르바라 키펜호이에르-드레쉴러
(Barbara Kiepenheuer-Drechsler )교수와 아흐멧 쿠루 교수(Ahmet T. Kuru)의 논

1) О. А. Гундогдыев, Туркмены и Россия (Ашхабад, 2001); Султаны великойТуркмено-С
ельджукскойимперии (Ашхабад, 2001);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народов Туркме
нистана и Востока в системе мировойцивилизации. Материалы межд.научн.конф. (Аш
хабад, 2002); Из истории туркменскойдипломатии (Ашхабад, 2003); Туркменистан гла
зами европейских авторов XIX . начала XX в. (хрестоматийный сборник)(Ашхабад,
2008).
2) Ш. Х. Кадыров, Российско-туркмен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том I (Берген, 2001);
Русский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й словарь: быта туркменских народов в ХХ веке (Москва,
2008).
3) 참고로 카디로프의 박사(독토르)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Становление и эволюция этнополити
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у туркмен (Москв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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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 일부 내용이 역사와 문화와 관련되어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는
거의 서구중심적 가치관에 입각하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4) 연구보고서 형태
로는 UNESCO나 UNDP에서 실행한 특별 프로젝트 결과 작성된 것이 있는데 이
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아쉬가바트에서 러시아어로 발행되는 신문 <Нейтраль
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중립국 투르크메니스탄)>과 모스크바에서 발행되는 전자저널
<Туркменистан(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데 여기에는 군도그디예프 교수의 글이
많이 실려 있다.5) 그리고 니야조프 대통령이 발간한 두 권의 저서 <루흐나마
(Ruhnama)> 내용의 분석도 본고의 연구에 선행되었다.

Ⅱ. 독립국가 실현과 역사적 정통성 확립의 배경
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의식의 형성은 ‘국가독립’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매
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적 분리
주의 움직임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다. 모스크바 중
앙정부로부터 이탈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희생을 감내한 투르크멘 독립

4) Barbara Kiepenheuer-Drechsler, “Trapped in permanent neutrality: looking behind
the symbolic production of the Turkmen nation,” Central Asian Survey (March-June
2006) Vol. 25(1-2); Ahmet T. Kuru, “Between the state and cultural zones: nation
building in Turkmenistan,” Central Asian Survey (2002) Vol. 21, No. 1.
5) 상기 신문과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후자(이후 <Туркменис
тан>으로 칭함)는 역사 외에 정치나 경제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다. http: //turkmenistan.ru
및 http: //www.turkmenistaninfo.r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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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여느 소련 구성공화국들처
럼 1990년의 주권선언과 1991년의 독립선언에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변동은 투
르크메니스탄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났고 그때 국가를 책임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투르크멘 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였다.6)
니야조프는 당시에 전개되던 정치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던 공식직함을 대
통령으로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선거를 거쳐 대통령이 된 후 독립국가의 리더로서
자격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국기와 문장을 설정하고 주권과 헌법을 소유하게 된 투
르크메니스탄은 1992년부터 정식으로 니야조프 대통령을 독립국가 초대 지도자로
설정하게 되었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정작 모스크바 지도부로부터 임명한 정치인
이었지만 독립국의 지도자로 된 이후부터는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니야조프는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을 거의 갖지 않는 안정적 구도 속에서 국민들
을 결집시키기 위한 작업을 단행하는데 우선 부족주의적 정치전통7)이 강한 투르크
멘 사회를 대통령 중심의 결속력 있는 권력집단으로 결속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인민회의(할크-마슬라하트 Halk-Maslahat)’8)라는 전대미문의 권력기관을 헌

6) 투르크멘 공화국은 소련 구성공화국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였다. 천연가스
와 면화 등의 자원은 풍부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모두 통제했기 때문에 공화국에 혜택이 되지 않았
다. 따라서 투르크멘 국민 대다수의 경제수준은 높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7) 투르크멘인들의 부족주의적 전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부족으로는 테케
(Teke), 요무트(Iomut), 예르사리(Ersary), 살리르(Salyr), 사리크(Saryk) 등 5대 부족이다. 투
르크멘 유목민의 부족주의적 전통은 1인 절대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족대표간 전원합의제에 의하
여 운영되는 방식이 특징이었다.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전통은 인민회의로 반영되었고 어
느 누구도 인민회의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다. Paul Georg Geiss, “Turkman tribalism,”
Central Asian Survey (1999), Vol. 18, No. 3, p. 348.
8) 인민회의는 투르크메니스탄 구헌법 제45조부터 51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전문은
www.turkmenistan.ru/index.cfm?r=8&d=3128&op=viw 에 있으며 해당 사항은 다음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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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하여 국가 최고의 기관으로 설정하였다.9) 다른 하나는 대통령 직속의 역
사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투르크멘 역사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동시에 대통령 자신이 주도한 국가부흥운동(Galkynysh: The National Revival
Movement)이 1992년 말에 조직되어 범국가적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을 정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루흐나마>의 저술이었다.
본 항목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고찰하여 투르크멘인들의 자
민족 역사의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역사연구 관련 국가기관의 설치와 활동
1990년대의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바로
국가독립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일이었고 동시에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결집시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바로 소련 시기에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는 투르크멘 민
족과 국가의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한 니야조프 대
통령은 1995년에 영세중립국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역사연구 사업에 착수하였다.

리함. http: //www.centrasia.ru/newsA.php?st=1061410980 (2009.5.20 검색). 베르디무하
메도프 대통령 집권기인 2008년에 9월 26일에 개최된 인민회의에서는 1) 인민회의의 폐지와 동시
에 인민회의의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Mejlis)에 분산, 2) 국제규범에 적합한 헌법개정 등이 결정되
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변화에 관해서는 다음 문건을 참조.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 and Human Rights, TURKMENISTAN
EARLY PARLIAMENTARY ELECTIONS 14 December 2008, (Warsaw: 20
October 2008).
9)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25 октября 2005. 2005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인민회의에
서는 이듬해 말에 정원을 헌법상 2,507명에서 2,800명으로 늘이기로 결정하고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2006년 12월 니야조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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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립 투르크메니스탄-중앙아시아-동양 민족문화유
산 연구원(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Туркме
нистана,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Восток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Туркменистана)’10)이
설립되어 연간 1회씩 국제학술회의가학술 설아쉬가바트에서 개최되었다. Ù설기관
은 전 세계학학자들을 초빙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와 문화연간옠수성을 논но
는 학술연간장을 마련о는 동시에 신생국가의 본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학술저널 <Miras>가학투르크멘어, 러시아어, 영어로 발간되고 있다. 그리
고 투르크메니스탄 국립 문화유산센터(Туркмен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культ
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Мирас(미라스)≫와 행정부서로서 문화통신부(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страны)가학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와 문화연간
중요성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다.11) ос히 ‘국립 투르크메니스탄-중앙아시아-동양
민족 문화유산 대학원’연간고고인류학과학학과장 오베즈 군도그디예프(Овез Гунд
огдыев) 교수는 대통령연간의지를 잘а)’한 역사 논문을 자주 발표하고 있다.12) 이
들은 한결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를 오천년의 역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고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와 구체적 유적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 동 연구원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민족 문화유산 연구실, 중앙아시아 및 동양 민족문화유산 연구실,
고고인류학 연구 및 번역교정실 등 3개의 학문적 부서가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000
권이 넘는 단행본, 연구논문 등이 아쉬가바트, 모스크바, 카잔, 상트페테르부르그, 베네치야, 이스탄불,
앙카라, 키예프, 바쿠, 테헤란, 뉴델리, 알마티에서 발간되었다. http: //e.library.science.gov.tm/
organizations/cultural_legacy/ 참조.
11)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13 октября 2005.
12) Там 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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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흐나마> 발간의 의의
오늘날 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알기 위해서 <루흐나마>의
내용을 아는 일은 필수적이다. <루흐나마>는 니야조프 대통령이 1999년에 이미
종신대통령의 지위에 오르고 명칭 또한 ‘투르크멘바쉬(투르크멘인들의 아버지)’를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조국과 역사 그리고 국민의 도리에
관한 개인적 신념을 주장한 책으로서 2001년에 제1권, 2004년에 제2권이 발간되
었다.13) 제1권의 내용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와 투르크멘인들의 역사적 기원에
대하여, 3년의 시차를 두고 발간된 제2권은 주로 투르크멘인들의 도덕적 규범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적어도 니야조프의 재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루흐나마> 제2권이 발간된 이듬해인 2005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아쉬가
바트에서는 ‘성스러운 루흐나마와 세 번째 밀레니엄 문화-문명의 상호관계’라는 주
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하여 터키, 러시
아, 중국, 일본, 인도 등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루흐나마>에 대한 평가와 투르크메
니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주제들을 발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비판적이었기보
13) 원본의 언어는 투르크멘어, 러시아어, 영어, 터키어 네 가지이며 그 외 원본을 토대로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 현재까지 대략 41개 국어로 출간되었고 한국어판도 2007년에 제
작되었다. 대개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외국기업에 자국 언어로 번역해 줄 것을 조
건으로 하였고 대통령 자신도 책 선전을 위하여 후원하기도 하였다. 현재 <루흐나마> 자체 홈페
이지(http: //www.ruhnama.info)가 구축되어 원문으로 읽어볼 수 있다. 한글판은 사파르무라트
투르크멘바쉬 저, 김유숙 역, <루흐나마 I> (한-중앙아문화교류협회 중앙아시아연구소, 2007); 사
파르무라트 투르크멘바쉬 저, 김정숙 역, <루흐나마 II> (한-중앙아문화교류협회 중앙아시아연구
소, 2007) 등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루흐나마 I>을 참고하였기에 단순히 <루흐나마>로 표기한
다. 한글번역본에는 ‘투르크멘인’을 ‘투르크멘’으로 표기하는 등 일부 번역상의 문제를 발견하여
필자가 다소 교정하여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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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었다.14) 니야조프의 축사와 함께 시작
된 동 학술회의는 국립문화센터인 ‘미라스’, 주무 부처인 문화통신부 등이 주관하
여 이루어졌고 초청경비 일체가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역사유적지의 방문이 제
공되어 국가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알리고 대내적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려는 니야조프의 의도
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국제학술회의였던 것이다.15)
사실 학술회의 이전에 이미 투르메니스탄 국민경제대학 엘리 오블랴쿨리예프(Е
ллы Овлякулиев)는 <루흐나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책이야말로 투르크멘인
들의 정신을 인도하는 일종의 정신적 지침서, ‘영혼의 책’(글자그대로 번역하면)으
로 결론내리고 있다.16)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자로서 지극히 당연히 취했던 태도였다. 역사적 사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루흐나마>의 내용에 대해 특별나게 반박할만한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일정한 의미를 부여해도 상식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문제는 니야조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
나 책 중간중간에 대통령 자필 초고가 제시되고 있는 점, 평상시 사고력이 깊고 글
쓰기에 취미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필 저서에 더 많은 비중이 간다. 그
러나 저서의 필자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내용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니야조프 대통

14)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12 октября 2005.
15) 학술회의 개최 전에도 이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간행되는 신문과 저널에서 <루흐나마>에 대한 홍
보 기사가 수없이 실렸으며 전반적으로 찬양에 가까운 어조를 가지고 있었다. <Нейтральный Т
уркменистан>, 5 октября 2005.
16)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16 апреля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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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자신이 책의 내용에 만족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코 독단적인 판단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책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학술회의를 통해 검증을 받고 싶어 하
는 점 등은 니야조프 대통령의 자신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학술적 검증이 목표가 아니겠지만 니야조프는 대외적 출판과 학술회의를
통한 형식을 통하여 일정한 권위를 <루흐나마>에 부여하겠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
할 것이다. 책 자체가 학술적인 것이라기보다 사변에 가까운 교훈서이며 구체적인
데이터보다 생각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많은 투르
크멘인들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루흐나마>를 신성시하고17) 그 내용을 믿고 있다
는 점이다.
<루흐나마>는 각 가정에 배포되어 평상시의 독서를 강요받았고 학교에서도 의
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외국으로부터 지나친 독재정치의 실행으로 비난받
았던 것이다. 사실 니야조프 자신은 <루흐나마>를 제2의 코란으로 간주되기를 희
망했던 국가지도자였다.18)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특이한 정치 스타
일로 인하여 많은 정적을 만들어 국외로 추방시켰는데 비단 정치인이나 관료뿐만
아니라 학자 또한 포함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걸출한 업
적을 도출한 바 있는 쇼흐라트 카디로프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노르웨이

17) 학술회의 주제 자체도 ‘신성한(혹은 성스러운) 루흐나마~’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에서 당시에 <루
흐나마>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권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13 октября 2005.
18) 니야조프의 저술활동은 <루흐나마>에서 끝나지 않았다. 니야조프는 시와 산문 등의 문학적 형태
를 취한 새로운 저작 <마흐리바늘라림(Mȃhribanlarym)>을 2005년에 발간하고 대대적으로 선
전한 다음 각 가정에 배포하여 읽게 만들었다.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17 октября
2005, 참조. 역시 이 책 또한 문학을 통한 교훈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었으나 이듬해 니야조프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후임 대통령인 베르디무하메도프
의 저술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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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에서 활동하면서 2008년에는 모스크바에서 “20세기 투르크멘인들의 관습”
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인민회의’에 대한 항목은 있어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루흐나마’에 대한 항목은 들어있지 않다.19) 이러한 사실을 보면
<루흐나마>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투르크멘인들도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최소한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에서는 그 권위가 유효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서구학자가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루흐나마>는 고대 투르크멘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합리화하고 동시에 투르크
멘인들의 가치와 문화유산 및 무용담(오구즈 칸과 괴로글리와 같은)을 강조하고 있
다. 그리고 ‘고대 민족’의 수사학 너머에는 투르크멘 부족의 단합과 투르크멘 전통
명마, 카펫, 개 등과 같은 투르크멘 명물의 특성도 강조되고 있다. <루흐나마>의 핵
심은 투르크멘인들이 황금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곧 <루흐나마>는 투르크
멘인들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는 일종의 지침서인 것이다.”20)

<루흐나마>의 존재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체제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는 것은 기념일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서 발견된다.21) 물론 베르
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루흐나마>의 과도한 신격화를 방지하고 학교에서도 교육
강요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 조정을 하고 있다. 분명히 이 점에서 니야조프와
차이를 두고 있는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스스로 니야조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루

19) Шохрат Кадыров, Русский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й словарь: Быта туркменских народов в
ХХ веке (Москва, 2008) 참조.
20) Barbara Kiepenheuer-Drechsler, op. cit., pp. 131-132.
21) 2009년 9월 11일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루흐나마>를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
었는데 여기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루흐나마> 책자가 전시되었다. http: //turkmenistan.ru
(2009.09.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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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나마>의 권위를 무시할 정도로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Ⅲ. 전통적 역사관과 투르크멘식 역사관의 차이에 관한 내용
투르크메니스탄 역사에 관한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시각은 학자마다 국가마다 다
소 차이가 있겠지만 2004년에 알마티에서 발간된 <Тюрские народы(투르크 제민
족)>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비교적 설득력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생
각은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제로 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는 이미 BC 6천 년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
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주업은 농경생활이었다. … 투르크멘인들의 역사는
이전에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BC 500~
600년 무렵에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는 마르기아나와 파르티아 지역이 경제적으
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아케메니드 페르시아 왕조의 지배 하에 있었다.
BC 4세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BC 3세기부터 약 400여년 동안 파르티아 왕조가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서 번성
하였다. 파르티아 왕국의 수도는 바로 니사였다. 이 시기의 주요 경제는 농경과 목
축이었다. AD 224년에 사산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 왕국을 멸하고 투르크메니스
탄 남부 지역을 장악하였다. AD 1세기 중엽에 아랄 해 주변 지역으로 흉노족들이
진출하면서 토착 유목민들과의 흉노족들의 동화가 오랜 동안 지속하게 되었다.
AD 1세기에 투르크메니스탄 북부지역에서 형성된 종족 중 하나가 바로 알란족들
이었다. 5세기 중엽에는 에프탈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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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엽에 에프탈은 돌궐족에게 복속당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토착 유목부족
들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돌궐족에게 복속되면서 투르크화하기 시작하였다. 돌궐
국이 붕괴되자 카스피 해 연안지역의 스텝과 다히스탄 지역에서는 지방 토호가 중
심이 된 독자적인 지방정권이 출현하였다. 7세기 중엽에는 아랍군대가 투르크메니
스탄 영역을 점령하였다. 이때 대부분 이슬람을 종교로 받아들였다. 716년에 아랍
칼리프는 카스피 해 연안에서 아무다리야 강에 이르는 투르크메니스탄 남부 지역
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9~10세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영역이 타히르조와 사만
조에 편입되었다. 이 시기에 무역과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우르겐치, 니사, 아비베
르드 등의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다.
9~11세기에 시르다리야 강 중하류 지역과 카스피 해 동부해안 지대에 투르크어
를 사용하는 오구즈 종족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8세기에 이미
이슬람을 수용한 부족들이었다. 1040년에 셀주크 부족을 중심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일대가 통합되면서 오구즈 부족은 투르크멘 민족 형성의 중심 부족이 되었다. 오구
즈 부족은 기존의 토착 정착민들과 혼혈을 이루면서 투르크멘인으로 불리게 되었
다. 투르크멘 구어가 형성된 것도 이 시기에 해당하였다. … 13~14세기에 걸쳐 투
르크멘 종족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무리의 중심부족은 살리르, 야지
르, 알릴리였고 이들은 오래전부터 투르크메니스탄 북부지역, 우스튜르크 고원 및
망기쉴라크 반도 지역에서 상호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거주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투르크멘 종족형성의 과정은 인근의 타지크족이나 우즈베크족의 경우에 비하여 판
이하게 달랐다.”22)

22) Б. Аяган (ред.), Тюрские народы (Алматы, 2004), с.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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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정통 역사서술이나 <루흐나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오구즈’의 기원에 관한 견해, 투르크멘 종족 형성의 시기
와 과정, 투르크와 투르크멘 용어에 관한 견해 등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
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오구즈에 관한 개념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족들이 투르크멘 종족의 혈연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스
키타이인, 마사게티인(Massagetae), 다흐인(Dakhs), 알란인(Alans), 훈족(Guhns),
에프탈인(Ephtalytes), 사르마트인(Sarmats)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투르크 언
어를 사용하던 오구즈 - 아랍문헌에는 Guzz, 비잔티움 문헌에는 Uz - 그룹이 투르
크멘 종족의 기원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일부 저자(중세 및 현대)는 오구즈와 투
르크멘을 동일한 종족으로 간주한다. 가령 비루니(Abu Reihan Biruni) 는 “오구즈
가 이슬람을 수용했을 때 그는 투르크멘인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르크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선조인 오구즈 칸의 이름을 따서 종족명이 만들어졌다.23)
이와 같이 보통 투르크멘인들의 형성은 9-10세기에 알타이 지방에서 이주해 온
오구즈 계열의 투르크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오구즈의 본토
는 현재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이 아니라 알타이 지역이며, 투르크어를 사용하고
유목생활을 하며 이주해 온 집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오구즈 계열의 투르크
민족의 주권국가로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를 들 수 있다.
23) 그런데 오구즈 칸의 손자 중의 한명의 이름이 베체네(Bechene)였다. 러시아역사에서 서술되고 있
는 베체네 자손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페체네그족(Pechenegs)이었는데 이것은 사람이름 베체네에
서 파생된 것이었다. <Туркменистан> декабрь 2007. с.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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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니야조프는 2000년 9월에 25,000여권에 달하는 역사서적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역사서들이 투르크멘인들의 기원을 알타이 지방에 근거를
두었고 이후 현재의 지역으로 이주해 온 집단으로 묘사했다는 점 때문이었다.24)
<루흐나마>에는 투르크멘인들의 역사가 5천년 이전의 시기 노아의 시대, 오구
즈 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25) “투르크멘인의 역사는 노아 홍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투르크-이만(Turk-iman)으로 불리는데 오구즈 칸으로부
터 기원한다. 오구즈의 24개 씨족은 오구즈 칸의 24명의 손자들로 구성되었다.”26)
사실 오구즈 칸에 대한 인식은 전혀 사료적 근거 없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세기의 일 칸국의 재상이자 학자이던 라시드앗딘(Rasȋd ad-Dȋn)의 역사서(集
史)27)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전술한 오구즈 칸에 관한 스토리인 것이다.
동 저서에 따르면 오구즈는 노아의 삼남 야벳(투르크인은 야벳을 아불제 칸이라
칭함)의 아들 딥 야쿠이의 네 아들 중 장남 카라 칸의 아들(즉 노아-야벳-딥 야쿠
이-카라 칸-오구즈)로 설명되고 있으며 통치권 확보를 위한 유혈 투쟁에서 승리하
여 종족의 대표(칸)가 된 후 탈라스와 사이람에서 부하라까지 영토를 확보하였다고
기술되고 있다.28)
니야조프 대통령은 이러한 라시드앗딘의 저술내용을 자민족 계열로 간주되는
오구즈로 연결시키고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1889년
에 발견되어 4년만에 해독된 오르혼 비문의 내용을 <루흐나마>에 인용하는 것으

24)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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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et T. Kuru, op. cit., p. 77.
<루흐나마>, p. 9.
<루흐나마>, p. 78.
라시드 앗 딘 저, 김호동 역주, <부족지> (사계절, 2002), 제1편 오구즈족 pp. 101-123 참조.
<부족지> pp.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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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되었다.
“‘오 오구즈의 통치자들이여! 멈추어 서서 들으시오! 신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거
나 혹은 지구가 둘로 갈라지지 않는 한, 누가 너희의 전통과 나라를 방해하겠는가?’
이같은 사실은 오구즈, 즉 투르크멘인의 영속을 말하며 독립 국가로 존재하고 싶은
우리의 기원을 강조하는 것이다.”29)

오구즈 계열을 전설적인 인물로 통상 설명하는 오구즈 칸으로 해석한 투르크멘
대통령의 의지는 투르크멘 역사를 반만년의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투르크
멘인들의 오구즈에 대한 집착은 대통령 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베르디무하메
도프 대통령은 2007년 2월 14일에 행한 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 구르반굴리 먈리크굴리예비치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독립국이며 중립국인 투르
크메니스탄의 대통령직을 수락하면서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이행하고 모든 투르크멘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 오구즈 칸 자손의 영광을 새롭게 드높이며 …”30)

상기에서 살펴본 자료를 보면 투르크멘인들은 보통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는
오구즈 칸의 후손들이며 본래의 지리적 토대도 현재의 지역과 크게 벗어나 있지
않고 역사성 또한 오천년 이상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언제 ‘투르크멘’이라는 용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오구즈 종족
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어쨌든 투르크멘인들은 <루흐나

29) <루흐나마> pp. 150-151.
30) http: //www.turkmenistan.ru/?page_id=12&lang_id=ru&elem_id=9318&t… (2009.10.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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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구즈 칸의 후예들로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투르크어 사용 종족에만 국한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사학계
에서 이란계로 분류되는 파르티아인, 알란인, 에프탈족 심지어 돌궐족마저 오구즈
칸의 후예인 오늘날 투르크멘인들의 조상이거나 최소한 혈연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고 보는 것이다.
2. 투르크멘인 기원에 관한 학설에 관한 논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투르크멘인’ 형성에 관한 전문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고찰
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오구즈 개념과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 다시 <루흐
나마>에서 발견되는 역사적 시각의 근거를 제공한 라시드앗딘의 견해부터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또한 오구즈의 자식들로부터 24개의 지파가 출현하였는데 ｢명단｣에서 기술한 것
처럼 각각 별도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투르크만 사람들은
전술한 이 종족의 후손이고 오구즈의 24개 지파의 자손이다. 투르크만이라는 이름은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오구즈의 종족들이 자기 고장을 떠나 河中지방(트란
스옥시아나: 필자주)과 이란 땅으로 와 그 지방에서 출산하고 번식하게 되자, 물과
공기의 영향으로 그들의 외모가 점차 타직(Tȃzhik)인과 비슷하게 변해 갔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의미의] 타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직 종족들은 그들을 ‘투르크만’,
즉 ‘투르크와 비슷한 [사람]’이라 부른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 이름은 오구즈 종족의
지파들 전부에 대해서 적용되었고 그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31)

31) 라시드 앗 딘 저, 김호동 역, ｢부족지｣,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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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드앗딘에 의하면 ‘투르크만(멘)’이라는 용어는 타직인들이 오구즈계 투르크
인들에 대하여 불렀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그 시기는 불분명하며 단지 ‘옛날’
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는 점이다. 투르크족이 언제부터인가 타직인들의 땅으로
이주해 온 후 세월이 흐르면서 현지 타직인들과 혼혈을 이루면서 새로운 종족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의 외모는 타직인과 비슷하게 되었지만 순수한 타직인이 아니라
투르크인과 비슷한 형태의 종족으로 분류되어 타직인들에 의하여 ‘투르크멘’이라
는 종족명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 시기의 인류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쥐키예프(А. Джикиев)의 견해는
위와 다르다. 쥐키예프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투르크멘인은 오구즈인들이며 오구즈인 자체는 이주해 온 집단이 아니라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의 토박이들이었다. 투르크멘인은 본래 현재 지역의 원주민이었
고 후에 고대 투르크인과 오구즈계가 흘러들었다.”32)

쥐키예프는 고대와 중세기의 종족을 구분하고 있다. 고대 투르크인의 침투는 기
원전후의 시기에 시작하여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후 마침내 11세기에는 새로운
종족이 형성되었는데 즉 고대 투르크인과 고대 토착인과는 외모가 다른 새로운 인
류학적 특징을 가진 투르크멘인이 그것이었다. 14~17세기 시기에 살리르 연맹(Са
лырская конфедерация)은 5개 종족을 합친 것이었는데 즉 사리크(сарыки), 살로
르(салоры), 예르사리(эрсари) 등(오구즈-투르크 기원을 가지고 있음)과 요무드(йо

32) Шохрат Кадыров, Русский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й словарь: Быта туркменских народов в
ХХ веке (Москва, 2008), с.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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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уд)와 테케(теке) 동맹 등이었다. 16~18세기는 카라쿰 일대 오아시스 지대로의
이주가 특징적이었고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인구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7세기 말에 시작된 테케족의 재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시
도는 투르크멘 종족에서 테케족의 분화를 뜻하는 일이었다. 투르크멘-테케족은 타
종족과 달리 지역발생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테케족 구성에는 고중세 오구즈 시
기의 투르크적 구성요소를 덜 지니고 있다. 쥐키예프에 의하면 오구즈-투르크멘인
은 새롭게 이주해 온 종족이 아니라 토착민들이었으며 동시에 투르크멘 민족(супе
рэтнос)의 구성 종족으로서 투르크멘-테케족의 존재에 주목하였다.33)
이와는 달리 바실레예바(Г. П. Васильева) 의 견해는 오구즈의 출현을 중세기
로 보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영토에서 발생했던 토착민과 이주민의 혼합 선착
자와 후착자의 혼합 등으로 종족발생이 이루어졌다. 고대시기의 혼합층을 형성한
것은 아랄-카스피 해 지역과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남부 오아시스 지대의 이란어
사용 주거민들이었다. 흉노 및 심지어 파르티아-캉규트 시기의 중앙아시아 서부 지
역 투르크멘인들과 고대 이란어 사용집단 간의 종족적 연속성과 문화적 비단절성
이 추적된다. 6세기부터 투르크화가 이루어지고 9세기부터는 오늘날의 투르크메니
스탄에서 토착민의 오구즈화가 이루어진다.”34) 바실레예바 주장의 근거는 각종 유
적지에서 출토된 부장품의 성격을 분석하고 기타 다른 지역의 것과 비교하는 방식
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바실레예바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달한다.
“(투르크멘) 종족형성의 완성은 스텝 유목민과 정착 호라산인들의 혼합으로 이루

33) Там же, с. 22-23.
34) Там же, с.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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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투르크멘 종족의 문화 상호작용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은데 즉 한편으로는
투르크멘-에르사리와 요무드 족의 친근성, 다른 한편으로는 투르크멘-테케와 사리크
(сарык) 족의 친근성을 들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뉘는 여성 장식품에 대한 종족성 특
수성 연구는 가능하다. 스키타이-사르마트-알란 그룹은 볼가-북카프카즈 일대 종족
여성의 장식품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서 투르크멘 종족의 형성에 오세티아 종족, 알
란족이 개입되어 있고 11세기에 우스트유르타(Устюрта)에서 고착화되었다. 오세티
아 영토에서 출토된 15~16세기 시기로 추정되는 중세기의 고르노-잉구세티아 고분
발굴품에서 요무드족의 장식과 6~8세기 북카프카즈 알란인들의 장식품 간의 유사성
이 발견되었다. 투르크멘인들의 장식품은 고대 투르크인 공동체와의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축제복장의 청동-은제 금속판과 허리띠).”35)

이러한 주장들과 함께 두르디예프(М. Дурдыев)의 견해 또한 새로운 부분을 인
식시켜주고 있다. 두르디예프 견해의 핵심은 쥐키예프처럼 투르크멘인의 원주민론
이었다. 그러나 두르디예프에 의하면 투르크멘인은 오구즈가 아니었으며 오구즈는
동쪽에서 온 종족으로 보았다. 투르크멘인의 상당수가 그 기원을 오구즈 칸에 두고
있는데 반하여 두르디예프는 ‘투르크멘인은 오구즈의 핵심이 아니며’ 또한 유목민
도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리스토프, 바르톨드, 톨스토프, 아불가지와는 달리
투르크멘인들은 고대 농경전통을 가진 원주민들이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두르디예
프 이전에도 개별 저자들이 오늘날 투르크멘인들의 근거지는 투르크메니스탄 남부
지역이라는 것이며(Марков), 투르크멘인들은 유목민이 아니라 반농반목민(Т.А. Ж
данко)이며 오늘날 투르크멘인들은 동쪽에서 이주한 종족보다는 고대시기의 원주
민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36)

35) Там же, с. 25.
36) Там же, с.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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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연구자들은 투르크멘인의 고대인 성격을 말사육과 카펫짜기의 전통
에 두고 있다. 그러나 두르디예프에 의하면 투르크멘인들의 원주민성의 주된 증거
는 전설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이들의 길게 딴 머리모습에서 보았다. 따라서 인위적
으로 길게 딴 머리모습은 투르크멘인들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러한 관습은
특히 가축사육을 하던 사람들 즉 이주해 온 사람들이 토박이들(원투르크멘인: 다흐
족, 마사게트족)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가 되었는데 이들은 자녀들에게 머리를 길게
땋게 하였다. 흥미롭게도 머리를 길게 땋는 것은 농경민(게오클렌족)보다는 투르크
멘-유목민들(테케족, 요무드족)에게 많이 보여 진다는 점이 특이하다.37)
투르크멘인들은 종족발생학적으로 파르티아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투르크멘인
들의 건축재료와 지형학 그리고 말사육 전통에서 증거가 된다. 북카프카즈 고분에
서 발견된 장식품의 유사성으로 볼 때 나중에 투르크멘인의 종족형성에 알란인(오
세티아와 잉구시인의 선조)과 에프탈인(투르크메니스탄 남부의 원주민)의 영향이
있었다. 두르디예프는 투르크멘의 종족형성에 동쪽 투르키스탄 지역에서 이주해 온
오구즈족의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구즈족과 함께 ‘투르크멘’ 종족명이 출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이 ‘나는 투르크인이다’도 아니며 ‘투르크족들의 공
동체이다’라는 뜻도 아니며 단지 ‘투르크인과 유사하다’는 뜻이라는 것이다.38)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구즈와 투르크멘의 관계에 대한 학설은 다양하며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복잡하기까지 하다. 바로 이점은 오히려 니야조프의 국가역
사관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 역사적 정통성 수립에 필요한 부분만

37) Там же, с. 25-26.
38) Там же, с.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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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투르크멘’이라는 용어는 중세기(대략
9세기)에 나타난다는 점이며 투르크멘인들이 알타이 지방에서 이주해 온 종족이든
고대 시기부터 살고 있던 정착 종족이든 많은 종족들의 혼혈로 생성되었다는 일이
다. 니야조프 자신은 오랜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란계 종족(파르티
아) 더 나아가 전설적 인물이 오구즈 칸으로 연결시켜 이를 모두 투르크멘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이것은 <루흐나마>의 역사주장의 신뢰도에 문제를 안겨 주었다. 니
야조프는 다음과 같이 강변하였다.
“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룩한 오구즈의 업적은 부정할 수 없다. 파르티아국, 가
즈나조, 셀주크조, 쿠냐우르겐치는 세계 역사-정치적 발전에 영향을 끼쳤으며 문화경제적 영역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아랍과 이란 태생의 역사가들은 이 역사들을 이란이나 아랍국가와 연관시키려
했고 후에는 그것을 일반화시켜 터키의 것으로 만들었다. 소비에트 시대에서 자란
우리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것들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이 역사가들의 숨겨진 의
도를 인식하지 못했다.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되풀이할 뿐 그들의 이론들이 제국주
의적 목적으로 나라를 침범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역사책을 탐독했을
때 ‘투르크멘’이 들어갈 자리에 ‘투르크’로 탈바꿈되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50년
이상 사용되었던 것이다.”39)

한 마디로 말해서 니야조프의 견해는 ‘투르크’ 대신 ‘투르크멘’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이며 그 결과 일반적 학술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괵투르크(돌궐), 카라한
조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가즈나조 투르크, 심지어 오토만 투르크 등에 대해 각각
괵투르크멘, 카라한조 투르크멘, 셀주크 투르크멘, 가즈나조 투르크멘, 오토만 투르
39) <루흐나마>, pp.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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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멘 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40) 본고는 처음에 언급했듯이 투르크와 투르크멘의
용어의 적절성과 타당성 문제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용
하고 있는 역사용어 중의 일부는 이와 같이 보편적 지식과 다른 것이 많음을 지적
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투르크멘인들의 특수한 역사인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있
다. 그리고 <루흐나마>에서 주장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통해 진정
한 의도와 목표를 찾아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개 투르크멘인들은 부족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미개하며 야만적이고 타 민족
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약탈하는 잔인한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41) 이러한 지적
에 대해 니야조프는 <루흐나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투르크멘인은 약탈자이며 자비심이 없는 무자비한 살인자들이고 매우 거친 무리
들로 한 동네에서조차 서로 죽이고 천막 안에 살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무식한 유목민이라고 묘사되었다. 이러한 부당하고 불쾌한 주장은 정치적인 경향이
짙은 것으로 투르크멘인의 신화와 같은 과거를 왜곡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은 수 세
기 동안에 있었던 역사 발전의 공헌과 러시아인들의 침략 행위 그리고 투르크멘인
사람들을 포로로 삼은 일 등을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하였다.”42)

<루흐나마>에서 설명되고 있는 투르크멘인들의 심성은 이웃을 존중하고 타인을
아무 이유없이 공격하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역사 또한 오천

40) <루흐나마>, pp. 214-237.
41) 이러한 주장은 ‘The Great Game’의 저자 피터 홉커크의 논조에서 발견된다. 그는 자신의 저서
에서 투르크멘인들의 부족주의적 근성과 사나운 공격성, 약탈성 등으로 설명하였는데 필자 또한
지난 학술회의에서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한글판 역서는 다음을 참조. 피터 홉커크 저, 정영목 역,
그레이트 게임(사계절, 2008).
42) <루흐나마>,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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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가지고 있는 뿌리가 깊은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평화애호주의를 강조한
<루흐나마>의 목표는 독립국, 중립국으로서의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적 태도를 분
명히 하고 일반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투르크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종
의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소련 붕괴 이후 이데올로기적 혼
란에 처해했던 정신적 공황에서 투르크멘인들의 민족적 정신을 자각시키고 국민적
단결을 유도한 후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니야조프의 <루흐나마>
는 그 자체로는 대내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외적인 비판과 비
난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념적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의 지침서를 공개한 것은 투르크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독재자로서의 위상을 초
월한 것이었다.
니야조프는 <루흐나마>가 역사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내용의 출발
은 역사적 서술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투르크멘인 오천년의 역사개념
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독특한’ 것이었다.43) <루흐나마>에서 설명
되고 있는 투르크멘인의 정신적 가치가 구현된 오천년 역사구도는 다음과 같다.
3. 투르크멘인 오천년 역사의 구도
루흐나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투르크멘인의 정신이 구현된 첫 시대는
BC 5,000년부터 AD 650년까지이다.44) 이 시기에 국가적인 정신적 지도자는 오
43)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9 апреля 2005. 옐리 오블랴쿨리예프(Еллы Овлякулиев)
교수(인민경제대학)의 글.
44) 이 부분에 대해 필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오천년 역사를 말하면서 사실은 7,000년 역사가 되
는 셈이다. BC 5,000년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오천년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이다. 니야조
프의 단순한 실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바로 이점 때문에 최소한 역사부분에 관한 한 책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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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즈 칸이었다. 그는 꾸밈이 없고 정직한 투르크멘인으로 일했다. 이 시대의 상징
은 황소였다.”45)
이 시기는 노아의 시대 무렵에 해당하는 오구즈 칸의 활동과 파르티아 국가 등
이 생성된 시기가 해당하며 대체적으로 이슬람이 투르크멘인들의 땅에 수용되기
이전 시기를 일컫는다. 이후 10세기 이전까지는 새로운 특징을 가진 시기로 구분
하였다.
“투르크멘 정신의 두 번째 시기는 AD 650년경에서 시작된다. 이 시기는 투르크
멘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던 시기다. 이 시대에 투르크멘인들은 항상 이동해
다녔고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였다. 투르크멘인들은 “움직
일 수 없게 하지 말아라”라는 오구즈 칸의 명령에 감동을 받았다. 제2기의 투르크멘
정신적 지도자는 고르쿠트 아타(Gorkut ata)46)이다. 고르쿠트 아타는 그의 의지에
따라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투르크멘인 영혼에 새로우면서도 독특하며 이해력 있는
공간을 발견했다. … 황소 상징은 늑대로 바뀌었다.”47)

확실히 투르크 종족의 대대적인 이동을 상징하는 이 시기는 유목민의 특성이 두
드러지는 특징을 가졌는데 황소에서 늑대로 상징을 전환한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어서 투르크멘인들의 정신은 10세기부터 활발하고 팽창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
도가 낮아지기도 한다. 그리고 사실 노아의 시대나 오구즈 칸의 시대 모두 정확한 연대추정이 어
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략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적 시각으로 볼 때 투르크멘 오천년 역사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으며 생각해 보면 한민족의 역사도 반만년이라고 하지 않는가.
45) <루흐나마>, 279쪽.
46) 고르쿠트 아타는 오구즈 계열 투르크 종족의 영웅으로 서사시에 전해진다. <루흐나마>에서도 여
러 차례 언급되듯이 투르크멘 민족과 국가의 중추적인 인물에 속한다.
47) <루흐나마>, 280-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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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멘인 정신의 세 번째 시기는 10세기부터 17세기까지이다. 투르크멘 정신
이 전 세계에 알려진 시대로 세계 역사는 이 시기에 많은 투르크멘 나라들이 존속했
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위대한 셀주크국, 오토만제국, 가라고운리(흑양조-필자
주) 그리고 아크고운리(백양조-필자주) 등이 그 당시 명성을 날렸으며 이를 통하여
투르크멘인 정신의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성공을 엿볼 수 있다. 전설적인 영웅 괴로
글리(Gőrogly)48)는 그의 의무를 헛되이 수행하지 않았다. …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
자는 괴로글리였다. 이 시대에 오구즈 투르크멘들은 역사에 영구적인 위치를 차지했
다. … 이때의 상징은 독수리였다. 독수리는 무척 활동적이고 원기왕성하다.”49)

17세기 이후부터 20세기에 해당되는 네 번째 시기는 투르크멘인들에게 가장 힘
들고 어렵던 시기로 간주되고 있다. 이 시기에 투르크멘인들의 독립적인 정신이 외
세에 의하며 상실되기 시작한 것이다.
“투르크멘인 정신의 네 번째 시대는 17세기부터 20세기의 시대이다. 이 시기에
… 국민정신의 역사적 창조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 투르크멘인은 자신의 전통과
행로를 바꾸면 패배하고 만다. …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막팀굴리(Magtymgul
y)50)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왔다. 그는 전체 투르크멘 국가들을 감명시켰다. 막팀

48) 괴로글리 또한 투르크멘 종족의 영웅으로 간주되며 2009년 9월 23-25일까지 아쉬가바트에서 괴
로글리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문화센터 ‘미라스’의 주관으로 개최되었
다.
49) <루흐나마>, 282-283쪽.
50)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 인물 내세우기 사업에서 18세기의 시인인 막팀굴리 피라기(Magtymguly
Firagi: 1733~1797)의 비중은 매우 높다. 그의 고향은 현재 이란 영내에 있는데 많은 투르크멘
인들의 방문지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의 아스트라한에는 막팀굴리의 동상이 건립되어 러시아내
투르크멘 동포사회의 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아쉬가바트에서는 2009년 5월에 그의 업
적을 기리는 행사가 시내 한 가운데서 개최됨으로써 투르크멘 사회에서 인식되는 막팀굴리 피라기
의 비중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표적인 역사적 문인을 부각시킴으로써 민
족적 자긍심을 촉발시키는 상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19세기 말부터 1923년까지 아할
테케 부족장이었던 막팀굴리 칸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막팀굴리 칸은 1882년에 러시아 지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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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리의 조카들인 젤릴리(Zelili)는 애국심에 대하여 말하고 세이디(Seydi)는 영웅주의
에 대하여 몰라네페스(Mollanepes)와 케미네(Kemine)는 사랑과 평화에 대해 마타지
(Mataji)는 인생의 사상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도덕적
인 힘을 지니게 되었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 20세기는 가장 어
려운 시대 중의 하나였다. 외부 세력의 통치에 복종해 본 적이 없던 투르크멘인들은
외부의 억압적 지배를 견딜 수밖에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순직한
투르크멘인은 약 8만명 정도이다. 90만명 이상의 투르크멘인들이 1917년과 1930년
사이에 부르주아 계급으로 몰려 추방당했다. 같은 시기에 400만명의 투르크멘인들은
나라를 등지게 되었다.”51)

마지막으로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시대가 바로 다섯 번째 시기로 설명하고 있
는 니야조프는 이 시기가 다시 한번 황금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오천
년에 이르는 역사적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투르크멘인 정신의 다섯 번째 황금시대가 1991년 10월 27일에 시작되었다. …
투르크멘인 정신은 매 천년의 시작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역시 삼천년(세 번째 밀
레니엄-필자주) 초기에 일어났다. 위대하신 알라는 투르크멘인들에게 역사적 창조
의 영감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은 투르크멘인의 정신을 위한 성숙의 시기이다.
이 정신은 말(馬)의 형태로 대변된다. … 말은 투르크멘의 깃발 안에 자리를 차지
하고 빛나는 삶을 영위하게 했으며 황금의 정신과 만족감을 투르크멘 땅에 가져왔
다. 말은 투르크멘 국민의 풍요로움과 부유함, 황금의 정신과 훌륭한 삶의 본보기
이며 상징이다.”52)

수용한 장본인이었다.
51) <루흐나마>, 284-286쪽.
52) <루흐나마>,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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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투르크멘인들의 정신을 역사적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제시한 것은
국가의 오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니야조프의 계
획으로 보인다. 오구즈 칸 - 고르쿠트 아타 - 괴로글리 - 막팀굴리 등으로 이어지
는 투르크멘인들의 독보적인 정신을 대표한 인물들은 독립이후에는 니야조프 대통
령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니야조프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고 1999년에 공인된 ‘종신대통령’의 입지를 확고하게 해주는 역할
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미 호칭에서도 ‘투르크멘바쉬(투르크멘인들
의 아버지)’로 사용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니야조프는 하나의 개인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전설 속의 영웅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도 볼 수 있
다. 이러한 위험성은 지나친 개인우상화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도출하였 <루흐나
마> 제2권 발간 2년 후 의문스러운 심장마비사로 니야조프 대통령이 세상을 등지
면서 일단락되었다.

Ⅳ. 투르크메니스탄 소재 문화유산 복구사업의 의미

현대 투르크메니스탄의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와 문화 부문의 정
책적 비중강화는 ‘새로운 황금시대’, ‘대부흥의 시대’라는 기치와 연계되어 ‘위로부
터의 개혁’ 방식으로 과감하게 실행되고 있다. 투르크멘 역사 되찾기와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최우선적 과제53)에 속하는데 이러한

53) 니야조프 대통령은 자국 내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령을 통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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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에 국가자원이 동원되고 있는 인접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및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양
대통령이 집권했던 20여년간 소비에트 시절의 저개발 수준에서 벗어나 천연가스
생산과 판매를 통한 국부의 축적과 준절대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정치지도자의
통치행위의 결과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향유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1995년에
UN의 승인을 받은 영세중립국 또한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한 셈이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바로 역사적 민족자긍심 고취와 문화유산 부흥을 통한 통치정당성 확보
와 국민단합력을 도출하는 과제였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투르크멘인들의 전성기는 바로 셀주크 투르크 시기(11-12세기)였고
이러한 사항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속한다. 왜냐하면 셀주크 투르크
의 지배층 근간이 바로 투르크멘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집권자들은
셀주크 시대를 주목하며 그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에게 호소
하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셀주크의 영광을 새로운 밀레니엄에 재현
하고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역사 되찾기의 기본적 의식이
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기에 그리고 거의 천년 만에 강대국을 형성하여 국제적 위상
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집권자의 기본 철학이며 행동의 원천이 되고 있다.54)
그러나 역사 되찾기는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
실 앞에 역사문화 유산발굴과 보존사업이 동시에 전개되었던 것이다. 또한 투르크

다.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18 апреля 2005.
54) Barbara Kiepenheuer-Drechsler, op. cit., pp. 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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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스탄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은 비단 국내적인 범위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UNESCO와도 연결되면서 민족을 초월한 전 인류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55)
대표적으로 고대 메르브 지역이 1999년에 모로코에서 개최되었던 UNESCO 회의
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니사와 쿠냐우르겐치 지역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56)
투르크메니스타의 문화유산 복구사업에는 터키, 영국, 미국 등의 지원과 고고학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미라스’의 사업에만 영국과의 협력으로 고대 메
르브 지역발굴(2004년), 미국과 공동으로 아나우 지역발굴(2005년), 이탈리아와 세
번에 걸친 마르구쉬(마르기아나, 2005, 2006, 2007년) 발굴작업 등이 있었을 뿐 아
니라, 자체적으로도 아크데페 지역을 조사, 발굴(2006년과 2007년)했던 것이다.57)
1. 세계적인 고대 문화유산의 발굴사업
가. 고누르 데페(Gonur depe) - 조로아스터교의 발원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유적지 중의 하나가 바로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위치하
고 있는 고누르 데페인데 이곳은 소련 시기인 1970년대에 발굴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고누르 데페 지역의 발굴사업은 그리스계 러시아인 빅토르 사리아니디(Викт
ор Сарианиди)인데 그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굴사업을 하고 있다. 사리아니디에
55)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09년 UNESCO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임
을 천명한 바 있다. http: //www.turkmenistan.gov.tm/?idr=1&id=090510c 국가건설계획에
관한 대통령 명령 참조.
56)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18 апреля 2005.
57) http: //e.library.science.gov.tm/organizations/cultural_le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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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고누르는 고대세계 최대의 문명지역이었고 자신의 주장대로 세계 최초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발흥한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역사적 의미가 있다. BC
3,000년대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도자기, 장식품 그리고 불을 피워 제사지낸 곳으
로 생각되는 터가 있는 곳으로 보아 이 지역이 불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는 것이다.58)
물론 이러한 주장은 논쟁적이지만 고대 도시 메르브가 역사무대에 등장하기 전
에 청동기 시대 촌락이 마르기아나 오아시스로 불리는 무르갑 강변을 따라 모여들
면서 많은 유물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59) 최초의 농경생활이 이 주변에서 일어났
고 불을 이용한 문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이며 무르갑
강의 수로변경으로 인하여 도시에 물이 공급되지 않자 고누르 데페 지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가들은 이 지역을 반만년의 국가사
를 증명하는 중요한 곳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발굴사업을 진행시킨 것이다. 더구
나 이 지역을 조로아스터교의 발원지로 간주하면서60) 세계 최초의 종교가 이란이
나 인접국이 아닌 바로 자국 내에 있다는 것을 민족적 자부심과 연결시키고 있다.

나. 메르브(Merv: 마리, Mary)

UNESCO 유산이기도 한 고대 메르브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적지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메르브는 실크로드

58) <Туркменистан>, июнь 2006, с. 15-23.
59) 고누르 지역의 발굴터에는 요새와 성전터도 있었다.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8 октяб
ря 2005. 사리아니디 교수의 견해 참조.
60) <Туркменистан>, июнь 2006, 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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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문명이나 문화적 수준이 적어도 몽골 군대의
침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높았고 농경생활에 적합한 지형과 기후 조건을 갖
추고 있던 비옥한 곳이었다. BC 3,000년경에 고대 도시로 발생한 메르브는 여러
형태의 왕조가 지나가면서 다양한 문명의 흔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12세기 셀주
크조에 최대의 전성기를 보여 주었다. 메르브는 셀주크조의 동부지역의 수도로 기
능할 만큼 알프 아르슬란(Alp Arslan)과 술탄 산자르(Sultan Sanjar) 시대에 동부
호라산 지역의 중심도시로 크게 확대되어 투르크멘인들이 자랑하는 당대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니야조프 자신도 <루흐나마>에서 메르브에 대한 특별
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때 ‘세계의 수도’로 불리웠던 메르브는 4,000년 전에 투르크멘인들에게 중요
한 도시였다. 술탄 산자르61)가 통치하는 동안 그곳에는 이백만62)이 넘는 인구가 살았
다. 13세기에 칭기즈 칸이 이 아름다운 도시를 황폐화시켰지만 투르크멘인 사람들은
이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16세기에 티무르가 이 도시를 약탈했을 때도 투르크
멘인은 이 도시를 다시 복구했다. 1787년에 부하라의 칸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었어도
투르크멘인은 다시 복원했다. 이렇게 여러 번 파괴를 당한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
다. 투르크멘인들의 장엄한 정신이 이 도시를 보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63)

도시 메르브가 비단 투르크멘인들의 통치 영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이란
인, 타직인, 우즈벡인 등 다양한 민족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재건되고 발전되었음에

61) 니야조프 대통령은 메르브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에 셀주크조의 뛰어난 통치자였던 술탄 산자르의
묘를 포함시키고 강조하였다.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12 октября 2005.
62) 원문에는 이백만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수치는 니야조프의 과장으로 보인다. 여러 문헌을 참조한 결
과 당시의 메르브 인구는 대략 20만명 정도였는데 이 규모는 당시에 세계적인 대도시급에 속한다.
63) <루흐나마>, pp.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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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다는 이유로 투르크멘인들의 도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니야조프의 역사되찾기의 의도에서 비롯된다.64)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오
천년 역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파르티아 왕조의 수도였던 니사에서도 발견된다.

다. 니사(Nissa)-고대 파르티아 왕국의 수도

아쉬가바트 인근의 니사는 구 니사와 신 니사의 두 도시 유적지로 구분되는데
BC 3세기 중엽 파르티아 수도로 된 곳은 신 니사이며 이때 구 니사는 국왕의 거
처로 사용된 바 있다. 이후 신 나사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파르티아 왕국
이 AD 3세기 중엽에 사산조 페르시아에 멸망당할 때까지 국가의 중심도시가 되었
다.65)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에서 파르티아인들은 투르크멘인의 형성에 혈연적인
선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 또한 오천년 역사의 일부로 간주된다. 파르티
아가 곧 투르크멘인들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오베즈 군도그디예프 교수에 따르면 초기 투르크멘 역사에서는 이웃 국가와의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당시 투르크멘인들의 조상은 이미 중국, 로마, 그리스,
비잔티움, 페르시아 및 기타 열강들과의 국제관계에서 외교적인 경험을 이용하고 있
었다. 간헐적인 외교관계에도 불구하고 수백명 혹은 수천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신
대열이 투르크멘 국가(가령 메소포타미아와 인도지역을 차지하던 파르티아 제국 등)
를 방문하였던 것이다.”66)

64) 2001년에 발족한 ‘고대 메르브 프로젝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외 관련 단체에서 후원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 //www.ucl.ac.uk/merv/index2.htm
65) <Туркменистан>, июнь 2006, с.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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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니사 유적지 발굴은 투르크멘인들의 역사 규명에도 큰 비중을 가지며 나
아가 전세계의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다.
파르티아 유적지 발굴사업은 투르크멘계 러시아인 빅토르 필립프코(Виктор Ни
колаевич Пилипко) 박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러시아 문화부 산하 문화재복원 연
구소의 전문가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 베레소츠카야(Галина Эдуардовна Вересо
цкая)는 출토된 파르티아 미술작품의 조각을 완벽하게 복구시켜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미술관에 기증하기도 하였다.67) 이와 같은 니사의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고고
학적 발굴 성과로 인하여 남동부 투르크메니스탄 일대의 문화유산이 사람들의 관
심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는 수도 아쉬가바트도 포함되었다. 이와 아울러 북부 지
역의 쿠냐우르겐치 역시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역사유적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라. 쿠냐우르겐치(구르간지) - 호레즘샤 왕국의 수도

투르크메니스탄의 또 다른 UNESCO 유산(2005년 지정)이 바로 호레즘샤의 수
도였던 쿠냐우르겐치 지역인산(이도였던 2,600여년 이전인 페르시아 왕조의 지배
를 받으면서 도시로 성장해 나갔시아 왕조의켠냐우르겐치는 여러 차례 지명을 변
경 나갔시변화를 지속하다가 눱 여러 전반기에 칭기즈 칸의 공격을 받을 하다가
호레즘 왕조의 번창과 함럘 전씱러를 뉬 헬였다. 이 지역의 고고학적 발뎬였던켠
르크몰라와 아크칼라의 또언덕에서 이루어졌유산(전자는 몽골군의 군대를 피하여
지하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장소이고 후자는 본래 도시여러 전이 되었던 요새의

66) <Туркменистан>, декабрь 2007. с. 65-66.
67) <Туркменистан>, июнь 2006, 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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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다.68)
쿠냐우르겐치 발굴사업은 이미 60년 전에 호레즘 탐사반인 원로학자 세르게이
톨스토이(Сергей Павлович Толстой)에 의해 진행된 바 있으며 후임자들이 지속
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러시아 학술원 고고학연구원과 투르크메니
스탄 문화재 보존담당 기관 합동으로 쿠냐우르겐치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호레즘 남부 지역의 탐사에 경험이 있던 역사박 칸디다트(Ph. D.)인 예카테리나
알렉산드로브나 아르마르츄크(Екатери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Армарчук)가 고고학적
발굴사업을 주도하고 있다.69) 쿠냐우르겐치에 대한 세계적인 조사사업으로서
UNDP의 프로젝트 ‘쿠냐우르겐치 문화발전에 관하여’라는 것이 진행되었고 그 결
과보고서가 역사학박사 아이도그디예프(М. Айдогдыев)의 주도로 아쉬가바트에서
작성된 바 있다.70)
2. 수도 아쉬가바트의 역사 세우기
가. 아쉬가바트에 대한 역사 정립

독립국가의 수도로서 아쉬가바트를 부각시키위 위한 시도는 니야조프 시절에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그 역사성 또한 일반적인 상식71)에서 벗어난 특징을 지

68) 이 요새는 티무르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Туркменистан>, март 2009, с. 62.
69) 이곳에서 13~14세기의 호레즘과 킵차크 칸국의 건축물과 도자기들이 발견되었다. <Туркменист
ан>, март 2009, с. 70.
70) М. Айдогдыев (ред.), Средневековые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о древнем ургенче (Аш
хабад, 2000). 이 프로젝트는 UNDP외에 투르크메니스탄 문화부와 투르크메니스탄 각료회의 산
하 역사연구원도 후원하였다.

534

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인식: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문화유산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니고 있다. 투르크멘적 시각에서 본다면 아쉬가바트 지역은 선사시대에까지 거슬
러 올라가는 역사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발굴이 과거에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는 파르티아 제국 시대에
니사 근처에 있던 아쉬가바트에는 소형 촌락이 애략 20가구 형성되어 있었다.72)
이후 고대 시기에 있었던 촌락은 당시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말았지만 사
람들이 생활했던 흔적은 전문가들의 발굴에 의하며 조금씩 제시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은 1928년을 시작으로 1930-31년과 1955-57년에
는 마루센코(А. А. Марушенко)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주로 아크데페(흰 언덕)
지역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 발굴작업의 결과 인간들의 삶의 흔적을 찾게 되었고
1967~80년 시기에 과학기술자들이 동반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73)
최근에는 외국과의 공동작업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005년 봄과 여름
사이에 미국과의 협력으로 아나우(Anau) 지역이 조사되었다. 바로 아나우 지역은
아쉬가바트의 토대가 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밀, 보리 등의 씨앗잔해 등이 발견
되었고 이 모든 것은 대략 4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74)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토대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관리와 학자들은 아쉬가
바트가 19세기에 러시아인이 건설한 역사가 짧은 도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약
2,500년 전에 작은 요새에서 출발한 긴 역사를 가진 도시로 말한다.75) 물론 현대
의 아쉬가바트와 고대의 아쉬가바트 지역이 동일한 지점으로는 간주하지 않지만

71) 아쉬가바트에 관한 대체적인 설명은 도시 건설이 대략 1881년에 러시아인들에 의하여 실행된 신
생 도시로 나타나 있다. 이에 관해서는 http: //en.wikipedia.org/wiki/Ashgabat 참조.
72) <Туркменистан>, июнь 2006, с. 32.
73) <Туркменистан>, июнь 2006, с. 33.
74) <Туркменистан>, июнь 2006, с. 34.
75) <Нейтральный Туркменистан>, 8 октября 2005. 군도그디예프 교수의 견해.

535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대체적인 지리적 위치는 매우 가까우며 더구나 근처에 니사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쉬가바트의 긴 역사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아쉬가바트 도시 역사연구에 대해서 군도그디예프 교수는 당연히 돋보이는 주
장을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쉬가바트는 제정러시아 군대가 1881년에 건설하여
생긴 도시가 아니라 고대 국가인 파르티아 통치자 아르사크(Arsak)가 만든 도시인
데 셀주크 시기에 매우 번영하였고 의미 또한 소비에트때 형성된 ‘사랑의 도시’가
아닌 ‘아르사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76) 군도그디예프 교수의
주장은 <루흐나마>의 논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투르크멘 민족의 역사적 정
통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데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적 지식형성에 일조하
고 있다.

나. 아쉬가바트의 주요 유적과 기념비, 상징물, 박물관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쉬가바트에는 국가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대적인 도시건설 사업의 결과 역사 유적지 정비는 물론 기념비와 공원 및
주요 역사적 상징물이 곳곳에 세워졌다. 이러한 사업은 하얀 대리석으로 장식된 초
현대식 빌딩과 넓게 포장된 도로 및 만인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쉬가바트 중심부에 있는 지진추모공원 (the Earthquake Memorial Park)77)에
76) http: //turkmeniya.tripod.com/id27.html (2009.5.20 검색). 아쉬가바트는 쿠냐우르겐치와
메르브 등 당대의 대도시와 동일하게 몽골군대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어 흔적을 잃게 되었으나
이후 18-19세기에 걸쳐 부분적으로 마을이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77) 1948년 아쉬가바트 시민의 대다수가 사망한 아쉬가바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이다. 당시
니야조프의 가족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루흐나마>에도 기록되어 있다. “1948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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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진추모비와 중립화 아치가 1998년에 설치되었고 이듬해에는 거대한 독립공
원(Independence Park), 2001년에는 아타무라트 니야조프78) 기념공원(the Memorial
Park under the name of Atamurat Niyazov, the Hero of Turkmenistan), 2003년에
개설된 루흐나마 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진추모비와 니야조프 기념공원은 제2차
세계대전 및 1948년의 아쉬가바트 대지진 희생자들과 대통령의 부모들에게 각각
봉헌되었다.79) 소비에트 시기의 기념비들이 소비에트적 가치관을 위해서 건립된
것이라면 이 모든 건축물은 투르크멘 민족을 위한 민족주의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80)
중립화 아치도 새로운 독립국가와 중립국으로서의 출발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의 황금동상이 아치 꼭대기 위에 설치되었고 팔을
벌려 수도를 껴안는 포즈로 회전하고 있는 형태였다. 그러나 니야조프의 황금동상
은 현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의 명령으로 현재는 철거된 채 중립 아치만 남아
있는데 이는 전임 대통령이 행한 지나친 개인우상화 우려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밤, 아쉬가바트 지역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 아름다웠던 도시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하룻밤 사이에 인구 198,000명 중 176,000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다치거나 불구의 몸이 되었
다. 우리 가족도 이 재난으로 고통을 받았다. 우리 네 명은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33세였던 사
랑하는 어머니, 열 살인 형과 여섯 살짜리 동생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여덟 살박이 나는 다
음 날 무너진 집더미에 앉아 마구 울어댔다.”(<루흐나마>, 42쪽).
78) 아타무라트 니야조프는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의 부친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하
였다. 니야조프는 부친을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웅으로 받들었다. 이에 관한 내용도 <루흐나마>(pp.
31-46)에 소개되어 있다.
79) 올해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6일 오전에 아쉬가바트와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에서 지진희생자
들에 대한 추모행사가 거행되었다. http: //www.turkmenistan.gov.tm/?idr=1&id=091006b
(2009.10.7 검색).
80) Barbara Kiepenheuer-Drechsler, op. cit.,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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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원에는 투르크멘인들의 정신을 이어주는 역사적 영웅 등이 조형물로 전
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투르크멘 민족의 시조로 간주되는 전설적인 오구즈 칸을
비롯하여 고르구트 아타, 괴로글리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적인 전성기로
간주되는 셀주크조의 술탄 산자르 등이 투르크멘 일반 대중들의 심성을 자극하고
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러한 양상에서 더 나아가 2009년 1월 1일에
단행된 화폐개혁에서 지폐의 인물 도안을 아예 위에 열거된 인물들로 변경시켰다.
투르크멘인들의 오천년 역사에 기록된 주요 인물들이 2009년의 화폐개혁때 신
권의 도안으로 채택된 것은 현대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적 정통성을 과시하려는
당국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오구즈 칸-고르쿠트 아타괴로글리-토그룰 벡-술탄 산자르-막팀굴리 등이며 니야조프 그림은 최고액권인
500마나트(약 180달러-2009년 10월 기준)에 배정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
프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81)
역사적 정통성의 대중적 인식확산을 위해서는 시각적 효과가 반드시 필요할 것
이다. 위에 열거된 상징적인 형상물 외에 박물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르크메
니스탄의 고도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투르크멘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
을 불러일으키는데 대표적인 박물관으로서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박물관을 빼놓을
수 없다. 박물관 건물의 외형에 대한 사회인류학 전문가 바르바라 키펜호이에르-드

81) <Туркменистан>, Февраль 2009, с. 23-29.구화폐(지폐) 인물화는 모두 니야조프 대통령의
것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화폐개혁(1달러 당 대략 2.8 신마나트)은 1: 5,000 이라는 화폐액면가
의 변동 이외에도 니야조프의 위세를 다소 완화시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고액권이 니야조프의
인물화로 결정된 것은 그를 존중함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어 온 투르크멘인들의 정신을 이어주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폐는 1, 5, 10, 20, 50, 100, 500 마나트로 되어 있으며
앞 면에 각각 토그룰 벡, 술탄 산자르, 막팀굴리 피라기, 괴로글리, 고르쿠트 아타, 오구즈 칸, 니
야조프 인물화가 도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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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쉴러의 지적에 의하면 5개의 지붕은 투르크멘 5대 부족의 단합을 의미하며 내부
에 전시된 7천년전의 선사시대의 유물은 투르크멘 사람들에게 자국의 영토가 문명
의 발원지였다는 점을 인식시킨다는 것이다.82)
2009년에는 아쉬가바트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전시관이
건립되었다. 여기에는 문서와 사진자료를 토대로 10개의 테마공간으로 구성되어
현대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의 대내외정책, 경제개혁, 사회 및 문화개혁의 내
용을 보여주고 있다. 별도의 공간에는 현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의 생애와 활동
사항이 전시되어 있다.83)

Ⅴ. 결 론
신생독립국이면서 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이자 서방으로부터
독재자로 비난받았던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는 백년이 넘는 러시아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수립과 역사적 인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소비
에트 시기에 주입된 역사는 투르크멘 민족의 객관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기에 새로운 역사관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투르크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나아가 코란에 버금가는 정신적인 지침서
를 발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82) Barbara Kiepenheuer-Drechsler, op. cit., p. 133.
83) 이미 2009년 5월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박물관을 투르크메니스탄 중
앙박물관으로 개명한 바 있다. 2008년에 국립박물관은 10주년 행사를 거행하였다.
http: //www.travel.ru/news/2009/07/22/1724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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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우선 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투르크멘 사회에서 강력한 리더쉽과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미진할 경우 국민의 단합은 과거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헠 리더쉽과민족적 자존심마저 낮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
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진된 것이 역사연구 관련
기관을 정비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루흐나마>를 발간
하는 일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정신적 맥락은 현 대통령인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도 계승하고 있다.
<루흐나마>의 발간은 2001년과 200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저자
인 대통령 자신이 역사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제1권에서는 투르크멘인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 제2권에서는 투르크멘 국민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나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루흐나마>가 발간된 이후 투르
크멘 국민들은 학교에서 <루흐나마>를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했고 집집마다 비치
되어 독서의 의무가 있었음은 물론 대학입시에서조차 <루흐나마>에 관한 시험을
치러야 할 정도였다. 최소한 니야조프의 집권기에 <루흐나마>의 권위는 거의 절대
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전임 대통령의 독재적 통치스타일과 우상화 우려로 <루흐나마>와 관련한 강제사항
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그 내용과 의미는 조심스럽게 유지되고 있다.
투르크멘인들은 오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민족의 선조는 전설적인 오구즈 칸
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파르티아와 셀주크 투르크 제국은 각각 고대와 중세기의
투르크멘인들이 건설했던 국가로서 밀레니엄 시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에 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학계의 시각은 파르티아가 투르크멘인들의 국가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투르크멘’이라는 용어는 9-10세기에 알타이 지방에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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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이주한 오구즈계 종족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투르크멘’이라는 용어
는 ‘투르크’를 대체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오구즈 투르크
멘, 셀주크 투르크멘, 오토만 투르크멘 등으로 불러야 하는데 아랍과 이란계 학자
들에 의하며 ‘멘’자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루흐나마>에 기술
되어 있는 역사적 시각은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투르크멘인들은 오천년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투르크멘인들의 정신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본다. BC 5,000년부터 650년 이슬람이 수용되기 전까지는
오구즈 칸의 정신이 지배했던 기간으로 보았다. 10세기 이전까지는 투르크멘족의
분산 시기로 보았고 고르쿠트 아타를 정신적인 대표자로 삼았다. 10세기부터 17세
기까지는 투르크멘인들이 세웠던 다수의 국가가 활동했던 시기였고 대표적인 인물
은 괴로글리였다. 이후 20세기까지는 투르크멘인들의 가장 힘든 시기였고 이 시기
의 정신적 지주는 18세기 시인 막팀굴리 피라기였다. 현재의 독립국가 시기를 다
섯 번째 시기로 설정하고 있는 투르크멘인들의 역사는 희망의 시대이고 셀주크 이
후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시대적 지도자를 니야조프로
설정한다.
오구즈 칸-고르쿠트 아타-괴로글리-막팀굴리-니야조프 그리고 셀주크조의 토그
룰 벡과 술탄 산자르와 같은 역사적 인물의 영웅화 작업은 아쉬가바트 도시의 조
형물이나 신화폐 도안의 인물로도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동시에 투르크멘 오천년
역사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고대 도시유적 발굴사업은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
하였다. 동시에 국가의 수도인 아쉬가바트의 역사에 대한 시각도 재조명되고 있다.
조로아스터교 발원지로 알려진 고누르 데페 지역,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 니사,
고대 문명지이며 셀주크조의 주요 도시 메르브(마리), 호레즘 국가의 수도 쿠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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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겐치 등은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고도들은 투르크
멘인들의 민족과 국가의 유구한 역사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로도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과 관련 기관의 열의는 매우 높다. 이들
문화유산들이 모두 ‘투르크멘인’들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구즈 칸과 투르크멘의
개념과 정의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복잡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와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르
크멘인들이 생각하는 자민족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오천년의 역사, 오구즈 칸의 후예, 셀주크조 이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의 전성기를 재차 구가하려는 투르크멘인들의 의지를 간파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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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구소비에트 연방 소속 국가
들의 영화계에서 발생한 특징적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각 신생 독립국가의 정체
성을 새롭게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진지하고 다양한 노력과 부단한 시도들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런 문화적 현상은 특히 1991년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와 함께 소
비에트 이념이나 신화와 같은 거대 담론들이 사라진 공백지대에 동서양으로부터
새로운 종교적, 언어적, 이념적 경향들이나 경제적, 군사적 세력들이 나타나 열띤
각축전을 벌였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즉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
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통적으로 폭넓고 뚜렷하게 발견된다.1) 이

1) 소비에트 체제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새롭게 형성된 문화적 풍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외부의 문화적 요인들, 다시 말해 서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서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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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새롭게 탄생
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부단한 정체성 모색과 정립 과정에서 이 지역의 많은
영화인들이 자국 특유의 시공성(時空性)을 (재)발굴하거나 (재)발견하고 그 안에 민
족 문화의 전통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고유한 문
화적 풍경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이념적 지형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현재까지,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영화에서는 소비에트보다는 탈소비에트, 현대보다는 전통에
대한 강조와 부각, 관심이 훨씬 더 두드러졌고, 그와 더불어 각 민족국가에 고유한
가치들의 (재)발견과 이상들의 추구나 잇따랐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적 풍
경과 이념적 지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일종의 근원회귀나 전통숭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추세는 중앙아시아의 영화 강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영화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8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국제영화제(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국제영화제(Eurasia Interantional Film Festival)>, 대한민
국의 <전주국제영화제(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등 중앙아시아 지역 안
팎에서 열린 다양한 국제영화제에 선보인 이 지역 국가들의 대표적인 영화작품들
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2)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Sergey Abashin (2009). 이와 함께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에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중앙아시
아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현상과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Алекса
ндр Джумаев (2008)
2) 2008년 제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중앙아시아 영화는 두 부문에 참가하였다. 먼저 “중앙아시아
특별전”에 출품된 카자흐스탄 영화는 라시드 누그마노프(Rashid Nugmanov)의 ｢바늘(I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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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08년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뿐만 아니라 <전주국제영화제>에
서도 경쟁부문에 진출한 카자흐스탄의 젊은 감독 아바이 쿨바이(Abai Kulbai)의
영화 ｢스트리쉬(Strizh)｣(2007)는 일종의 성장영화 장르로서 한편으로는 현대와 전
통,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는 여주인공 아이누르의 불안정한
삶과 불확실한 존재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카자흐스탄이 현대와 전통이라
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의 충돌과 갈등 속에 휘말려 있는 상황을 번창하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설정된 풍경 묘사를 통해서 전달한다. 이와 비슷하게 키르기스스탄의 마
라트 사룰루(Marat Sarulu) 감독의 영화 ｢실크로드 형제(Altyn Kyrghol)｣(2001),
에르네스트 압디야파로프(Ernest Abdyjaparov) 감독의 ｢순수한 차가움(Boz salkyn)｣(2007) 등에서도 근원회귀와 전통숭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3)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기능적 의미를 갖는 것은 전통적 가치와 이상들의 체계를 뒷받침
(1988), 다레잔 오미르바예프(Darezhan Omirbaev)의 ｢카이라트(Kairat)｣(1992), 이고리 고노
폴스키의 ｢알마아타에서의 에이젠슈테인(Eisenstein v Alma-Ate)｣(1998)이고, 키르기스스탄 영
화는 마라트 사룰루(Marat Sarulu)의 ｢실크로드 형제(Altyn Kyrghol)｣(2001), 악탄 압디칼리
코프(Aktan Abdykalykov)의 ｢그네(Sel’kincek)｣(1995), 에르네스트 압디야파로프(Ernest
Abdiiaparov)의 ｢버스 정거장(Beket)｣(1995)이다. 이밖에 우즈베키스탄 영화로는 유수프 라지코
프(Iusup Razikov)의 ｢연설가(Voiz)｣(2000), 욜킨 투이치예프(Iolkin Tuychiev)의 ｢틴에이저
(Orzu ortida)｣(2005), 타지키스탄 영화로는 마리암 유수포바(Mairam Iusupova)의 ｢황색들판의
계절(Vremia zheltoi travy)｣(1991), 바흐티야르 후도이나자로프(Bakhtiiar Chudoinazarov)의
｢형제(Bratan)｣(1992), 마리암 유수포바의 ｢창(Okno)｣(1999), 투르크메니스탄 영화로는 무라트
알리예프(Murat Aliev)의 ｢황소의 밤(Noch’ zheltogo byka)｣(2004)이 특별전에 출품되었다.
다음으로 “국제경쟁부문”에 출품된 작품으로는 카자흐스탄 영화 ｢스트리쉬｣가 있다. 본고에서 사용
하는 중앙아시아 영화감독 이름과 작품 제목은 <전주국제영화제> 카탈로그에 표기된 것과 약간 다
르게 국제적 관례에 따라 각 영화감독과 작품의 원래 이름에 맞게 번역하여 표기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중앙아시아 영화감독과 작품 제목은 ｢제9회 전주국제영화제 가이드｣를
참조하기 바람. 이와 함께 제9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중앙아시아 영화들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홍상우 (2008가), pp. 441~459.
3) 2007년 카자흐스탄 알마아타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국제영화제>에서 에르네스트 압디야파로프
의 ｢순수한 차가움｣은 아바이 쿨바이의 ｢스트리쉬｣와 함께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및 터키 언어권
국가의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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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문화적 풍경 요소들이고, 바로 이로부터 키르기스 민족국가의 현재와 미래
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념적 지형도도 형성된다.
이처럼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 영화에서는 이 지역 국가들 특유의 역
사적 과거나 문화적 풍경, 다시 말해 산악지대, 평원지대, 고대유적 등이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하면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각 민족국가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념적 지형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중앙아시
아 영화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목적도 이런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 영화의 핵심 쟁점과 미학의 주요 경
향을 역사와 문화의 상관성 안에서 조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 영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각 민족국가의 자의식 형성과 정체성 모색 과정까지도 전
체적으로 조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Ⅱ. 중앙아시아 영화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년 동안 카자흐스탄, 키
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들은 과거 소비에트 이념과 신화의 지배에서 벗어나 각 국가 특유의 문화적 유산
과 전통을 공고히 유지하고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자국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 이상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의식적 노력과 지향이 무엇보
다도 예술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 예술의 다양한 창조적 노력들에서 폭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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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명하게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말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
기까지 10여 년 동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2000년대 중앙
아시아 영화가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전이나 그 이후 1990년대 포스트소비에트 시
대의 그것과 현격하게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들 가운데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안에서나
인접 지역에서 최근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 국제영화제의 활성화이다. 예를 들면,
2004년 10월 처음 열린 이후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디도르국제영
화제(Did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 인접 국가 영
화들이 활발하게 소개되면서 이 지역 내 다양한 문화들의 적극적 교류와 대화를
위한 독특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4) 또한 카자흐스탄하게 소리는 지역
내 국제영화제>는 1998년에 처음 열린 이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
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제영화신 영화들을 매년 선보이면서 이 지역 영
화산업의 활로 모색과 미래 희망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영화의 새로운 미학적 실험과 창조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굳건한 디딤돌 역
할을 하고 있다.5) 이렇게 타지키스탄의 <디도르국제영화제>나 카자흐스탄의 <유
4) “Open Society Institute-Assistance Foundation” 타지키스탄 지부와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타지키스탄 지부 공동 후원으로 열린 2008년 제3회 <디도르
국제영화제>에는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스 지역 국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몽골리아, 독일, 터키 등
에서 제작된 총 13편의 영화가 출품되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출품 국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양 문화를 연결하고 동서양 사이의 상호비방이나 비판을 지양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
이라는 원래의 출범 취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점이다.(Daler Ghufronov, 2008)
5)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유라시아국제영화제>는 터키의 안탈리아(Antalya)에서 열리는 비슷한 명
칭의 <국제유라시아영화제(International Eurasia Film Festival)>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 카자
흐스탄의 <유라시아국제영화제>는 1998년 카자흐스탄의 당시 수도 알마아타에서 처음 열렸다. 이
영화제는 그 후 한 동안 중지되었다가 2005년 제2회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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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아국제영화제>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영화산업 역량과 발전적 미래를
제시해줄 수 있는 독자적이고도 명실상부한 영화제들이 포스트소비에트 시대가 시
작된 지 한참 후인 1990년 말까지 경제 위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9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5회 <유라시아국
제영화제>는 새롭게 탈바꿈하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 영화의 특징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유라시아국제영화제>는 원래 2007년 제4회 대회까지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인 알
마아타에서 열렸다. 하지만 2008년 제5회 대회부터 영화제는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그림 1: 아스타나의 “평화와 화해의 전당”

리고 있는데, 2008년 제5회부터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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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로 건립된 지 10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카자흐스탄의 번영과 미래 희망을
상징하고 있는 아스타나로 옮겨져 이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인 “평화와 화해의 전
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영화제 개최지 변경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개
인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
수준과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과시하기 위한 모종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6) 이 점은 영화제가 열린 “평화와 화해의 전당”이 영국 출신
의 저명한 건축가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 경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에서
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새로운 면모를 갖춘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
타나가 세계를 향해 열린 새로운 창을 상징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문화산업으로서 영화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카자흐스탄 정부가 새롭게 주목하고 자국의 영화산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대
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2000년대 포
스트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 영화계에서 뚜렷이 감지되는 중요한 변화 징후들

6) 제5회 <유라시아국제영화제>를 분석하여 소개한 영국 신문 ｢가디언(Guardian)｣에 따르면, “<유
라시아국제영화제>는 카자흐스탄의 모더니티와 번영, 번성하는 영화 장을 전시해 보여주기 위해 계
획되었다”고 한다(Paul Maclnnes, 2008).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여기에 인용
한 신문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과 문화부 장관 등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영화
제를 새로운 수도로 옮겨 개최하고 그럼으로써 자국의 문화적, 예술적, 경제적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던 의도는 2006년 미국에서 개봉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영국 출신 바론 코헨
(Baron Cohen)의 영화 ｢보라트(Borat)｣에 대한 반응 혹은 대응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소송 위협까지 받았던 이 영화에서 카자흐스탄은
유태인을 증오하고, 소변을 마시며, 친자매조차 강간하는 인종적, 위생적, 도덕적으로 최악의 나라로
묘사되어 있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야만적인 민족으로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다(Eliot
Borenstein(2008), pp. 1-7; Natalie Kononenko and Svitlana Kukharenko(2008), pp.
8-18; Steven S. Lee(2008), pp. 19-34; Dickie Wallace(2008), pp. 35-49; Edward
Schatz(2008), pp. 50-62).

551

중앙아시아 _ 정치․ 사회․ 역사․ 문화

가운데 하나이다.
1. 카자흐스탄 영화
2008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국제영
화제>가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은 최근의 경제 번영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힘입어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중에서 영화산업이 가장 번창하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영화 강국이다.
이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후반 라시드 누그마노프의 영화 ｢바늘｣(1988) 등으로
대표되는 카자흐스탄 뉴웨이브 영화의 발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에트 연방 체
제의 붕괴 직전부터 이미 카자흐스탄 영화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의 영화들 중에
서도 가장 서구 지향적이고 탈소비에트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뉴웨이브 영화를 이끌었던 영화감독들 대다수가 러시아의 국립영화학교(VGIK) 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아타였
고,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세계 인식과 문화 이념들을 담고 있는 탈소비에트적,
서구 지향적 영화미학을 선보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카자흐스탄 영화의 국제
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7)
특히 라시드 누그마노프의 ｢바늘｣, 세릭 아프리모프(Serik Aprymov)의 ｢종착역
(Konechnaia ostanovka)｣(1989), 다레잔 오미르마예프의 ｢카이라트(Kairat)｣(1992)
같은 영화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풍경 요소, 인물 형상, 배경음악이나 분위기는 서

7) Ludmila Zebrina Pruner (1991), pp. 791-801; Gabriele Rasuly-Paleczek and Julia
Katschnig (2004), pp. 26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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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미학적 기법이나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8) 달리 말하면
이는 카자흐스탄 뉴웨이브 영화감독들이 그만큼 서구의 영화미학과 문화에 민감하
였고 개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영화적 상상력과 창조적 작업 속
에 적극적이고도자신들의 영 도입하여 다양하게 적용하고 실험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9) 이런 점에서 분명히 카자흐스탄 영화는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개막에 맞추
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탈소비에트화와 서구화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카

그림 2. 영화 ｢바늘｣

자흐스탄 영화는 한층 더 다양한 변화
의 길의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도정은 카자흐스탄의 현재 수도
아스타나에서 2008년에 열린 제5회
<유라시아국제영화제>의 새로운 성격
에서 절정에 이른다. 아시아와 유럽에
서 출품된 영화들이 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 진출한 반면, 중앙아시아 영화들은 2차 경쟁부문에 나서던 기존 관행과 다
르게 제5회 영화제에서부터는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
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화들이 주요 경쟁부문을 차지했기 때문이다.10) 바꾸

8) 다른 한편으로, 카자흐스탄 영화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의 측면에서 볼 때, 영화 ｢바늘｣에서
묘사되는 아랄 해와 같은 풍경 요소는 카자흐스탄 민족 공간의 재구성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Bauyrzhan Nogerbek(2004)
9) 카자흐스탄 뉴웨이브 영화는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프랑스의 뉴웨이브 영화에서 영향을 받
기도 했지만, 라시드 누그마노프의 영화 ｢바늘｣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도시 뒷골목 장면 등은 이탈
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 미학도 카자흐스탄의 영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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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말하자면, 이러한 변화는 제5회 <유라시아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영화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부로 초점을 집중하고 고정시킴
으로써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의 명실상부한 중심이라는 것을 더욱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카자흐스탄 영화는 <유라시아국제영화제>로 대표되는 중앙
아시아 지역 내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매년 성황리에 열리는 각종
국제영화제들을 통해서도 자국의 영화산업을 세계에 알리려는 야심찬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발 빠른 움직임은 2000년대 초중반에 시작된 상업영화에서 특
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적 양상 가운데 하나는
카자흐스탄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러시아 영화계 인사들이나 종사자들 사이의 교류
가 매우 빈번하고 활발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영화산업이 여러 가
지 점에서 러시아에 의존하거나 러시아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카자흐스탄 영화산업 및 연예오락 관계자들은 자국의 영화산업 발전
을 위해서는 러시아 영화감독들과 배우들을 카자흐스탄 영화계로 가능한 한 더 많
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와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11) 하지만 카자흐스탄
의 영화산업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보다 근본적 이유는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
후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적 주권국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여
전히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권, 혹은 지배권 아래 놓여 있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
다. 사실 카자흐스탄의 도시들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러시아의 문화상품
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러시아 텔레비전 드라마나 극영화들이 카

10) Birgit Beumers(2009).
11) Гульнара Абикеев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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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의 안방극장이나 영화관들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12)
카자흐스탄의 영화산업에서 러

그림 3. 영화 ｢몽골｣의 한 장면

시아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카자흐스탄 태생으로 1995년 영화
｢카프카스의 포로(Kavkazskii plennik)｣로 널리 알려진 영화감독 세르게이 보드로
프(Sergei Bodrov)가 2007년에 카자흐스탄 초원을 배경 무대로 삼아 제작한 영화
｢몽골(Mongol)｣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영화는 2008년 아카데미영화상 최우
수외국어영화 부문에 카자흐스탄 대표로 출품되어 러시아 쪽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보드로프는 2005년에 프랑스와 합작으로 대하 서사시 ｢유
목민(Nomad)｣를 제작하여 미국에 진출하였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영화
는 단순히 카자흐스탄이나

그림 4. ｢유목민｣의 카자흐 초원

러시아 관객만을 겨냥하지
않고 전 세계의 관객을 겨
냥하여 미국 출신의 배우들
을 캐스팅하고 영어를 사용
하였다.

12) 러시아의 문화상품들, 특히 방송, 인터넷, 영화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문화 생산물들은 카자흐스탄
에서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러시아 소프트 파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문화적 교류나 영향 관계에서는 이 지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도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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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드로프의 영화들을 필두로 러시아 영화계 관계자들이 카자흐스탄 영
화산업에서 점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몽골｣과 같은 해에 나와
높은 찬사를 받았던 영화 ｢튤립(Tul’pan)｣은 보드로프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태생의 러시아 영화감독 세르게이 드보르쩨보이(Sergei Dvortsevoi)가 주로 다큐
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다가 처음으로 시도한 극영화이다. 2008년 <부산국제영화
제>를 통해서 세상에 첫선을 보였으며 곧이어 제5회 <유라시아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되었던 영화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Podarok Stalinu)｣은 카자흐스탄 출신 영
화감독 루스템 아브드라쉐프(Rustem Abdrashev)가 연출한 것이지만 이 영화에는
러시아 프로듀서와 여배우가 참여했다. 이밖에 굴샤트 오마로바(Gulshat Omarova)
의 영화 ｢박스이(Baksy)｣(2008)에는 러시아의 유명 프로듀서 세르게이 셀랴노프
(Sergei Sel’ianov)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다.13)
이처럼 아트하우스(Art House) 영화이든 상업영화이든 이후 카자흐스탄 영화산
업에서 러시아 출신의 영화감독이나 배우, 프로듀서들이 황성하게 활동하기 시작
했는데, 올해 2009년에는 ｢나이트 워치(Dochnoi Dozor)｣(2004)로 유명한 티무르 베
크맘베토프(Timur Bekmambetov)와 영화 ｢안티-킬러(Antikiller)｣(2002~03) 시리즈
로 유명하고 러시아의 저명 영화감독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Andrei Konchalovsky)

13) 1968년에 태어났고 현재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굴샤트 오마로바는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신진 영
화감독 가운데 한 명으로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한 직후 알마아타 소재의 연극
영화학교에 입학하여 1998년에 졸업과 동시에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나의 마음(Moe serdtse)｣을
만들었다. 이후 2003년까지 주로 다큐멘터리 단편영화를 제작하다가 2004년에 ｢쉬자(Shiza)｣라
는 작품으로 극영화에 데뷔했는데, 해외 영화제들에 나가 호평을 받았던 이 작품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05년 최우수 영화 20선에 들기도 했다. 세르게이 보드로프의 영화 ｢몽골｣ 제작 과정에
도 깊이 관여했던 오마로바 영화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 동시 개봉되
고, 영화의 주요 언어가 러시아어이며, 러시아인이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박스이｣의 경우에서처럼
그녀의 영화제작 전후 과정에 러시아와의 관련성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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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예고르 콘찰로프스키(Egor Konchalovsky)가 카자흐스탄
영화 ｢황금전사(Zolotoi voin)｣와 ｢아프간 사람(Afganets)｣의 제작에 감독으로 각
각 참여했다. 두 영화감독은 출생 면에서 개인적으로 카자흐스탄과 깊은 인연이 있
기도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영화의 적극적 교류 내지는 협력은 카자흐스탄
국영영화사 <카자흐필름>의 전략적 선택이 낳은 결과였다. 카자흐스탄 영화는 러
시아와의 적극적 관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의 넓은 시장에 진출하고,
그런 다음 이를 교두보 삼아 국제무대에 나서고자 했기 때문이다.14)
이렇게 러시아 시장 공략,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카자흐스탄 영화의 상
업적 경향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엘도르 우라즈바예프(El’dor
Urazbaev)의 2009년 작 스릴러 영화인 ｢아팔리나의 점프(Pryzhok Afaliny)｣에서
도 잘 포착된다. 이 영화에서는 특히 러시아의 전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카
자흐스탄의 현직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정상회담이 카스피 해에서 열리
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것은 영화 제작 안팎에서 진행되는 러시
아와 카자흐스탄 사이의 문화적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우호협력까지도 보여
줌으로써 러시아 관객을 극장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상업적 의도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5)
영화산업에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관계 변화는 상업영화에서만
이 아니라 진지한 역사영화들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사티발다
나림베토프(Satybalda Narymbetov)의 영화 ｢무스타파 쇼카이(Mustafa Shokai)｣
(2008)가 대표적인 예이다.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카자흐스탄 최초의 역사 블록버

14) Гульнара Абикеева(2009)
15) Гульнара Абикеев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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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인 ｢무스타파 쇼카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교훈적, 교육적 목적에서 제작비
를 지원해준 “국민영화”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것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을
살았던 카자흐스탄의 국민영웅 무스타파 쇼카이의 일대기를 서사의 중심에 놓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새롭게 조명한다. 또 ｢무스타파 쇼카
이(Mustafa Shokai)｣와 같은 해에 나온 루스템 아브드라쉐프의 영화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은 스탈린 시대의 카자흐스탄 땅에서 벌어진 비극과 질곡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다. 이 영화

그림 5. 영화 ｢무스타파 쇼카이｣

에서는 특히 기차가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는데, 여기
서 기차는 카자흐스탄 평원
의 낭만적, 목가적 삶에 침
입하여 평화를 깨뜨리는 외
부 세력의 강제적 힘으로
암시된다.16)

16) 이지연(200/09, pp. 1-3).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사실은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스타파 쇼카이｣에서도 영화의 서사와 역사의 흐림이 기차의 이미지에
중첩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차의 이미지는 이미 언급한 다레잔 오미르바예프의 1992
년 작 ｢카이라트｣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굴샤트 오마로바의 2004년 작 ｢쉬자｣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의미심장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차는 현
대 카자흐스탄 영화의 문화적 풍경 안에서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한편,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은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지역이 겪었던 과거 역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그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시선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영화”로 평가되기도
한다. 홍상우(2008나, pp. 44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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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

그림 6. 영화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

물｣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공유하
고 있는 비극의 역사를 환기시키는 동
시에 끝없는 초원과 하늘의 문화적 풍
경과 고유한 풍습을 전면에 내세움으
로써 카자흐스탄 민족문화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적 과거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동시에 카자흐스탄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 영화가 소비에트 체제 붕괴 전후인 1980년대 말과 1990
년대 초반에 뉴웨이브 영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러시아화에 맞선 서구화”17)로 특
징지어졌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카자흐스탄 영화에
서는 전면적 “러시아화(Russification)”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중
요한 사실 한 가지는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카자흐스탄 영화가 카자흐어 대신에
러시아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18) 이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영화
사이의 긴밀한 협력 혹은 밀월관계를 단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
며, 동시에 러시아 관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카자흐스탄 영화의 상업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17) “러시아화에 맞선 서구화”는 굴나라 아비케예바가 1990년대 카자흐스탄 영화의 이념적, 미학적
지향성에 대해서 내린 규정이다. Gulnara Abikeeva(2004)
18) 실제로 본고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가장 최근의 카자흐스탄 영화들에서는 모두 러시아와 직간접적
으로 관련된 배우나 감독, 프로듀서가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가 기본 언어로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카자흐스탄 영화의 이념적 지형이나 지향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다면화 또는 다극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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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2000년대 카자흐스탄 영화에서는 자민족의 과거나 전통문화에
눈을 돌리면서 정체성 모색에 대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이나 초원의 시공간으로 대변되는 카자흐스탄 특
유의 문화적 풍경이다. 물론 최근에 나온 카자흐스탄 영화의 절대 다수가 초원의
자연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자흐스탄의 민족의식이나 정
체성을 진지하게 모색한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영화들에서 초원 등으로 대표되는
카자흐스탄 특유의 문화적 풍경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적 조명은 현대 카자흐스탄 영화의 미학적 측면에서나 이념적 측면에서도 반
드시 필요한 부분이다.19) 이렇게 카자흐스탄 영화를 둘러싼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춰 재구성되는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에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의
영화들로는 세릭 아프리모프의 ｢사냥꾼(Okhotnik)｣(2004), 굴샤트 오마로바의 ｢쉬
자｣(2004)와 ｢박스이｣(2008), 루스템 아브드라쉐프의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
(2008), 세르게이 드보르쩨보이의 ｢튤립｣(2008)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먼저 카자흐스탄의 뉴웨이브 영화 전통을 잇고 있는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는 세릭 아프리모프의 영화 ｢사냥꾼(Okhotnik)｣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도시와 농촌, 유목 세계 사이에서 어린 소년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
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전통과 현대의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들이 충돌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카자흐스탄 민족국가 고유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 작품들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기 때문이다.20) 2004년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작으로 상영되었고 이
19) 본고와는 약간 상이한 관점에서 중앙아시아의 최신 영화에 나타난 경향들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홍상우(2008가, pp. 345-365; 2008다, pp. 441~459)
20) 1980년대에 모스크바의 국립영화학교에서 수학한 카자흐스탄 출신의 재능 있는 젊은 영화감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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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른 영화들과 함께 특별선집에 수록되어 한국의 일반 관객에게도 보급되었던 카
자흐스탄과 일본 합작의 ｢사냥꾼｣은 대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가며 인간적 가치를 새
롭게 발견해 나가는 한 소년의 성장 과정을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보여준다.21)
영화 속에서 열두 살 소년 에르켄은 그의 양어머니가 시골 마을에 가끔씩 나타
나곤 하는 사냥꾼에게 마음을 빼기는 것이 싫은 나머지 화풀이로 사냥꾼의 말과
총을 몰래 훔친다. 이 절도 혐의로 소년이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놓이자 이를 피하
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를 사냥꾼과 함께 산 속으로 떠나보낸다. 이렇게 하여 소년
에르켄은 산 속에서 사냥꾼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년은 자연과
야생의 삶에 조금씩 눈을 뜬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동사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마을로 내려오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어 5년 동안 감옥에 수감된다. 출감 이후 소년은 다시 사냥꾼을 찾아
나서지만 그가 듣는 소식은 사냥꾼이 콕잘로 불리는 전설적인 늑대에게 희생되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 뿐이다. 이후 그는 죽은 사냥꾼의 뒤를 이을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다.

가운데 한 사람이자 카자흐스탄 뉴웨이브 영화의 대표자였던 세릭 아프리모프는 당시 소련 국내외
비평가들로부터 “최초의 페레스트로이카” 영화로 호평을 받았던 ｢종착역｣(1989)으로 공식 데뷔
했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98년에 아프리모프는 카자흐스탄의 당시 수도 알마아타에서 처음
열린 <유라시아국제영화제>에 오랜 침묵을 깨고 세 번째 영화 ｢악수아트(Aksuat)｣를 출품하면
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곧이어 2000년에 아프리모프는 영화 ｢삼형제(Tri brata)｣를 내놓았고
2004년에는 ｢사냥꾼｣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의 대표 영화감독으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사
냥꾼｣ 이후 현재까지 아프리모프는 한 편의 영화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아프리모
프는 20여 년에 걸친 영화 인생에서 영화학교 학생시절의 습작까지 포함하여 총 7편의 작품만을
내놓았을 정도로 많지 않은 창작활동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영화창작에서 가장 큰 특징을 이루는
것은 이탈리아 영화의 네오리얼리즘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미학적 기법이며, 이것은 다시 카
자흐스탄 뉴웨이브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21) ｢사냥꾼｣은 2004년 <부산국제영화제> 이후 2005년 7월 8일부터 21일까지 “CJ Collection”
가운데 한 편으로 일반 극장에서 개봉되어 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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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 줄거리로 삼고 있는 영화 ｢사냥꾼｣은 미국 서부영화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직접 연상시키는 카메라 작업과 함께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영화는 사냥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카자흐스탄 자연 특유의 계곡을 배경
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과 시작하는데, 이 지점부터 카메라는 인물의 모습을
처음에 롱쇼트로 길게, 그런 다음 점점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 이윽고 영화는 카
자흐스탄 고유의 민속악기 소리를 배경으로 사냥꾼이 한 시골 마을로 들어오는 모
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사냥꾼은 마을 사람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이방인으로
암시된다.22) 이렇게 영화는 카자흐어로 마을을 뜻하는 ‘아울’(aul) 주민들과 외부
인인 사냥꾼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과 대비의 구도를 설정하는데, 영화에서 이
런 기법은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도시의 문명세계와 초원의 자연세계 사이의 의미
론적 대비를 예시하는 중요한 구조적 장치로 기능한다.
하지만 마을 내부 사람들과 외부의 사냥꾼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던 긴장감은 사
냥꾼이 에르켄으로 불리는 어린 소년의 양어머니와 하룻밤을 보내는 상황에서 이
내 깨지고 만다. 자신의 어머니가 사냥꾼과 함께 밤을 보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
년이 사냥꾼의 말과 총을 훔치자 사냥꾼은 그 분풀이로 마을 상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냥꾼의 말과 총을 훔친 범인으로 소
년을 지목하고 체포하려고 들자 어머니는 에르켄을 사냥꾼과 함께 산속으로 피신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에르켄은 영화 속에서 문명세계의 억압적 공간으로 암시되
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자연세계의 해방적 공간으로 상징되는 초원을 거쳐 산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점에서 사냥꾼이 “너는 나와 함께 초원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22) Michael Roula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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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이다”라고 재촉하듯 말하는 대목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에르켄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감옥이 억압을 대표하는 반면에 그를 다른 세계로 인도해줄 수 있는 사냥
꾼과 초원은 자유를 표상하기 때문이다.23)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장면
에서 사냥꾼과 소년의 머리 위로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과
함께 자연의 다채로운 이미지들이 잇따라 제시되며 화면의 전경을 장식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한편으로는 소년이 자연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향
후 행보를 예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의 정태적, 정주적 삶과 초원의 역동
적, 이주적 삶 사이에 대비적 경계를 확립하는데, 아프리모프가 창조적으로 재구성
하는 카자흐스탄 특유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의 중요한 단면도 여기에서 찾
을 수 있다. 그리고 영화의 이러한 구도 속에서 에르켄은 자신의 인간적 삶과 가치
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간다.
이와 관련하여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사냥꾼과 소년이 마을을 떠나
초원으로 가기 전에 사냥꾼이 소년에게 “삶은 강둑을 따라 존재한다”는 것과 “초
원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 중에서 특히
“초원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다”는 사냥꾼의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말은
그와 소년이 마침내 초원으로 나가서 대지에 앉아 대자연의 풍요로움과 웅장함을
눈앞에서 실감하게 될 때 “초원이 텅 비어 있어요”라는 소년의 말에 의해서 대립
적으로 되풀이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적 반복의 기법을 통해서 영화는 카자흐스
탄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에서 초원의 시공간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한층
23) 경찰의 모티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강압적 권력을 표상하는 경찰이 최근 카자흐스탄 영화에
서 종종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루스템 아브드라쉐프의 2008년 작 ｢스탈린에
게 바치는 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은 작은 카자흐 마을의 평화로
운 질서를 끊임없이 위협하다가 급기야는 마지막에 가서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매우 부
정적인 인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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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배가시킨다. 에르켄과 같은 어린 소년의 눈에는 초원이 단순히 시각적, 물리적
차원에서 무료하고 공허하게만 보일 뿐이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속에서 살아
온 사냥꾼에게는 의미 있는 삶으로 충만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열린 공간이
다. 일종의 성장영화 장르인 ｢사냥꾼｣에서 주인공 에르켄이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
있는 자신의 삶을 “텅 비어 있는” 초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근본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에서 초원이 카자흐 민족이 대대로 내려오며 살았던 그들 나름의 생
활양식으로 채워졌고, 또 채워지고 있고 채워져야만 하는 긍정적 의미의 시공간이
라고 한다면,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 시공간은 에르켄이 잡
혀가는 감옥이 있는 도시이다. 영화의 줄거리 요약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에르켄은
위기에 빠진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마을에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도시의 감
방에 수감된다. 영화는 이렇게 에르켄이 체포되고 수감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서 감옥은 일차적으로 억압의 장소로 제시되지만 더 나아가
비인간화의 문명세계를 암시하기도 한다.24)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특히 초원과 사냥꾼의 자유로운 이미지를 몽타주 형식으
로 연속해서 보여주는 영화의 대비적 기법에서 잘 뒷받침된다. 영화 전체에서 도시
와 초원, 다시 말해서 정주적 삶과 이주적 삶 사이의 대비 관계를 매우 뚜렷하게
드러내는 이 장면들은 아프리모프가 예술적으로 재구성하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초원과 산악
의 풍경 장면들은 자연미만을 단순하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의
의미론적 차원에서 초원은 인간존재와 삶의 이상적 가치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24) Michael Roula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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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공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볼 또 다른 카자흐스탄 영화는 세르게이 드보르쩨보
이 감독의 2008년 작 ｢튤립｣이다.25) 2008년 제61회 <칸영화제>에 출품되어 그랑
프리 다음으로 영예로운 상인 ‘존경할 만한 영화’ 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았던 ｢튤립｣은 드보르쩨보이가 처음으로 만든 극영화로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상영되면서 카자흐스탄 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대표
작이 되었다.26) 이 영화는 아프리모프의 영화가 보여주는 초원의 풍경과는 약간
다르지만 주제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바깥세상으로 나갔
다가 다시 자기 존재의 출발점이자 터전이었던 초원의 시공간으로 돌아온 청년 아
사(Asa)가 새로운 삶의 길에 오르면서 겪는 시련과 적응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드보르쩨이의 영화 ｢튤립｣은 아프리모프의 영화 ｢사냥꾼｣과 흡사하게 전통과 현
대, 내부와 외부, 자연과 문명 등의 대립구조 속에 초원의 시공간을 중심으로 카자
흐스탄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을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독특하게 재구성한다.
｢튤립｣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에서 수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고국 카자흐스탄으
로 돌아온 청년 아사가 초원지대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난관

25) 카자흐스탄 태생의 러시아 사람인 세르게이 드보르쩨보이는 자신의 최초 극영화인 ｢튤립｣을 내놓
기 훨씬 전에 이미 ｢행복(Schast’e)｣(1996), ｢빵의 날(Khlebnyi den’)｣(1998), ｢고속도로
(Trassa)｣(1999), ｢어둠 속에서(V Temnote)｣(2004) 등과 같은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 가운데서 ｢행복｣과 ｢고속도로｣는 카자흐스탄의 초원을 무대로 찍은 것이며,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화의 미학적 기법이나 기술적 경험은 ｢튤립｣의 제
작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영화 ｢튤립｣은 카자흐스탄의 초원을 배경으로
한 최근 영화들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초원의 시공간을 타큐멘터
리 기법을 통해 예술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6) ｢튤립｣은 카자흐스탄, 독일, 폴란드, 러시아, 스위스의 합작으로 제작되었으며 2009년 아카데미
영화상 최우수외국어영화 부분에 카자흐스탄 대표로 선정하는 5편의 후보작 가운데 하나로 오르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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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딪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아사는 양치기 목동인 매
형 온다스(Ondas), 친구 보니(Boni)와 함께 이웃집 목동에게 찾아가 ‘튤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승낙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가리개 뒤에 숨어 있던 그의 딸은 우습게도 아사
의 귀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한다. 이후 며칠이 지난 다음 아사 일행은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모습이 담긴 잡지의 사진을 들고 이웃
목동에게 다시 찾아가 찰스의 귀가 그렇게 크지만 왕세자이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튤립의 마음을 돌려보라고 설득한다. 그러나 아사 일행은 시집가기 싫다는 딸을 부
모가 마음대로 강요할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다시 돌아서는데, 이때도 튤립의 모습
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아사는 보니와 함께 튤립을 다시 찾아가지만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튤립이 도시로 완전히 떠나고 없다는 말만 듣고 집으로 되돌
아온다. 이후 영화는 아사와 온다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과 갈등 양상 속에서 아
사가 초원의 삶과 질서에 힘겹지만 슬기롭게 적응해 가는 모습과 함께 막을 내린다.
이런 줄거리 요약에서 알 수 있듯이 ｢튤립｣은 남부 카자흐스탄의 초원지대 한
가운데에 서있는 카자흐어로 ‘유르트’(yurt)로 불리는 천막집 안에서 아사 일행이
튤립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요청하는 장면과 함께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처음부터 카자흐 민족의 전통문화에 특유한 시공성, 다시 말해 초원과 천막생활을
영화서사의 전경으로 내세우며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 전개되는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진다. 사실 이 영화에서는 아프리
모프의 영화에서처럼 주인공 아르켄이 체포되어 수감되는 감옥이 위치한 도시와
같은 대비적 외부 공간이 결코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초원과 대비되는 다른 공
간이 물리적, 시각적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공간이 갖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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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튤립이 동경하며 찾아 떠나는
대도시, 아사의 조카가 가고 싶어 하는 알마아타, 친구 보니가 아사에게 초원을 버
리고 함께 떠나자고 부추기는 도회지 등은 영화 전체에 걸쳐 한 번도 가시화되지
않지만 반복적 언급이나 간접적 이미지를 통해서 전통적 삶의 시공간인 초원과 의
미론적으로 현격하게 대비되는 현대적 삶의 시공간으로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암시적으로 확립되는 초원과 도시 사이의 의미론적 대비 구도는 초
원에서 이루어지는 카자흐스탄 고유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가치체계가 현대적 삶에
의해서 조금씩 위협받다가 언젠가는 결국 완전히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드보르쩨보
이의 현실 인식과 우려를 굳게 뒷받침한다. 해군 제복 칼라에 그려놓은 ‘튤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아사가 튤립에게 세 번에 걸쳐 찾아가 구애하면서 조상 대
대로 내려온 생활터전인 초원에서 이상적 삶을 건설보자고 제아무리 설명하고 설
득해도 그녀는 초원생활을 자기 꿈을 가로막고 방해만 하는 낙후된 곳으로만 인식
할 뿐이다. 이와 비슷하게 아버지 온다스에게 알마아타로 가자고 틈만 나면 조르듯
말하는 어린 아들도 어쩌면 미래에 초원생활의 전통을 버리고 현대 대도시의 삶을
찾아 떠나는 튤립과 같은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튤립이 아사가 머무는
초원지대의 유일한 신부감인데도 불구하고 아사의 아내가 되길 거부하고 도시로
떠난다는 사실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튤립이나 아사의 조카처럼 사람들이 하나둘
씩 초원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가게 되면 초원은 영화 ｢사냥꾼｣에서 소년 아르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텅 비게 되고 카자흐 민족의 전통적 삶도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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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에서 전통의 시공간에 부정

그림 7. 영화 ｢튤립｣에서 주인공 아사

적 대비를 형성하는 도시와 외부세계
의 삶은 미묘한 방식으로 초원과 내부
세계의 삶 속으로 끊임없이 파고든다.
예를 들면, 아사의 조카는 라디오 뉴스
에서 흘러나오는 외부세계의 삶을 자
기 아버지 온다스에게 빠짐없이 보고
하는 동시에, 뉴스의 발신지로 나오는 알마아타를 끊임없이 동경한다. 또한 아사의
친구이자 트랙터 기사인 보니(Boni)는 생활필수품 등을 외부세계에서 가져와 초원
지대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데, 그의 상징적 이름에 잘 나타나 있는 것
처럼 보니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 팝가수 보니 엠(Boney M)의 히트곡 <바빌론 강
(Rivers of Babylon)>을 특히 좋아한 나머지 항상 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흥얼
거리며 다닌다.
이뿐만 아니라, 보니는 향락과 소비를 암시적으로 지시하는 외부세계의 잡지들
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 담긴 여성모델의 나체 사진, 찰스 왕세자 부부, 근사
한 주택이나 자동차 광고 사진 등을 친구 아사에게 보여주아사에구 면서 그 세계
를 동경하기도 하고 그런 세계가 있는 도시로 떠나자고 아사를 은근히 부추기기도
한다. 은근관련하여 지적해야그런 세흥미로잴근장면 한 가지 세보니은근얈사가 초
원의 땅에 드러누워서 함께세보던 잡지가 아래쪽으로 젖혀지면서 그 너머로
양 한 마리은근함께세드넓

초원이 펼쳐지 세대목해께세드넓

식으로

｢튤립｣에서 드보르쩨보이는 잡지 사진 속의 나체 여성이나 소비상품 등으로 상징
되는 외부세계의 유혹적이고 쾌락적인 생활을 초원세계의 야생적이고 자연적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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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의 대립 관계는 아사의 누나인 사말이 부르
는 노래가 보니의 팝송에 대비되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영화 속에서 카자흐 초
원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다고 볼 수 있는 사말은 어린 아기를 돌볼
때나 잠재울 때 감미로운 자장가를 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일종의
노동요와도 같은 초원 사람 특유의 노래를 감미롭게 부른다. 더욱이 사말의 노래는
딸 마하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실제로 마하는 바깥세계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오빠와는 다르게 엄마를 따라서 카자흐 사람들의 민요를 큰
소리로 힘차게 부르는 모습이 묘사된다. 이렇게 영화에서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
명, 초원과 도시 생활은 사말의 민요와 보니의 팝송 사이에서 파생되는 의미론적
대비를 통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더 주목할 만한 대목은 외부세계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보니가 트랙터에 채소나 과자 같은 식료품 등을 실고 사말 가족의 천막집으로 와
서 그녀에게 사탕을 전달해주는 장면이다. 보니가 비닐포장에 싸인 사탕을 한 움큼
집어서 사말에게 건네줄 때 사탕 몇 개가 흙먼지 가득한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러
자 사말은 아깝다는 듯이 흙먼지 속에서 사탕을 하나씩 집어 들지만, 보니는 이것
을 그냥 버려도 된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본다. 이 에피소드는 초원 사람
과 도시 사람이 삶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나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말이 음식이나 물건 등 그 무엇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진지한 삶
의 태도를 대표하는 반면, 보니는 그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천박하고
속된 태도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트렉터에 타고 있는 이웃 노인이 보니의
카세트에서 소음처럼 시끄럽게 흘러나오는 팝송을 두고 “그 바보 같은 음악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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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꺼버려”라고 말하는 동시에, 트랙터 지붕 안쪽에 붙어있는 반라의 여자 사진들
에 대해서 “포르노그래피를 내버려”라고 몇 번씩이나 말했지 않았느냐고 강조하는
대목에서도 잘 뒷받침된다.
이런 점에서 보니는 카자흐 사람들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초원의 전통적 자연세계와 도시의 현대적 문명세계를 이어주는 가교로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튤립｣에서 보니는 초원이
라는 원시적, 전통적 자연세계를 현대적 문명세계의 세속적 삶으로 유혹하고 오염
시키는 위험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7) 실제로 보니는 러시아 태평
양 함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사에게 황량하고 고독한 초원에서 유일하
게 존재하는 절친한 친구이지만 도시나 다른 세계의 화려한 세속적 삶에 대한 이
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곳으로 함께 떠나자고 아사를 유혹하듯 부추긴다. 이런 와
중에 아사는 구혼에 실패하고 따라서 초원에서 목동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에도 서툴기만 하여 급기야 매형 온다스와 갈등을 겪고 자신의 독자적 삶을 찾아
초원생활을 버리고 보니와 함께 트랙터를 타고 도시로 떠나기로 결정한다. 이때 보
니가 초원을 떠나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항해하여 미국으로 가자고 말하지만, 마
지막 순간 아사는 마음을 바꿔 누나 사말과 온다스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의미심장한 사실은 사말이 트랙터를 버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타지 못했던 낙타를 몇 번의 힘겨운 시도 끝에 마침내 올라탄 다음 온다스 가족을
따라서 또 다른 초원의 방목장를 찾아 이동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주인공 아사가

27) 보니의 무절제한 타락적 이미지는 그가 반라의 여성 사진들을 탐닉하고 도시생활을 찬미하는 것에
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아사가 튤립의 집을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그와 동행한 보니가 그녀 부모
가 내놓은 음식과 술을 남김없이 먹고 마신 뒤에 만취상태로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져 잠든 모습에
서도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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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의 인도에 따라서 미국으로 상징되는 외부의 문명세계로 갈 수 있는 바다를
향해 떠나는 대신에 온다스 가족이 대표하는 초원의 자연세계를 향해 그들을 뒤따
라가는 것은 어쩌면 변화의 시대에 직면한 카자흐 민족 앞에 놓인 선택의 방향을
예시하는 것일지 모른다. 또한 아사가 문명세계로 이끄는 기계인 트랙터를 버리고
초원에서 전통적 생활방식의 자연세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 기호 가운데 하나
인 낙타에 올라타는 것은 카자흐 초원의 시공성에서 본질적 부분을 형성하는 인간
과 자연 사이의 조화롭고 유기적인 공존관계를 암시적으로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연출되는 이와 같은 인간과 동물, 인
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나 공존은 매우 흥미롭게도 아사가 매형 온다스와 심하게
다툰 뒤에 천막집을 뛰쳐나가서 초원을 배회하던 중에 온다스가 방목하는 암컷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혼자서 힘겹게 새끼를 낳고 있는 모습과 마주치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10여 분에 걸친 롱테이크와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영화
전체에 걸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이 장면에서 아사는 분만의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어미 양을 참을성 있게 도우며 성공적인 분만을 이끌어낼 뿐만 아
니라 초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갓 태어난 새끼 양이 호흡곤란으로 죽기 직전에 매
형 온다스에게 구박을 받으며 배웠던 인공호흡법을 사용하여 간신히 살려낸다. 여
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장면은 앞서 지적한 마지막 장면에서 아사가 낙타 등에
힘겹게 올라타는 데 성공하는 대목을 예시한다는 점에서만 아니라 새끼 양의 탄생
과 함께 아사 자신도 초원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도 영화 전체
의 서사구조 안에서 극적 전환점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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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영화 ｢튤립｣에 그림 8. ｢튤립｣에서 새끼 양은 초원에서 새롭게
서 주인공 아사는 친구 보니를

태어난 아사 자신을 의미한다.

통해 제시되는 도시의 현대적
삶과 누나 사말 가족을 통해 묘
사되는 초원의 전통적 삶 사이
에서 갈등과 고민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는 인간과 자연이 유기
적으로 공존하는 삶의 전통적 터전인 초원을 선택한다. 아사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
과정 속에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 다시 말해 전통
과 현대의 갈등 양상이 미묘한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튤립
｣은 초원의 시공간을 영화서사의 중심축으로 삼으며 카자흐 민족문화의 근원과 전
통을 강조하는데, 이런 점에서 세르게이 드보르쩨보이는 ｢사냥꾼｣의 세릭 아프리모
프, ｢몽골｣의 세르게이 보드로프, ｢박스이｣의 굴사트 오마로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카자흐스탄 영화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근원회귀
와 전통숭배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향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28)

28) 이미 언급했듯이, 2004년 작 ｢쉬자｣로 대표되는 오마로바의 영화들은 모두 카자흐스탄 영화의 문
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박스이｣는 카자흐스탄 문화의 전통
성과 서구 자본주의 문명의 속물성 사이에 고조되는 심리적 갈등이나 대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자흐스탄 특유의 자연적 풍경이다. 이 영화는
특히 보드로프의 영화 ｢몽골｣과 함께 중앙아시아 주제와 풍경을 국제적 흥행을 위한 새로운 영화
장르로 끌어들이고 있는 카자흐스탄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Robert Bir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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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르기스스탄 영화
2005년 봄에 “레몬혁명”을 이루며 수립한 민주정권 덕분에 키르기스스탄은 권
위주의 정권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인근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섬”으로 불린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영토가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 역시 많지 않기 때문에 내적 결
속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대 키르기스스탄 영화가 과거의 민족
문화 전통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자국민의 유대감을 고취하고 자국의 독립성과 정
체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정립하는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외적 상황과 배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영화의 이러한 경향은 소비에
트 시절인 1960년대 키르기스스탄 출신 영화감독들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서 소비
에트 연방 붕괴 이후 19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영화의 탄생은 키르기스 국영영화스튜디오 설립 강령이 마련된
해인 1941년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만, 키르기스 민족 영화의 황금시대는 스탈
린이 사망한 해인 1953년에 국영영화스튜디오 <키르기스필름>이 공식 설립되고
이후 1960년대에 소비에트 사회를 휩쓴 해빙의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멜리스 우부
케예프(Melis Ubukeev), 톨로무쉬 오케예프(Tolomush Okeev), 볼로트 샴쉬예프
(Bolot Shamshiev), 겐나디 바자로프(Gennadii Bazarov)와 같은 키르기스 민족
출신 영화감독들의 왕성한 활약과 함께 시작되었다.29) 특히 안드레이 콘찰로프스
키(Andrei Konchalovskii)나 라리싸 쉐피티코(Larissa Shepit’ko) 등 러시아 출신
영화감독들도 이 시기에 키르기스 출신의 저명 작가 친기스 아이트마토프(Chingiz

29) Gulnara Abikeeva(2006),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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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matov)의 소설 작품들을 각색한 영화를 만들어 1960년대 키르기스 영화의 “기
적”에 크게 일조했다.30) 그러나 1960년대 키르기스스탄 민족 영화의 진정한 “기적”은
우부케예프의 ｢험난한 도하(Trudnaia pereprava)｣(1965), 오케예프의 ｢우리 어린 시절
의 하늘(Nebo nashego detstva)｣(1967), 바자로프의 ｢엄마의 들(Materinskoe pole)｣
(1967), 샴쉬예프의 ｢카라쉬 고개의 일발(Vystrel na perevale Karash)｣(1969)과 같
은 영화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루어졌는데,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여기에서는 키르
기스 땅의 성스러움과 그 땅에 대한 강한 애착심이 공통적으로 강조되면서 키르기스
스탄 민족 특유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31)
이렇게 1960년대에 확고히 형성된 키르기스스탄 영화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도 전통문화로의 회귀라는 일관된 노선
으로 자리매김했는데, 베키안 아이트쿨루예프(Bekian Aitkuluev) 감독의 ｢크바르
티란트(Kvartirant)｣(1992)와 마라트 사룰루(Marat Sarulu) 감독의 ｢인 스페(In
Spe)｣(1993)가 그러한 노선을 유지한 독립 직후 키르기스스탄 영화의 대표 작품들
이다. 이 영화들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시작과 함께 전통과
현대의 갈등이 첨예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찾아
지나간 과거 세계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32)
이런 점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라트 사룰루 감독이 일관되게 걸어온
영화창작의 여정이다.33) 사룰루 감독은 ｢인 스페(In Spe)｣를 발표한 이후 약 10년

30) 라리싸 쉐피트코와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는 최초로 친기스 아이트마토프의 동명소설을 각색하여
영화 ｢무더위(Znoi)｣(1963), ｢첫 번째 선생님(Pervyi uchitel’)｣(1965)을 각각 만들었다.
Sally N. Cummings(2009), p. 638.
31) Sally N. Cummings(2009), p. 643.
32) Sally N. Cummings(2009), p. 636.
33) 키르기스스탄 탈라스 출신으로 키르기스스탄국립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모스크바 국립영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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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2001년에 두 편의 영화를 새롭게

그림 9. ｢실크로드 형제｣의 한 장면

선보였다. 그 중에서 2008년 제9회 <전
주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된 ｢실크로드 형
제(Altyn Kyrghol)｣에서 사룰루는 고대
의 실크로드를 가로지르는 철도와 기차를
현대문명에 대한 상징으로 제시하는 한편
으로 그에 대한 대비적 이미지로서 아름
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숲을 키르기스 전통문화로의 회귀에 대한 중요한 상징으로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자연과 문명의 대립은 초원의 넓게 열린 세계와 기차 내부의 닫힌
세계의 극단적 대비를 통해서 굳게 확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적 양상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소년 중에서 문명의 도시 세계로 나가려 하는 가장 나이
많은 소년과 숲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는 가장 나이 어린 소년이 걷는 각기 다른
행보에서도 강조된다.34) 다시 말해서 가장 어린 소년은 가장 나이 많은 소년과 달
리 도시로 상징되는 문명 세계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 1960년대 키르기스
“기적” 시대의 영화들에서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키르기스 땅에 대한 강한 애착을

교에서 수학한 마라트 사룰루 감독은 1998년 악탄 압디칼리코프의 영화 ｢베쉬켐피르｣에서 공동
으로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쌓았다. 이후 사룰루 감독은 2001년에 ｢실크로
드 형제(Altyn Kyrghol)｣와 함께 내놓은 단편영화 ｢비상(Ergii)｣으로 2002년 베를린국제영화
제 경쟁부문에 진출하기도 했으며, 2004년에 ｢거친 강, 잔잔한 바다(Burnaia reka, bezmiateznoe more)｣를 발표하고 나서 2008년에 세 번째 장편영화 ｢남쪽 바다의 노래(Pesn’ iuzhnykh morei)｣를 선보였다. 그의 창작에 흐르는 일관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 존재의 시원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다.
34) 키르기스스탄 영화의 전통문화 회귀 현상은 기차 내부에서 폭력배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점
에서도 강조된다. 홍상우(2008가),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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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서 자연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철학
적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 삶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 존재의 시원이 되는 자연에서 발원한다는 긍정적 믿음과 희망이다. 문명의 공
간으로 설정된 철도와 기차 내부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띠
는 것도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35)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키르기스스탄 영화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 영화들
과 일정한 유사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키르기스스탄 영화가 영화 미
학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면서 국제무대에서도 좋은 평가와 평판을 얻게 된
것도 어쩌면 자국 문화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전통을 고수하는 방향성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초에 등장하여 지금까지 줄곧 키르기스스탄
영화계를 대표하며 이끌고 있는 악탄 압디칼리코프가 1998년에 선보인 영화 ｢베
쉬켐피르(Beshkempir)｣도 키르기스스탄 영화의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36)
주인공인 사춘기 소년의 이름을 가리키는 동시에 “다섯 할머니”를 뜻하기도 하
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 영화 ｢베쉬켐피르｣는 키르기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다섯 할머니가 양자로 들이는 아기를 축복하는 장면과 함께 시작한다. 이후 베쉬켐

35) 마라트 사룰루의 가장 최근작으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독일, 프랑스 공동으로 제작된 영화 ｢남쪽
바다의 노래｣는 중앙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다문화, 다인종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작품으로 흔히 정
의되고 평가받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등장하는 것이 다름 아닌 철도와 기
차의 모티프이다.
36) 악탄 압디칼리코프는 1993년 ｢너의 집은 어디니, 오리야?(Gde tvoi dom, ulitka)｣로 데뷔한
이래 2001년 ｢침팬지(Maimil)｣까지 총 6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
화로는 ｢베쉬켐피르｣와 함께 독창적인 영화 미학을 선보이는 ｢버스 정거장(Beket)｣(1995)을 들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압디칼리코프는 한 편의 작품도 만들지 않고 침묵으로 일
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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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르는 평범한 시골 소년으로 마을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며 놀고,
벌집을 헤집고 다니면서 장난꾸러기로 온갖 말썽을 피우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아누라를 좋아하게 되는데, 매우 흥미
롭게도 영화는 베쉬켐피르가 입양되는 장면과 아누라를 생각하는 장면에서만 칼라
로 보여주고 다른 장면들은 대부분 흑백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아누라와 조금씩 친
해지게 되던 어느 날 베쉬켐피르는 한 마을에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자신이 입양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혼란에 빠진다. 곧이어 그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정말로 입양아인지 물어보지만 할머니는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냈느냐고
말할 뿐 진실은 끝내 말해주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베쉬켐피르는 그 동안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자신을
냉담하게 대했고 멀게 느껴졌는지도 이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그와
심하게 싸웠던 친구 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베쉬켐피르에게 피투성
이가 될 정도로 맞았다고 따지는 장면에서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 이때 친구 어머
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아버지는 베쉬켐피르를 무자비하게 때리려고 하기 때문이
다. 이런 식으로 깊은 의혹과 혼란에 빠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베쉬켐피르는
마침내 집을 나간다. 그러던 중에 찾아온 한 친구로부터 자신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후원자였던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베쉬켐피르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지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이후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베쉬켐피르는 자신이
정말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현실을 인정한다. 영화는 할머니
의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친구들과도 화해하는 베쉬켐피르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작게는 자신의 가족을, 크게는 마을 공동체 전체를 완전하게 받아들인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화 마지막 장면이 밝게 웃는 베쉬켐피르와 아누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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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림 10. ｢베쉬켐피르｣의 다섯 할머니

이러한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
이, ｢베쉬켐피르｣는 키르기스스탄
의 토속적인 시골 마을을 영화 서
사의 중심 배경으로 삼아 그 안에
서 펼쳐지는 주인공 베쉬켐피르의
입양과 성장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
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할 만한 대목은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롱쇼트의 화려
한 칼라로 제시되는 입양 의식이다. 아기의 입양 의식은 철저하게 키르기스 문화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데, 아기가 입양과 함께 베쉬켐피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마을의 다섯 할머니를 가리켜 베쉬켐피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입양한 아기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가 상징적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편입하고 그것을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
히 이 장면에서 다섯 할머니들은 아기를 한 사람씩 차례로 돌려가면서 “이 아기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길은 기쁨으
로 가득 차게 해주서소”라고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입양된 아기는 그 누구의 아들
도 아니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의 아들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양 장면은 또한 영화 후반부에서 묘사되는 장례식 장면과 유기적인 상
응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7) 영화 서두의 입양 의
식에서 아기를 요람에 눕혀 놓는 과정이 후반의 장례 의식에서 망자를 눕혀 놓는
37) 압디칼리코프의 영화에서는 장례식이 자주 묘사되는데, 그의 또 다른 영화 ｢그네(Sel’kincek)｣도
백치 소년의 장례식을 통해서 키르기스 민속전통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입양 의식은 인간과 자
연의 관계를 강조하는 애니미즘 신앙을 띠기도 한다(Gönül Dönmez-Colin (2006),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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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의미심장한 것
은 아기를 눕혀 들고 다니는 침대와 망자를 실어 나르는 운구대가 “베시크”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인간 존재의 탄생과 종말
이 하나의 유기적 순환 고리로 이어져 있음을 키르기스 민속 문화의 전통을 통해
서 보여준다. 인간 존재의 드라마는 이렇게 입양 의식과 장례 의식, 다시 말해 탄
생과 죽음 사이에서 펼쳐지는데, 흥미롭게도 압디칼리코프는 그 사이를 소년 베쉬
켐피르의 유쾌하고 천진난만한 이야기로 장식한다. 실제로 베쉬켐피르는 앞서 언
급했듯이 마을 친구들과 어울려 진흙탕에서 뛰어놀면서 모래로 나체 여성의 형상
에 젖가슴과 성기를 만들어 어른들의 세계를 유쾌하게 흉내 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징적 양상 가운데 한 가지는 ｢베쉬켐피르｣
에 직접적으로 묘사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되는 키르기스의 시골 마을이 여성적
이미지, 혹은 모성적 이미지로 가득 차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베쉬켐피르나 그의
아버지, 친구들을 비롯해서 남성들이 영화 속에 적잖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론적 중심은 다섯 할머니를 뜻하는 “베쉬켐피르”라는 말에서 추측할 수 있듯
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영화 속에는 마을의 장로 역할을
흔히 담당하는 할아버지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베쉬켐피르의 아버
지와 같은 남자들은 가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만 주로 묘사되지만,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은 집안일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가정적인 측면에서 묘사된다.
이런 의미에서 ｢베쉬켐피르｣는 여성 혹은 모성 중심적 세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8) 하지만 영화 후반부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처럼 베쉬켐피르와 그 친
38) ｢베쉬켐피르｣에서 나타나는 여성적 특성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히 영
화 마지막 장면에서 들려오는 하프 음악은 여성성의 표시로 기능한다. Mark Slobin(2009), p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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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화해하고, 베쉬켐피르와 아누라가 다정하게 웃으며 만나는 장면은 이전 세
대와는 다른 세계의 가능성, 바꾸어 말하자면 마을 공동체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39) 이렇게 ｢베쉬켐피르｣에서 압디
칼리코프는 키르기스의 전통적인 민속 문화가 살아 있는 시골 마을을 영화의 중심
시공간으로 설정해놓고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자연스런 연속성을, 다른 한편으로
는 남녀 간의 조화로운 공존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인간 삶의
가치를 긍정한다. 그러나 압디칼리코프가 천착하고 탐구해온 인간 존재의 신비로
운 비밀과 이상적인 가치는 무엇보다도 키르기스 민족의 과거 전통에서 발원하는
데, 그 물질적 토대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 대지로 표상되는 모성의 시공간
이다. 이런 점에서 압디칼리코프는 1960년대 키르기스 영화의 ‘기적’ 시대부터 일
관된 경향으로 자리매김한 전통을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다.40)
이처럼 키르기스스탄 영화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과 근원에 대한 탐색이나 추구
는 1990년대에서부터 최근까지 뚜렷하고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중요
한 또 다른 키르기스 영화로는 2008년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유라시아국제영화
제>에서 동시에 상을 수상하기도 한 에르네스트 압디야파로프(Ernest Abdiiaparov)
의 ｢순수한 차가움(Boz Salkyn)｣(2007)을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도시에 사는 아
름다운 여주인공 아세마(Asema)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무라트(Murat)와 결혼을 위
한 마지막 행보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무라트와 함께 그의 시골 마을로 가

39) Gulnara Abikeeva(2003a).
40) 이 영화에서 특히 의미심장한 측면은 압디칼리코프가 마을 주변의 공간 풍경을 묘사하거나 제시하
면서 소비에트 과거를 연상시키거나 상기시키는 요소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화 속에는 차량이나 복장 등 소비에트와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무것도 등장하
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압디칼리코프는 영화 전편에 걸쳐서 시종일관 키르기스 언어와 민족 문
화의 전통을 사용함으로써 “초시간적인 키르기스 공간”을 창조한다. Вида Джонсон(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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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처녀납

그림 11. ｢순수한 차가움｣의 여주인공

치라는 키르기스 민족의 풍습과 전통
을 중심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현대 도시에서보다는 이식쿨
호수 부근의 시골 마을에서 살면서
키르기스 사람들의 전통적 생활방식
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그럼으로써 그
녀의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키르기
스 문화의 전통적 가치들을 긍정적으로 강조한다.
실제로 ｢순수한 차가움(Boz Salkyn)｣의 영화 서사는 일련의 크고 작은 대비들
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와 농촌 환경 사이의 선명
한 대비 구도이다. 영화에서 도시는 여주인공 아세마와 같이 세련되고 현대적인 여
성들이 제멋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곳으로 암시되는 반면에 아세마가 남자
친구 무라트와 함께 방문하는 그의 시골 마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강한 전통
과 관습으로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끈끈한 곳으로 제시된다. 도시 출신의 아세마
는 이러한 환경을 접하고 처음엔 놀라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지만 마을 사람들
의 전통적 생활방식에 점점 융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조해야 할 것은 이 시골 마
을에서도 압디칼리코프의 ｢베쉬켐피르｣에서 묘사되는 시골 마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더 주도적이거나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성
우위적 또는 우월적 측면은 특히 아세마의 약혼자인 무라트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마을의 다른 아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도덕적으로도
굳게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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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은 또한 영화의 주요 배경무대가 되는 이식쿨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
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어머니 대지에 대한 부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점
에서 얍디야파로프의 ｢순수한 차가움｣은 압디칼리코프의 ｢베쉬켐피르｣와 마찬가
지로 1960년대에 확립된 키르기스 영화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41) 이처
럼 가장 최근의 키르기스 영화들도 역시 1990년대나 그 이전의 영화들처럼 키르기
스스탄 대지의 성스러움과 공동체 성원들의 유대감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의 삶 속
에서도 민족문화의 전통이 중요한 부분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개인 단위에서든 민족 단위에서든 자체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
정을 보여준다.
3. 우즈베키스탄 영화
우즈베키스탄 영화의 역사는 192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즈벡 소비
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형성된 직후였던 1920년대 후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러
시아 출신 영화계 인사들의 도움으로 몇 편의 극영화가 만들어졌다. 이후 1930년
대에도 전문적인 영화 제작 활동이 계속되었고 영화 제작 편수와 수준도 향상되었
다. 실제로 1950년대 초반부터는 매년 3편의 극영화가 <우즈벡필름> 스튜디오에
서 제작되다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제작 편수가 1년 평균 12편으로 증가
했고, 질적인 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42) 이 점은 우즈벡 영화가 당시 여러
국제영화제에 나가 수상한 경력에서도 잘 뒷받침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설립
41) 이런 점에서 키르기스스탄 영화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가장 여성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고도 볼 수 있다.
42) Vladimir Mesamed(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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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영화 카메라맨 양성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은 소비에트 연방 체제 붕괴 전후
에 일어난 우즈벡 영화의 질적 도약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91년 3월에 우즈베키스탄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 기반을
다지는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의 강령이 공포되고, 이로부터 5년
뒤 1996년에는 <우즈벡키노> 합작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영화 개혁안이 마련되었
음도 불구하고 1991년 독립 이후 2001년까지 우즈벡 영화의 제작 편수는 총 50편
으로 독립 이전보다 늘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즈베
키스탄 정부가 보조금 제공 등 재정적, 제도적 지원으로 영화 제작 과정만이 아니
라 배급에도 깊숙이 관여하면서 영화산업 전반을 전체주의 방식으로 통제하고 관
리하려고 했던 데서 기인하였다. 특히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소비에트 유
산의 대대적 청산 작업에 착수하면서 영화를 정부의 선전 도구로 동원했는데, 영화
가 이렇게 소비에트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까지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수단으로 전
락한 것도 1990년대에 우즈벡 영화산업이 침체하고 퇴보하는 길에 접어들게 된 주
된 원인이 되었다.
1990년대 우즈베키스탄 영화의 발전을 저해한 또 다른 요인은 영화산업의 기반
이 튼튼한 러시아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소비에트 시절에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의 많은 영화인들
이 모스크바의 국립영화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영화 제작, 연출
과 연기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으며 자국 영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요컨대,
모스크바의 국립영화학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화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했지만,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이 지역 출신 영화인들은 과거와 같은 혜택이
나 경험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도 러시아는 이 지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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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소련 공화국들에서 연기자들을 매년 초청하여 전문적인 연기 기술 등을 전수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이 프로그램에 자국의 배우
를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영화의 질적 수준이 뒤떨어지게 된 이
유도 여기에서 연유한다.43)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 경향은 199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영화산업이
침체되고 질적 수준도 떨어지게 된 과정에서 멜로드라마와 코미디가 2000년대 우
즈벡 영화의 주요 장르로 자리 잡게 된 현상이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러
한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최근 우즈베키스탄 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는 자족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실제제제혜재 우즈베키스탄 영화관들에서 상
영되는 영화는 90% 이상이 우즈베키스탄 영화들로, 이들은 대부분 사설 스튜디오
에서 제작된 것들이다.44) 이런 점에서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화
산업의 상황은 밀접가 재정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며 통제를 가했던 1990년대의
상황과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그것과도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현실을 반영하고 자국 관객들을 겨냥

43) 이와 함께 지적해야 할 것은 1967년에 영화 ｢상냥함(Nezhnost’)｣을 발표하며 데뷔한 이래로 ｢
연인들(Vliublennye)｣(1969), ｢만남과 헤어짐(Vstrechi i rastavaniia)｣(1973), ｢우리 집 둥
지의 새들(Ptitsy nashego gnezda)｣(1976), ｢천재의 청춘(Iunost’)｣(1983), ｢사냥함(Shok)｣
(1988) 같은 영화들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전까지도 꾸준히 발표하며 활동했던 엘리에르 이쉬
무하메도프(Elier Ishmukhamedov)와 같은 소비에트 시절의 유명 영화감독들이 독립 이후
1990년대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 편의 영화도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을 아예
떠나버렸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로 건너와서 현재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이쉬무하메도프는 흥미롭
게도 2004년에 ｢연인들 2(Vliublennye 2)｣를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러시아에서 발표했고, 올해
2009년 5월에는 ｢카차(Katia)｣라는 TV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런 이쉬무하메도프의 예는 우즈
베키스탄의 영화산업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44) Гульнара Абикеев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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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예산의 상업영화들이 대량으로

그림 12. 영화 ｢일그러진 달 아래 집｣

제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흥행 수익
도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
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우즈
베키스탄에서는 맥을 못 추는 이유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특히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은 보편서사를 우즈베키스
탄의 프리즘을 통해서 변주하는 방식
으로 제작되는 멜로드라마 장르의 영화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
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흐롬 야쿠보바(Bakhrom Iakubov)의 영화 ｢주므라드와
킴마트(Zumrad i Kimmat)｣(2008)이다. 이러한 멜로드라마 장르와 함께 코미디
장르가 현대 우즈베키스탄 영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코미디 역시 멜로드
라마 영화와 만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 사회와 젊은 세대의 성공적 삶을 밝고 낙천
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45) 이런 점에서 우즈베키스탄 영
화는 인도의 볼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와 비슷한 특성을 띤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0년대 우즈베키스탄 영화의 지배적 경향을 겉으로는
따르면서도 내적으로는 그에 대해 비판과 전복을 시도하는 영화도 존재한다. 2008
년에 나온 욜킨 토이치예프(Yolkqin To’ychiyev)의 영화 ｢침묵(Sukunat)｣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
적 풍요와 진보가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지라도 정신적 고뇌를 쉽게 치유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복잡 미묘한 정신심리와 풍족한 물질세계의 대비를 통해서

45) Гульнара Абикеев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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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다.46) 이 영화와 함께 주목할 만한 최신 우즈베키스탄 영화로 줄피코르
무사코프(Zulfiqor Musakov)의 ｢일그러진 달 아래 집(Oy Ostidagi Hovli)｣(2009)
을 들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주류 영화와 아주 다르게 시간
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과거와 현재, 공간적으로는 모스크바와 타시켄트 사이를
오가면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우울한 색조로 묘사하고 성
찰한다.47)
이처럼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특히 1990년대 우즈베키스탄 영화는 새롭게 형성
된 이념적 지형에서 탈소비에트화(와 탈서구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영화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했지만 전체주의적 통제와 관리 방식으로 인해 정반대의 퇴보적 결과
를 낳았다. 그리하여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영화인들이 하나둘씩 우즈베키스탄을 떠
나고 기술적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에서 영화산업은 사설 스튜디오에서 소규모 예
산으로 제작되는 자족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국의 당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동화적 형식으로 밝고 낙천적으로 묘사하는 멜로드라
마나 코미디 같은 상업적 경향의 영화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우즈베키스탄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에게서
도 뚜렷하게 나타났을 만큼 현재 우즈벡 영화는 상업화 과정이 한창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현대 우즈벡 영화는 자국의 문화 전통에 대해서도 깊은

46) Thomas Welsford(2009).
47) 이런 점에서 무사코프는 그가 이전에 선보였던 코미디 영화들에서 보여준 것과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무사코프는 실제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동화적 성격의 현실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천국의 소년들(Mal’chiki v nebe)｣(2002)에서 무사코프는 아
이들 사이의 빈부격차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그러한 차이에 대한 진지한 탐
구보다는 감상적인 이야기로만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Vladimir Mesame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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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감독은
2008년 제9회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전에 출품된 영화 ｢연설가(Orator)｣(1998)로
잘 알려진 유수프 라지코프(Yusup Razikov)이다.48) ｢여인왕국(Ayollar saltanaty)｣
(2000), ｢춤(Dilhiroj)｣(2002), ｢에르카크(Erkak)｣(2005) 등과 같은 라지코프의 영
화들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문화의 전통적 풍습들이 항구적 요소로 등장하면
서 우즈벡의 고유한 문화적 풍경을 형성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사회풍경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파괴되는 1930년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영
화 ｢연설가｣ 전통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풍경역사적 서 의
측면에서 우즈벡 전통 사회비에트븠에트화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미학적 기
법의 측면에서는 탈소비에트화, 또 ｢뻰소비에트화 전추구하면서 우즈벡 영화 특유
의 문화적 풍경뿐만 아니라 이념적 지형까지도 새롭게 재구성한다 ｢사실이다. 소
비에트 시대 영화는 소비에트 신화와 전설의 사실주의를 강조하는데 알맞게 흑백
색체를 사용했지만 이 영화는 밝고 화려하면서도 지나치게 단순화된 색채감을 선
보일 뿐만 아니라 인물 묘사에서도 영웅적 면모에 가깝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측
면을 더 많이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49)
라지코프의 ｢연설가｣에서 의미심장하게 제시되는 또 다른 사항으로는 여성을
둘러싼 소비에트와 우즈벡 문화의 서로 다른 관점이나 태도이다. 주인공 이스칸데

48) 1957년 타시켄트에서 태어난 유수프 라지코프는 타시켄트국립대학교에서 수학하며 <우즈벡필름>
스튜디오에서 잠시 일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우즈벡 TV 방송을 거쳐 1981년에 모스크바의
국립영화학교에 들어가 1983년 <모스크바청년영화제>에서 단편영화 부문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
했다. 라지코프는 1986년 각본과를 졸업하고 <모스필름> 스튜디오에서 2년 동안 인턴으로 일하
며 <우즈벡필름>, <모스필름>, <그루지야필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독립 이후 라지코프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즈벡필름> 스튜디오의 대표를 지냈다.
49) Gulnara Abikeeva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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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소비에트 정권이 우즈베키스탄에 수

그림 13. ｢연설가｣의 한 장면

립되는 과정에서 처음엔 단순하게 러시아
어 통역으로서 새로운 정권을 위해 일하
지만 곧이어 이 정권을 대중에게 알리는
연사로 적극 나서면서 명성을 얻는다. 이
와 함께 이스칸데르의 혁명적 활동은 자
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일부다처제를 인정
하는 이슬람 문화의 전통에 따라 그는 한 가정 안에 세 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고
있었음에도 혁명위원회 의장이던 마리암을 네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녀와의 사
이에서 아들을 얻는다. 그러나 영화의 종막은 마리암이 감옥에서 죽고 이스칸데르
가 그의 아들과 부인들을 모두 거부하며 전통적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소비에트 체제 아래서 우즈벡 이슬람 문화의 일부다처제가
금기시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우즈벡 고유의 전통문
화와 그 가치를 강조하고 대변한다. 이는 1920, 30년대 소비에트 영화가 오리엔탈
리즘의 시각에서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의 해방을 자주 묘사하던 과거의 관행에 대
한 재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라지코프의 영화는 소비에트 과거를 부
정하고 우즈벡 고유의 문화 전통과 정신을 긍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연설가｣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이는 유명한 투르크시브(Turksib: 투르크메니스탄-시베리아 철
도)의 첫 번째 열차가 겉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 현대와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즈벡 공동체의 토착적 문화와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세워지는 것이
라면 그것은 결국 우즈벡 사람들이 대대로 계승해온 인간 존재의 근본과 이상적
생활양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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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오는 말
소비에트 시절 중앙아시아 영화는 ‘내용에서는 민족적이어야 하고 형식에서는
사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스탈린주의 예술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60년대 “기적” 시대 키르기스스탄 영화들이 특히 잘 보여준 것처럼 소비에트 연
방 해체 이전까지 중앙아시아 영화는 다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의 영화와 마찬
가지로 내용에서 제아무리 민족적인 색채를 강조하고 강화했을지라도 형식에서만
큼은 사회주의 정신, 다시 말해 소비에트 신화와 이념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방식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러나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직전부터 중앙아시아 영화는
카자흐스탄의 뉴웨이브 영화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비에트 신화와 이
념에 도전하고 균열을 가하는 징후들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고, 소비에트 신화와
이념이 완전히 사라진 독립 이후부터는 각자 독자적인 노선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영화는 이전까지 누리지 못한 이념의 자유를 한껏 누
리면서 새로운 이념적 지형을 형성했고 자국 특유의 문화적 풍경을 재창조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영화에서는 실제로 이념적 지형과 문화적 풍경이 새롭게 창조되
고 설정되면서 자국 고유의 민족 전통과 가치 체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영화는 특히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내용적 측면
에서 민족적이고 토착적인 경향의 이념과 풍경을 활발하게 재생산하고 있지만, 이
러한 경향은 형식적 측면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키
르기스스탄의 악탄 압디칼리코프나 우즈베키스탄의 유수프 라지코프가 선보이는
독특한 영상미학과 영화기법을 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 국
가들에서 영화는 자국의 고유한 시공성을 재창조하고 재강조하면서 자국의 민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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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긍정적으로 재조명한다. 이 점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대도시를 중심으
로 확산되는 서구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침투에 대한 부정적 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대와 전통의 대립 구도가 현대 중앙아시아 영화의 지배적 요소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 영화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이념적 지형과 문화적 풍경은 소비에트 시대에 우세했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념
적 편견을 바로잡는 작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50) 1920~30년대에 소
비에트화가 진행되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중앙아시아는 카프카스와 더불
어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의 시선 속에서 인종적으로 미개하고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재현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중앙아시아에서는 자체의 고유
한 문화적 전통과 풍습이 계몽과 개조의 대상으로 취급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파괴되는 비극을 맞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들의 영화가 자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고 강조하고 있
는 것은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극복 작업의 일환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0)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타자로 바라보는 소비에트 시대 영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바람. Alexander V. Prusin & Scott C. Zeman (2003), pp. 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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