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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

문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석유, 가스, 광물
등의 자원에너지를 많이 보유한 국가들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
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국가들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 지역 국가들은 더욱 개방
되어 세계 여러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점차 국제사회에서 중요
한 위치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다양한 방면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앙아시아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중앙아시아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아시아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
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중앙아시아 지역사업 중 하나인 연구논문 공모사업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논문을 공모하고, 발간하여 연구결과를 소개
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 이어서 2010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올해는
국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현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논문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책에 논문을 게재한 중앙아시아 학자들은 우리 연구원과 MOU
를 체결한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주요 국
책 연구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으로 한국에서의 중앙아시아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부, 기업, 연구기관의
협력이 증진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중앙아시아 연구논문 공모사업에 참여
하여,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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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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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과 실제
고 재 남 외교안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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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연방 붕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복
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스스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부여했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지역통합을 위해 지역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독립 후부터 계
속되어 왔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
다. 이는 경제규모가 작은 개별 국가들을 통합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복잡한 국경의 관리,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노동이민 규제, 마약밀매 및
유통, 테러 대책을 비롯한 안보문제 해결 등 지역 전체의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에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지역통합은 실현되지 않
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의 리더십을 둘러싼 각국 대통령의 라이벌 관계, 민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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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대립관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의 결여,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 차이,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의 지역협력 추진 편승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실용적 외교안보 구상 중 하나로 ‘신 아시아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고, 2009년 3월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이를 구체화시켰다. ‘신 아시아 협력외교’는 동남아 국가연합
(ASEAN), 중앙아시아 등 인근 아시아 우방 국가들과 실질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
ㆍ강화시켜 나간다는 신 외교정책이다.
한국은 21세기 들어 전략적으로 부상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제반 분야에서 협
력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1월 ‘중앙아 진출방안’
을 채택했으며, 이후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중앙아 진출방안’에 나타난 협력사안
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오고 있다. 한국은 중동에 이어 제2의 에너지 자원
부존지이자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중앙아 국가들과 에너지ㆍ자원 협력을 강화
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비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
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대외 에너지ㆍ자원 외교를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마련,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의 중앙아시아 4개국(아제르바이잔 포
함) 순방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9년 5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였다.
한국은 외교적 지평의 확대는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에너지ㆍ
자원 확보 및 시장개척을 위해 대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990년대 초부터 양자협력을 확대, 강화해 오면서 2006년 6월
에는 그동안 옵서버로 참여해오던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 공식 가
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2007년 12월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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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관들이 참여하는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을 국내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에너지ㆍ자원 협력은 물론 경제ㆍ통상 협력, 문화ㆍ예술 협
력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과 실제를 살펴보
면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Ⅱ장. 제
Ⅲ장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외 지역협력 환경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제
Ⅳ장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하면서 한국의 대중앙아 지역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환경

1. 정치적 환경
중앙아 5개국은 여타 소연방 구성국들이 독립 후 추진한 개혁정책과 유사한 정
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아 5개국이 독립 후 채택한 국가발전 프로
그램은 대체로 첫째,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발전 달성, 둘째, 경제의 다변화,
새로운 고용창출, 고등교육 확대 등을 통한 국민 생활수준 향상, 셋째, 테러, 조직범
죄, 마약 및 인신매매, 부패 등과 전쟁 등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1) 물론
중앙아시아 5개국의 탈공산화를 지향하는 개혁의 속도와 내용, 그리고 결과는 각국

1) “European Community: Regional Strategy Paper for Assistance to Central Asia for
the Period 2007~2013,” www.eucentralasia.eu/publications/eu-documents.html(accessed
Jan. 10, 201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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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면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5개국
은 총인구, 영토 크기, 부존자원, 정치정향, 여타 국가들과 협력 의지 및 국제체제로
의 편입 정책, 교육수준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래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연방 붕괴 후 탈공산화를 지향하면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체제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
제는 대통령 및 집권층이 장기집권을 획책함에 따라서 21세기 들어 국가의 권위주
의가 더욱 공고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2005년
봄에 발발한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바키예프(Kurmanbek Bakiev)도 전임 대
통령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였다.3)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붕괴 직전 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
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내란, 시민혁명, 돌연사 등에 의해 대통령이 각각 교체된 타
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서는 정권교체 또는 대통령 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집권이 계속되고 있다. 예
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 니야조프(Saparomurat Niyazov) 대통령은 종신제가 확립
된 상황에서 심장마비로 2006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16년 이상이나 장기 집권했
으며, 타지키스탄의 라흐몬(Emomali Rakhmon) 대통령도 1994년 11월 이후 계속
집권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봄 시민혁명으로 권자에서 물러난 아카예프(Askar

2) 콜린스(Kathleen Collins)는 중앙아시아 5개국 중 1991~1994년의 경우 3개국(우즈베키스탄, 투
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독재국가(autocracy)로 분류했으나 1995~2004년의 경우 5개국 전
부를 독재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Kathleen Collins(2006),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6.
3) ｢우즈벡에 이어 카자흐스탄도 종신집권 개헌 추진｣, 경향신문(2009년 9월 15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51803175&code
=970207(accessed Oct.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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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e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도 학자 출신 대통령으로 역내에서 가장 민주주의 정
치를 지향하는 지도자로 국제사회의 기대를 모았으나, 권위주의 지도자로 변신하
여 14년 6개월을 재임했다. 그의 뒤를 이어 시민혁명으로 당선된 바키예프 대통령
이 2009년 7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자파 세력은 물론 아들을 요직에 기용함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에서와 같이 향후 부자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되었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2010년 4월 발생한 시민혁명에 의해 축출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장기집권 획책은 권위주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치체제
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각국의 국내외적 거버넌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장기집권정치는 권위주의와 폐쇄경제의 발전, 급진적인 이슬람 정치세력의
등장, 정부 및 사회 내 군사주의(militarism) 증대, 파벌주의 심화, 부정부패 심화
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특징들은 장기집권정치의
시차 및 대통령 교체 유무, 그리고 사회ㆍ문화적 여건에 따라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5개국 중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
지키스탄보다 덜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더 개방적인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경제·통상 환경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붕괴 후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저성장과 마
이너스 성장, 빈곤층 증대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4) 이는 여러 요인들

4) Malcolm Dowling and Ganeshan Wignaraja(2005), “Turning the Corner: The Economic
Revival of Central Asia,”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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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하나 소련 시기 작동했던 유통구조의 붕괴, 중앙정부의 지원 폐지, 상호보
완 또는 분업적 생산구조 붕괴 등 외에도 자본시장의 미형성, 사적 경제부문의 미
발달, 시장경제에 필요한 기구의 미정착, 인프라 미구축 등 독립 후 역내 국가들의
경제여건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여건은 국가마다, 특히 에너지 수출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
니스탄)과 비수출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간에 차이가 나고
있다.5) 경제성장의 경우 중앙아시아는 1997~2001년 사이에 과거 5년간 마이너스
GDP 성장을 시현하였던 것과는 달리 6.1%를 달성하였으며, 2002~2004년에는 평
균 9.7%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물론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여타 소연방 구성국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며,
아시아에서도 가장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특히 에너지 수출국
의 경우 높은 에너지 가격과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고도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중앙아시아의 거시경제 지표도 지난 몇 년간 크게 호전되었다. 예를 들어, 인플
레이션은 지난 몇 년간 크게 감소하였는데, 1997~2001년 사이 연 평균 인플레이
션 20.4%에서 2002~2004년 사이에 6.9%로 떨어졌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산업구
조도 농업 위주에서 광물자원 개발과 제조업 부문이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연 평균 10%의
증가를 보인 제조업 분야의 상품 수출에 기인한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 수출은 에
너지 수출국이 11%의 증가세를 시현한 반면, 에너지 비수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5) 본 항은 다음 문헌을 주로 참고. 고재남(2006), ｢한국의 대중앙아 외교전략｣, pp. 4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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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의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수출품은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
조업 부문에서 섬유류 제품의 수출이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80%를
차지한 반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3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아제르
바이잔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수출품은 주로 철, 강철, 화학제품, 기계류 등이 차지
하고 있다.
대외 경협 부문에서도 1997년 이후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 광물자원 분야의 개
발, 그리고 에너지 비수출국의 경우 금과 면화의 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크게 호전
되었다. 실제로 에너지 수출국, 즉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1997~2004년 사이에 연평균 18%의 수출증가를 시현하였으며, 에너지 비수
출국은 2001년부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 우즈
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수출증가율은 2001~04년 사이에 연평균 20%를 기록하
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
라서 외국인 투자도 에너지 수출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아시아에 투자된 대부분의 FDI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제일 많은 카
자흐스탄에 제공되었다. 초기 외국인의 투자는 대부분 석유와 가스 부문에 치우쳤
으며, 점차 전기, 철, 제조업, 은행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FDI
의 수혜자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까지 아제르바이잔에 제공
된 FDI가 23억 달러로 카자흐스탄의 22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반면에 에너지 비수출국에 대한 FDI는 매우 미미한데, 이는 2003년까지
의 FDI가 1억 7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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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경제ㆍ통상 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이다. 즉 중
앙아시아 국가의 역내외 교역은 여러 장벽들, 예를 들어 투명성 부족, 부처간 조정
부재 등과 같은 복잡한 통상정책, 열악한 교통 및 환적 시설에 기인한 높은 물류비
용, 국경통과 지연, 복잡한 행정 및 통관 절차 등에 의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통관절차를 마치고
수출되기까지 대략 90일이 넘게 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수출품이 선적되기
까지 140여 일이 걸린다. 또한 중복된 역내 국가간 교역협정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 교역을 촉진하기보다는 더디게 하고 부패 확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
과 역내 교역액은 전 중앙아시아 국가 교역액의 10%도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상장벽 완화는 역내 교역을 증진시키고 사업기회를 확대시
킬 것이다.6)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환경도 혼란스런 법과 규정에 의해 예측이 불
가능한 상태다. 사업 등록과 허가를 취득하는 데 오래 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SMEs의 신용을 받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 소유
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조정과 유틸리
티 부분의 개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에서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FDI)도 여타 소연방 구성국들에 비해 에너지ㆍ자원 개발 부문
외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해 투자재원이 외자 또는 민간 분야에서 나와야 되는 형편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역외 국가들과 연결시켜 주는 교통

6) “European Community: Regional Strategy Paper for Assistance to Central Asia for
the Period 2007~201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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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통신망, 공항시설 및 운용 등 사회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거나 필요 시설들이
건설되지 않고 있다.7)
3. 공유 자연자원의 관리 및 빈곤 문제
물, 에너지, 생태환경 등은 소련 시기에 구축된 방대한 인프라와 지리적 환경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원 관리, 국가간 부존자원의 차이에
반영한 상호 의존성 등을 통해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류에 위치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출할 상당한 잠재
력을 갖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등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은 농사를 위해 보다 많
은 물을 확보해야 하는 형편이다.
환경문제와도 연관되는 수자원 관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심각한 문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의 우선적 이용, 즉 인간 식수, 관개,
산업용수, 전기생산 등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하고 있다. 아랄 해의 고갈은 역내 국
가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다. 일부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탄소배출권의 판매 가능성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8)
중앙아시아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
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카스피해 지역은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 자원 매장지(석유 2,500억~3,000억 배럴, 천연가스 15조~20조㎥)로서 미국
내 유전(220억 배럴) 및 북해 유전(130억~170억 배럴)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실

7) Ibid.
8)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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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아제르바이잔 내 대부분의 석유 자원과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전체
석유 자원 중 30~40%가 카스피해에 매장되어 있다.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투르크메
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해안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카스피해 지역 석유ㆍ가스 매장지는 아직 개척 및 개발 단계에 있다.
그 결과 국제 석유ㆍ가스 회사들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개발권 획
득 및 수출로(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왔다. 즉 러시아는 자국 영토
를 통과하는 기존의 송유관을 원하는 반면, 미국ㆍEU 등은 BTC 노선, 즉 아제르
바이잔(바쿠), 그루지아(트빌리시), 터키(세이한) 등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송유
관의 건설을 선호하였다. BTC 노선은 2005년 5월 완공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가
동에 들어갔다.9)
중앙아시아의 경우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자국의 석유 및 가스를 이동
하기 위해 기존 러시아를 거치는 송유관을 이용하거나 새로 건설될 송유관을 이용
할 수 있으므로 송유관 및 가스관 노선 문제가 카스피해 지역의 경우보다는 극심
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이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
해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은 물론 에너지 광구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러
시아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또한 EU도 Nabucco 가스관 사업 추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석탄, 우라늄, 아
연, 금 등 수많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금은 세계
매장량 5위, 우라늄은 세계 매장량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부
족으로 아직 개발되거나 탐사되지 않은 광물자원이 많으며,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

9) BBC News(2005), “Giant Caspian Oil Pipeline Opens.” (Ma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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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필요성이 큰 실정이다.
빈곤 문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큰 사회문제다. 심지어 에너지 수출국
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국민의
21% 이상이 하루 2.15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살고 있다. 여타 국가들의 경우는 더
욱 심각한데, 우즈베키스탄은 47%, 타지키스탄은 65%, 키르기스스탄은 70%에 달
한다. 역내 국가들의 빈곤 문제는 도시보다는 농촌이 심각한 편이다.10)

4. 지역협력 정책 등 대외정책
독립 직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외교정책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주권 독
립국가로서의 인정 획득과 체제전환에 호의적인 대외환경 조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지원 획득,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CIS 회원국 차원은 물론 역내 차원
에서 우호ㆍ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11)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전략은 각국이 처
한 국내외적 환경 및 최고지도자의 정책정향에 따라서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노
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실리 추구의 전방위적 외교전략을 견지하면서 실용적 대외
개방 노선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제ㆍ통상 정책으로 역내외 국가들과 우호ㆍ협
력 관계를 심화시켜 왔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지역협력에 가

10) “European Community: Regional Strategy Paper for Assistance to Central Asia for
the Period 2007~2013,” p. 14.
11) 본 절은 다음 문헌을 많이 참고함. 고재남(2006), ｢한국의 對중앙아 외교전략｣, 신 안보환경과
한국외교, 2005년 정책연구과제 통합본, 외교안보연구원, pp. 42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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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적극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12)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ev) 대통령
은 CIS 내에서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CIS
차원의 온갖 다자 안보ㆍ경제협력들, 즉 CSTO, SES, EURASEC 등에 모두 동참하
여 왔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SCO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러시
아와 갈등ㆍ대립 관계에 빠질 경우 자국 국민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인들
을 자극, 국내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자국 영토 북부지역
의 러시아로 분리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는 물론 중국, 터키, 일본 등 역외 국가들과도 우호ㆍ협
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 국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이들 국가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및 경제협력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CICA의 창설
을 주도하는 등 역내 불안정 요인의 제거 및 범아시아 차원의 안보협력을 촉진시키
기 위하여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13)
키르기스스탄도 친러 정책을 견지하면서 실리 추구의 대서방 외교를 중시하는
전략을 유지하였다. 즉 지역협력에 적극적인데, 실제로 CSTO, EURASEC 등 러
시아가 주도하는 CIS 내 다자 안보ㆍ경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미국, EU 등
서방세계와 우호ㆍ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 특히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중앙아시
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시장경제 친화적인 인물임을 대외에 알리는 전략을 통하

1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 김영진(2008), ｢중앙아시아의
지역통합: 기회, 제약성, 전망｣, 슬라브학보, 제23권, 3호, pp. 307~315.
13) Jim Nichol(2004), “Kazakhstan: Curr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CRS
Report for Congress (May 4); EIU, Country Profile 2005: Kazakhst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azakhstan, “10 Years of Kazakhstan’s Foreign Policy: Main
Achievements and New Goals”; Nargis Kassenova(2005. 6), “Kazakhstan’s National
Security: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s”, Central Asian Survey, 24(2), pp.
151-164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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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국, EU 등 서방세계로부터 경제ㆍ과학기술 지원을 받았다. 또한 중국과 접경
국이라는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SCO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실크로드
외교’를 통한 주변국과 관계 강화도 모색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
쟁 때에는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등 반테러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
였다.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SCO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키르기스스탄은 역내 외
교환경이 탈미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실리 추구의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있다.14)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후 투르케스탄의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하여 역내 강국으
로 군림하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우선주의 및 탈러 외교전략을 추진하였다. 지역협
력의 경우도 우즈베키스탄은 이중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은 러
시아가 주도하는 CST에 참여하였다가 탈퇴하였으며, 반러 성향의 GUAM에 참여
하여 NATO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의 대아
프가니스탄 전쟁 때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등 반테러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러나 2005년 5월 발생한 안디잔 유혈사태 및 인권유린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키
르기스스탄의 시민혁명 발발은 카리모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탈미, 친러 외교전략
을 추진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7월 자국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를 공식 요청, 그 해 11월 미군은 코카서스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반면에
카리모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2001년 SCO에 참여한
반면, 반러 성향의 GUUAM를 2005년 정식 탈퇴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러
시아와 같은 해 11월 ｢안보동맹조약｣을 체결, 안보ㆍ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14) Henry Plater-Zyberk(2003. 11), “Kyrgyzstan Focusing on Security,”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re K41; Idem(2005. 4), “Kyrgyzstan after Akayev,”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re 05/18; EIU, Country Profile 2005: Kyrgyzstan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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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5) 2006년에는 CSTO에 재가입하였다.
타지키스탄은 독립 후 발생한 내전(1992~97년)에 따른 안보위협 및 경제난으로
정치ㆍ경제ㆍ군사 분야에서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따
라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CSTO, EURASEC, SCO 등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양국간 군사협력조약을 체결, 러시아군의 반영구 주둔을 합법화시켰다. 한편 타지
키스탄은 미국, OSCE, EU 등과도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특
히 이들 서방세계는 물론 국제기구의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구사
하고 있다.16) 그리고 자국의 경제관계를 다각화하고 역내에서 가장 많은 물 공급
국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물 관련 지역협력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키
르기스스탄과 유사하게 자국의 취약한 국력을 지역협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극
복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후 CIS에 가입하고 NATO-PFP, OSCE, EU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CIS 차원의 각종 다자 안보ㆍ경제 협력체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중립정책(neutral policy)을 외교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17) 최근에는 CIS는 물론 역내 지역협력체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15) Stephen Blank(2004. 10), “Uzbekistan: A Strategic Challenge to American Policy,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EIU, Country Profile 2005:
Uzbekistan; Jim Nichol(2005), “Uzbekistan’s Closure of the Airbase at KarshiKhanabad: Context and Implic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October 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bjectives of Uzbekistan’s Foreign Policy Course” 등
참고.
16) EIU, Country Profile 2005: Tajikistan; Henry Plater-Zyberk(2004. 5), “Tajikistan
Waiting for a Storm?”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re 04/13 등 참고.
17) Sergei Kamenev, “Turkmenistan’s Foreign Policy”(2002),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4, htttp://www.ca-c.org/online/2002/journal_eng/cac-04/10.kamen.shtml; EIU,
Country Profile 2004: Turkmenistan; Jim Nichol(2004), “Turkmen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CRS Report For Congress (May 13)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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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외교전략은 CIS 외 국가들 및 국제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된 석유 및 가스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경유하는 파
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출되고 있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와 우호ㆍ협력 관계
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투르크메니스탄은 2003년 4월 푸틴의 방
문을 계기로 가스 개발에 협력키로 합의하면서 테러와 마약 근절을 위한 ｢안보협
정｣을 체결하였다. 최근 들어 베르디무함메도프(Gurbanguly Berdymukhamedov)
대통령이 가스 수출선의 다변화를 위해 EU, 중국 등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외
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들의 지속되는 독재정치
는 미국, EU 등 서방세계와의 협력관계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우선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 주변국들의 대중앙아 지역협력 정책
중앙아시아 국가들 주도의 지역협력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러
시아, 중국, EU 등 주변국들의 대중앙아 지역협력 정책은 역내 지역협력의 활성화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국들의 대중앙아 지역협력 정책의 강화는 소연방
붕괴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신생 독립국가로 출범해 양자ㆍ다자 차원의 외교지
평 확대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 전략적 부상에 기인한다.18)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붕괴 시까지 소연방의 일원으로 대외적 독
립성이 부재했으며,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18)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부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고재남(2006), ｢중앙아시아의 전
략적 부상과 한국의 외교전략｣, 국제문제연구, 제6월 제2호(통권 22호), pp.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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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양자ㆍ다자 차원의 협력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러시아의 정국혼란과 경제ㆍ군사적 취약성은 전통
적인 세력권이었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가져와 여타 국가들의 대중
앙아 접근정책을 용이하게 하였다. 제3절에서 상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
아 국가들 또한 이러한 정치ㆍ외교 환경을 활용해 역내외 차원의 다양한 지역협력
을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 후 체제전환 정책으로 야기된 국내문제 우선주의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친서방주의 정책 추진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등한시되었다. 그러나 1996년 1월 다극화된 국제질서 및 유라시아주의를
중시하는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가 외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중앙아시아
에 대한 정책이 중시되기 시작하였으며, 푸틴 정부의 양자ㆍ다자 차원의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 협력강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19) 러시아의 대중앙아 외교정책 목
표는 첫째,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안정 유지, 둘째, 중
국, 인도, 이란과 관계발전을 위한 연결로의 최대한 활용, 셋째, 역내 국가들과 단
일 경제공간 유지, 넷째, 중앙아시아의 지전략적 잠재력의 활용, 다섯째, 중앙아시
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역내외 국가들의 인정 획득 등이다.20) 러시아는 외
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ㆍ다자 차원의 지역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정책은 러시아

19) 고재남(2010),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다자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2010년
봄), pp. 199~234.
20) Dmitri Trofimov(2004), “Russian Foreign Policy Objectives in Central Asia,” Russian
Regional Perspectives(출처 미상), p. 15; Roy Allison(2004), “Strategic Reassertion in
Russia’s Central Asia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80.2, pp. 277-293. 고재남(2006),
｢한국의 對중앙아시아 외교전략｣, pp. 434~4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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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SCO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로 역내에서 가
장 활발한 활동과 협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안보, 에너지, 국내 개혁이며, 외교
정책 목표는 민주화, 시장경제의 도입, 내부 개혁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들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테러리스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21) 미국
은 1990년대 중앙아시아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가 전략적으로 부상하고, 특히 2001년 발생한 9ㆍ11 테
러 사태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 테러 전쟁을 위해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적극
적인 전진정책을 추진하였다. 대 테러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공군기지를 임대받아 사용하였으며, 현재에도 키르기스스탄의 공군기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역외 국가인 미국은 NATO-PFP 프로그램과 OSCE, 그리고 국제
경제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자 협력을 추진해온 것을 제외하고는 구
체적인 역내 차원의 다자 지역협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가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핵심적인 외교정책 목표는 신장
ㆍ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 억제를 통한 국가통합성 유지, 석유ㆍ가스 공급지
확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정책의 무력화 등이다. 중국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자ㆍ다자 차원의 지역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SCO, CICA를 다자
차원의 지역협력체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역내 국가들과 가스관, 송유관
건설을 통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22)
21) 고재남, 앞의 논문, p. 437.
22) Niklas Swanstrom(2005. 11), “China and Central Asia: A New Great Game or
Traditional Vassal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4(45), pp. 56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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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4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장관급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
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유라시아 외교 중 중앙아시아 축소판인 ‘실크로
드 외교’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실크로드 외교’는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
들간 양자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역내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
다. 물론 이 대화는 일본이 대화의제로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개혁 등을 제시
또는 중시함에 따라서 큰 성과가 없는 편이다.23)
이와 비슷하게 EU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동반자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정치ㆍ
경제(에너지 포함)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또한 EU는
소연방 붕괴 후 CIS의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로 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12월 ‘CIS에 대한 기술지원(TACIS)’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
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1995년부터 역내 국가들과 ‘동반자 협력협
정(PCA)’을 체결해 양자 차원의 정치ㆍ외교ㆍ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24)
이 외에도 인도, 터키, 이란 등 인접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ㆍ다자
차원의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터키와 이란은 이슬람이란 종
교적 일체감과 언어 토대의 동일성(터키의 경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이란의 경우 타지키스탄)을 바탕으로 소연방 붕괴 직후부터 상당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터키, 이란이 참여하고 있는
ECO, CICA, Turk Cooperation 등에 전부 또는 일부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란은 SCO의 옵서버국으로서 정회원국이 되기 위한 정치ㆍ외교적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인도도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역내 국
23) 고재남(2008),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방향｣,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 외교 과제, 2007
정책연구과제 통합합본, 외교안보연구원, pp. 493~499.
24) 위의 논문, pp. 49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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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과 포괄적 협력확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지역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5)

Ⅲ.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현황
1. CIS 국가들과의 다자 지역협력26)

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STO는 1992년 5월 1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이 체결한 ‘집단안보조약
(CST)’에 기원을 두고 있다.27) 이후 CST에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벨라루스가
가입함으로써 가맹국이 9개국으로 증가하였다. CST는 가맹국 비준을 거쳐 1994년
4월 20일 5년 기한(연장가능)으로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 11월 1일
UN에 국제기구로 등록하였다. 현재 CSTO 가맹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
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7개국이다.
25) Nirmala Joshi ed.(2010), Reconnecting India and Central Asia: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Dimensions,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2010) 참고.
26) 본 항은 다음 문헌을 주로 참고함. 고재남(2009), ｢CIS 국가들의 다자 지역협력｣, 변환기 국제
정세와 한국외교,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pp. 361~426.
27) 다음 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J. H. Saat(2005. 2),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re, Central Asian Series 05/09; V.
Nikolaenko(2003. 6), “10 Years of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International
Affairs, 49.3, pp. 141-47; N. Bordiuzha(2005. 4),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51.2, pp. 34-41.

2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표 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 지역협력 참여 현황
국가

카자흐 우즈베 키르기 타지키 투르크메
스탄 키스탄 스스탄 스탄 니스탄

비고

CICA

X

X

X

X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수개 역외
국가 참여

CACO

X

X

X

X

러시아 참여(2005년 EURASEC에
통합)

EURASEC

X

X

X

X

ECO

X

X

X

X

SCO

X

X

X

X

러시아, 중국 참여

CSTO

X

X

X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참여

Turk Cooperation

X

Caspian
Cooperation

X

NATO-PFP/
EAPC

X

X

X

X

EU와 동반자ㆍ
협력 협정

X

X

X

X

X

러시아 등 대부분의 CIS 국가 참여

OSCE

X

X

X

X

X

러시아 등 대부분의 CIS 국가 참여

SES

X

CAREC

X

X

X

러시아, 벨라루스 참여
X

이란, 터키, 파키스탄 참여

X

터키 참여

X

러시아, 이란, 참여
러시아 등 대부분의 CIS 국가 참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참여
X

X

X

아프가니스탄, 중국, 몽골, 아제르
바이잔 참여

CSTO의 주요 목적은 평화보장, 가맹국의 영토보전, 테러, 마약 밀매, 국제적
조직범죄와의 싸움에서 공조, 가맹국이 군사위협 직면 시 즉각적인 군사지원 등이
다. CSTO는 이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안보회의(Council on
Collective Security)를 최상위 기관으로 두고 하부에 상임회의(Permanent Council),
외무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안보회의 비서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두고 있다.
CST은 창설 이후 실제 적용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즉 CST 가맹국인 데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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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ㆍ카라바흐 자치주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
였다. 또한 러시아는 그루지아 내 압하지아 분리주의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
였으며, 타지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싫어하는 친러 인사인 현 대통령이 러시
아의 지원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에 반발하여 아제르바이
잔,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CST가 1차 연장될 때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CST에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활동의 강화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
한 테러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테러 발생은 CST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맹국들의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 결과 2000년 5월 민스크에서 개최된 집단
안보회의에서 3개의 CST 특별 안보지역(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을 확립하기
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개최된 비쉬케크 회의에서는 집단안보군을 창설하기
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1년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개최된 집단안보회의에
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CST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발생한 9ㆍ11 테러 사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
져다 주었다. 즉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내 반테러 군사작전을 위하여 NATO와 더불
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군을 주둔시켰다. 러시아는 한편으로
미국의 반테러 군사작전에 CST 국가들의 협조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CST
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서 CST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2002년 5월 15일 개최된 집단안보회의에서 가맹국들은 CST의 집단안보 기능을 강
화시키기 위하여 CST를 CSTO로 변화,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CSTO로 개편한
목적 중 하나는 CSTO 가맹국들이 개별적ㆍ집단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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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가맹국의 군체제를 합동군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CSTO를 확립한 이래 가맹국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3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칸트에 공군기지를 개설했고, 우즈베키스탄
과는 2005년 11월 ‘동맹조약(Alliance Treaty)’을 체결했으며, 이에 앞서 타지키스
탄과도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CSTO는 2004년 8월 ‘Rubezh-2004(국경 2004)’라는 대규모 반테러 합동 군사
작전을 실시하는 등 집단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CSTO는 장기적으로 가맹국들의 국내안보는 물론 지역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99년 CST를 탈퇴한 우즈베키스탄이
2006년 6월 CSTO에 재가입함으로써 CIS의 다자 지역안보 협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는 EURASEC, EEC, 또
는 EAEC로 불리고 있으며, 2000년 10월 10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이 이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다.28) EURASEC은
가맹국의 의회 비준을 거쳐 2001년 5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중앙아
시아 협력기구(CAC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해체가 2005년

28) “Agreement on Foundation of Eurasian Economic Community,” http://mba.tuck.
dartmouth.edu/cib/trade_agreements_db/archive/EAEC.pdf#search=‘Eurasian%
20economic%20community’(accessed June 24, 2006);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출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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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결정되면서 EURASEC의 가입을 추진해온 우즈베키스탄이 2006년 1월 가입
함으로써 현재 가맹국은 6개국이다.29)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EURASEC의 우선적인 목표는 무역, 경제, 사회, 인도주의, 법 등의 분야에서
국가 이익과 공통적인 이익의 균형을 최대화하면서 가맹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창조하는 것이다. 장기적 목표는 관세동맹과 공동 경제공간을 확립하
는 것이며, 1995년 1월 체결한 ｢관세동맹 협정｣, 1996년 3월 체결한 ｢경제ㆍ인도
주의 분야에서의 통합심화에 대한 협정｣, 1999년 2월 체결한 ｢관세동맹 및 통합된
경제공간에 대한 협정｣에 포함된 목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이다.
EURASEC은 가맹국의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투표권 및 재정부담권을 러
시아 40%,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20%,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10%를 각각
행사 또는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결정은 2/3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EURASEC은 역사적으로 1995년 러시아, 벨라루스가 체결한 관세동맹에 그 기
원을 두고 있다. 관세동맹은 같은 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함으로써
4개국으로 출범하였다. 이들 가맹국들은 1996년 가맹국의 주권존중 원칙을 유지하
면서 경제, 과학, 교육, 문화, 사회 등 여타 영역에서 통합을 심화시키고 외교정책
조정과 국경선 보호를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자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들 국
가들 외에 타지키스탄이 동참하여 1999년 2월 ｢관세동맹 및 공동 경제공간을 위

29) “Uzbekistan joins EurAsEC,” http://en.rian.ru/analysis/20060125/43186147-print.html
(accessed June 26, 2006); Claire Bigg, “Post-Soviet Groupings Unite,”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pp100805_pr.shtml(accessed June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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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들 5개국은 2000년 10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했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조약은 2001년 5월 발효
되었다.
관세동맹에서 EURASEC으로 변화될 때 제기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EURASEC은 가맹국 간 경제협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협력협정들을
채택, 이를 실행하고 있다. 2003년 9월에는 ｢공동조세지역, 공동관세, 공동 수입ㆍ
수출 상품과목에 관한 문서｣, 2004년 5월에는 테러, 불법 무기ㆍ폭약ㆍ마약 반입
과 전쟁을 위한 국경통제와 관련하여 EURASEC 국경에 대한 협정과 증시발전
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EURASEC 입법 지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창립 조약에 나타난 기능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 확
립이 이루어졌다. 물론 EURASEC은 경제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는데, 예를 들어 2002년 9월에는 단일 수입관세 협정을 체결하
는 데 실패했으며, 2003년 9월에는 반덤핑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푸틴 정부는 러시아의 EU 조기 가입이 무망한 상황에서 EURASEC을 통한
CIS 경제통합을 우선적으로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SCO, CSTO에 이어 EURASEC에 가입할 경우 유라시아의 전략
환경이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 발전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 실제로 푸틴 정부는 CSTO와 EURASEC을 연결ㆍ통합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푸틴은 작년 가을 CACO를 EURASEC에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6년 6월 23일에 민스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EURASEC 내에서 자본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
하여 CSTO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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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EURASEC은 CIS의 가장 중심적인 다자 경제협력체로 발전해나갈
것이며, 경제통합의 정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가맹국 내 경제대국의 정책과
합의사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2. CIS 외 국가들과 다자 지역협력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국가간 국제기
구로서 2001년 6월 15일 창립되었으며,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란, 몽골, 인도, 파
키스탄 등은 2005년 7월 5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옵서버
자격을 부여받았다.31)
SCO 헌장 및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나타난 SCO의 목표로 가맹국간 상호 신
뢰, 선린ㆍ우호 협력의 강화, 정치문제, 경제ㆍ통상,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30) “Free trade in EurAsEC requires CSTO security guarantees--Putin,”
http://www.interfax.ru/e/B/0/28.html?id_issue=11540766(accessed June 26, 2006).
31) SCO에 대한 연구물은 수없이 많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2005. 12), ｢중ㆍ러
관계 진전이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김흥규(2006), ｢최근 상해협력기구(SCO)의 발전과 중ㆍ러 관계 전망｣, 主要
國際問題分析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6월 14일); Amalendu Misra(2001), “Shanghai
5 and the Emerging Alliance in Central Asia: the Closed Society and Its Enemies”,
Central Asian Survey, 20.3, pp.305-321; Timur Shaimergenov, Gulnar Tusupbaeva,
“The Role of the SCO in Forming the Central Asian Security Environment: Geopolitical
Aspects,” http://www.ca-c.org/online/2006/journal_eng/cac-02/01.shaeng(accessed June 20,
2006),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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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 증진, 지역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한 공동 노력, 민주주의, 정의, 합리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 정치ㆍ경
제 질서의 구축을 촉진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문건들은 목적을 달성
하는 과정에서 행동 원칙으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 준수, 여타 가맹국의 독립,
주권, 영토의 통합성, 국내 문제 불간섭, 무력사용 위협이나 사용의 배제, 비동맹
또는 특정 국가 및 기구에 대한 대항 배제, 국제기구, 지역기구 등과 모든 형태의
대화, 교류, 협력 추진과 기구의 개방주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32)
SCO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경 획정문제
해결과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하여 1996년 4월 상하이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시작된 ‘상하이 5’에 기원을 두고 있다. 5개국 정상
들은 1996년 상하이 정상회담과 1997년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심화 조약, 국경지역에서의 군사력 감축 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SCO 정상들은 연례 정상회담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였고, 국경지역의 문
제가 해결되자 협력의제 및 영역을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무역 등 포괄적인 의제
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2000년 두산베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우즈베키스탄의 카
리모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상하이 5는 창립 5주년인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다자 지
역협력체를 ‘상하이협력기구(SCO)’로 개칭하기로 합의하고, 우즈베키스탄을 회원
국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2002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기구의 목적과 활동원칙, 운영방식, 조직, 가맹국간 그리고 비가맹국간 협력 방향

32)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http://www.fmprc.gov.cn/eng/topics/sco/t57970.htm(accessed June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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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 ‘SCO 헌장’을 채택하였다.33)
SCO는 9ㆍ11 테러 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SCO는 미국의 대아프
가니스탄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
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진정책을 저지시키면서 역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였다. 또한 SCO는 1999~2000년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
스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에 타슈켄트에 반테
러 센터(RATS)를 설치하였다. SCO 출범 당시인 2001년 6월 SCO 정상들은 ｢반
테러, 반분리주의, 반극단주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SCO가 안보분야에서 협
력할 핵심 이슈로 세 가지 안보위협을 지목하였다. 세 가지 안보 이슈는 체첸 분리
주의자들의 테러, 신장ㆍ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 그리고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근
본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에 직면한 SCO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를 상합시킨 것이었
다. 2002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에서는 ｢반테러 지역기구에 대한 SCO 국
가들의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2002년에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이 SCO 안보협력
틀 내에서 반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비록 SCO 안보협력의 틀은
아니었지만 2005년 8월에는 산둥지역에서 사상 첫 중ㆍ러 합동 군사훈련이 대대적
으로 실시되었고, 여타 가맹국들의 국방장관이 참관하였다. 2011년에는 러시아 우
랄군구에서 SCO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제협력의 경우 2001년 9월 알마티에서 SCO 정부수반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경제협력에 대해 토의한 후 지역 경제협력의 기본 목표와 방향 그리고 무역과 투
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망록이 채택되었다. 2002년에는 경제ㆍ통상 협력 및 교

33) SCO의 공식 홈페이지 참고. http://www.sectsco.org/home.asp?LanguageID=2(accessed
June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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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의 하나로 해당 분야 각료급 회담을 구성
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에는 상하이에서 제2차 SCO 정부수반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협력분야와 이를 위한 주요 과제, 그리고 가맹국 간 경제ㆍ통상 협력의 실행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다자 경제ㆍ통상 협력을 위한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최
근 들어 SCO가 포괄적 다자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34)
SCO는 유라시아 지역 내 다자 지역협력체 중 가장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 발전
하고 있다. 실제 SCO는 국력차가 큰 국가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안보 갈등과
이해를 극복하고 포괄적 다자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SCO는 양자간 협상
관계를 다자간 협의체로 전환하였고, 전통적 안보문제에서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포
함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다자 협력체로 발전해왔다.35) 이러한 SCO 성공은 중국
과 러시아 공통의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아시아 대화 및 신뢰구축조치회의(CICA)

아시아 대화 및 신뢰구축조치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92년 10월 UN 총회에서 ‘아시아판 OSCE형 다자 지역협력체’를 제안한 후
1993년 3월부터 전문가회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 현재 유라시아 국가로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34) “Joint Communique of the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June 15, 2006) http://english.people.com.cn/
200606/15/print20060615_274367.html (accessed June 16, 2006).
35) 김흥규, 앞의 논문,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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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비유라시아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인
도, 이란, 중국, 몽골,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태국 등 모두 17개국이 참여하고 있
다. 옵서버 국가로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국, 우
크라이나, 일본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즉 영토상으로는 아시아의 80%를 차지하
는 국가군이,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45%인 28억 명이 거주하는 국가군이 CICA
가맹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6월 제1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알마티 강령(Almaty Act)’에 따르면,
CICA의 목적은 아시아의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자적 접근
을 통한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ICA를 아시아의 안
보이슈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정 및 조치들을 채택하기 위한 대화, 협
의를 위한 포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알마티 강령은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안보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기존의 분쟁을 해결시키고 새로운 위기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CICA는 아시아에서 OSCE 프로세스
를 적용시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
존ㆍ공영하는 유라시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36)
CICA의 기구로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정상회의, 2년마다 개최되는 외무장관회의,
적어도 매년 1회 개최되는 고위관료회의, 비정기적인 특별실무그룹회의, 비서국 등
이 있다. 그리고 CICA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이슈 관련 각료급회의나 담
당 부서회의, 국제학술회의 등이 개최된다.

36) “Almaty Act,” http://www.homestead.com/prosites-kazakhembus/Almaty_Act~ns4.html
(accessed June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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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A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37) 제1단계는
1993~94년 사이로 나자르바예프의 UN 구상, 즉 아시아에서 OSCE형 신뢰구축조
치회의를 진행하자는 구상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외무부 전문가들이 모여 구상 실
현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시킨 시기다. 제2단계에서는 참가국들
이 CICA에 관심 있는 국가들의 외무부 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실무그룹
(SWG)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단계는 2000년 4월 개최된 SWG 회의에서
전년도 외무장관 회담에서 채택한 선언에 서명하고, 이 선언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
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후 CICA 프로세스는 제도화되어 2002년에는 제1차 CICA
정상회담, 2004년에는 외무장관회담, 그리고 2006년에는 제2차 정상회담이 각각
개최되었다.
CICA는 현재까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역적ㆍ종교적ㆍ정
치적으로 다양한 가맹국으로 이루어진 CICA는 정기적으로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
담, 고위급 회담 등을 개최하면서 가맹국간, 그리고 옵서버 국가들과 아시아가 당
면한 포괄적 안보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안보협력의 토대라
고 할 수 있는 가맹국간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있다.38)

다. 기타

이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지역협력 기구는 많다. ECO는
1977년 창설된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RCD: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37) “CICA: A Road to Security in Asia,” http://www.homestead.com/prosites-kazakhembus_
Security_in_Asia_html(accessed June 27, 2006).
38) K. Tokaev(2004. 8), “azakh Diplomacy Coming of Age,” International Affairs, 50.4,
pp. 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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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Treaty of Izmir’를 토대로 1985년 출범하였다. 소연방 붕괴 후 기구 개편 및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기구의 목표는 지역 경제협력을 통하여 가맹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ECO는 가맹국간 교역은 물론 가맹국 외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통하
여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간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39)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ECO에 참
여하고 있다.
그리고 소연방 붕괴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소연방 구성국들은 NATO
와의 협력관계를 희구하였고, 그 결과 NATO는 ‘북대서양협력회의(NACC: 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를 확립, 탈공산화 국가들과 정치ㆍ군사 협력을 추
진하였다. 이후 NACC는 NATO-PFP(Partnership for Peace) 프로그램으로 변화,
발전되었으며, 소연방 구성국들 모두 NACC, NATO-PFP 프로그램에 참여하였
다. 이후 NATO-PFP 프로그램은 ‘유럽-대서양 동반자 회의(EAPC: The 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의 형태로 NATO는 프로그램 참여국들과 개별협정을 체결하
여 정치ㆍ안보 이슈에 관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EAPC에 모든 유라
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40) 또한 모든 소연방 구성국들은 1975년 ｢헬싱키
선언｣을 토대로 발전한 OSCE에 참여해 오고 있다.
그리고 1992년 터키의 주도로 창립된 ‘Turk Cooperation’은 터키어계 사용 민
족들간 문화협력을 목표로 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하

39)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ECO).” http://www.ecosecretariat.org/(accessed
June 12, 2006).
40) “The 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EAPC).” http://www.nato.int/docu/handbook
/2001/hb020202.htm(accessed Jan.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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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고 ‘Caspian Cooperation’은 터키가 주도하고 있는 ‘Turk Cooperation’
에 대항하여 이란 주도로 출범한 기구로서 카스피해 연안 국가인 카자흐스탄, 러시
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거의 활동이 중지된 상
태이다.

3.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지역협력
가.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
키스탄, 러시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지역협력체였다.41) 그리고 그루지야, 터
키, 우크라이나가 옵서버로 참여하였다. CACO는 원래 1991년 중앙아시아 5개국
이 참여한 ‘중앙아시아 연합(Central Asian Commonwealth)’으로 출범, 1994년에
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가한 ‘중앙아시아 경제동맹(CAEU:
Cntral Asian Economic Union)’으로 변화되였으며, 1998년 타지키스탄이 가입하
면서 명칭도 ‘중앙아시아 경제협력(CAEC: Central Asian Economic Cooperation)’
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CAEC는 2002년 2월 CACO로 개칭, 국제기구화 하였으며,
러시아가 2004년 5월 가입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4년 이후 이들 경제협력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41)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http://en.wikipedia.org/wiki/Cntral_Asian_
Cooperation_Organization(accessed June 26, 2006); Heidemaria Gurer, “Forms of
Regional Cooperation in Central Asia.” http://www.blmlv.gv.at/pdf_pool/publication/
10_wg_ftc_20.pdf(accessed Jan. 9, 2006).

40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과 실제

원래 CAEC는 국가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단일 경제공간을 확립하는 제한적
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CAEC가 CACO로 개편되면서 보다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로 변화되었다. 즉 CACO는 역내 경제통합의 발전, 정치ㆍ
사회ㆍ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 확대 및 심화와 같은 일종의 포괄
적 협력을 추구하였다.
CAEC는 조세제도의 조화, 부분적인 이중과세제도 폐지, 국가간 협력과 발전은
행 설립 등과 같은 성과를 내긴 했으나, 수많은 결의안 및 합의사항들이 실행에 옮
겨지지 못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맹국들은 CAEC를 보다
효과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하여 CACO로 체제개편을 단행하였으며, 2003년 7월
정상회담에서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CACO를 대신하여 주요 역내 이슈를 해결
하기 위한 전략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후 CACO 국가들은 15년 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5월 러시아의 CACO 가입은 CACO의 성격변화를 불가피하게 했으며,
그 결과 2005년 10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CACO를
EURASEC과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CACO 가맹국들은 EURASEC이 CACO
와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가맹국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통합을 찬성하였다. 러시아도 EURASEC을 명실상부한 CIS의 경제통합체로 발전
시키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양 기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핵무기 없는 중앙아시아’를 위한 지역협력

‘핵무기 없는 중앙아시아(CANWFZ: Central Asian Nuclear-Weapons-Free Zone)’
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1993년 9월 유엔총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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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이후 1997년 2월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은 알마티
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CANWFZ 선언에 관한 관련국의 지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후 9년 동안 5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역내외에서 회합을 갖
고 CANWFZ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약에 관해 논의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요
청에 의하여 UN 아태지역 평화 및 군축센터 소장이 회담의 의장을 맡았고, UN이
처음으로 비핵지대화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IAEA의 대표도 기술
적 자문을 위해 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소위 ‘세미팔라틴스크 조약(Semipalatinsk
Treaty)’으로 불리는 ‘CANWFZ 조약’은 2006년 9월 8일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
장관들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5개국의 의회 비준을 거쳐 2009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42)
CANWFZ 조약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 영토 내에 핵무기를 배치시킬 수
없으며, 역외 국가들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조약은 가맹국의 영공을 포함한 영토 내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핵무기 배치, 실
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카스피해는 CANWFZ 조약 당사국이 카
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2개국뿐이라서 적용이 안된다. 그리고 이 조약은 핵무
기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은 가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핵무
기의 통과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조약은 소련시대 수많은 핵
실험으로 방사능 오염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복원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조약은 가맹국들에 대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며, 핵무
기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IAEA에서 적용하고 있는 검증체계를 강제하고 있다.43)
42) Jozef Goldblat, “Denuclearization of Central Asia.” http://www.unidir.ch/pdf/articles/
pdf-art2685.pdf(accessed Jan. 10, 2010).
43) Ibid.; “Central Asian Nuclear Weapons Free Zone.”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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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조약은 가맹국이 조약 체결 전에 체결한 조약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CSTO
의 군사동맹 규정, 즉 제3국이 가맹국을 침략할 때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규
정을 유효하게 만들고 있다. 이 규정은 러시아의 요구에 의해 포함되었는데,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여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 규정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
하였다. 실제로 이들 3개국은 유엔총회의 CANWFZ 조약을 환영하는 결의안에 반
대표를 던졌다.
다.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지역협력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수자원 관리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은 독립 후 지속되고 있
다. 소련시대에는 물 문제를 연방정부에서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역내 국가들간 물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소연방
붕괴로 이러한 바터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그 결과 중앙아시아 정상들이 수차례 모
임을 갖고 수자원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수자원은 산악지대로 형성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이 지
역 전체 수자원의 90%를 갖고 있는 반면에 상당한 에너지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
다. 특히 이들 2개국은 겨울에 심각한 전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류지역
에 전력생산을 위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류 국가로서 농업용
수 및 식수를 위해 막대한 물이 필요한 우즈베키스탄이 이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면
서 이들 국가와는 물론 수력발전 건설을 지원하는 러시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Central_Asian_Nuclear_Weapon_Free_Zone(accessed March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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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내 국가들간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아시
아 5개국 정상들은 2009년 4월 2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소위 ‘물 정상회의
(Water Summit)’를 개최하고 아랄 해(Aral Sea)와 관련된 물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랄 해 복원에 관한 논의는 자연히 아랄 해로 흘러드는 시르다리야 강과 아무다리
야 강의 수자원에 대한 국가간 통제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 회담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이기주의적 수자원 정책을 비난한 반면, 키르
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하류 국가들이 수자원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이 정상회담은
아랄 해 문제 및 초국가적 수자원 관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다.44)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독립 후 지속되고 있
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 보유량의 현실적인 격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한 지역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밖
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5)

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AREC)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프로그램은 1997년 출범해 2002년부터 장관급 협력체로 운영되고 있다. CAREC
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지역경제협력을 통해 CAREC에 참여하는

44) Antoine Blua, “Central Asian Leaders Fail to Overcome Differences at the Summit.”
http://www.rferl.org/articleprintview/1617787.html(accessed Jan. 10, 2010).
4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 참고. 강봉구(2009), ｢시르-다리야 강 수자원 갈등의 현황과 원인｣,
e-Eurasia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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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재까지 CAREC 프
로그램은 인프라 건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통, 에너지, 무역정책, 무역촉진’
4개 우선 협력 분야의 지역정책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은 참여국들의 경제실적과 빈곤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절대적이다.46)
CAREC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신장 위
구르 자치지역에 집중),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
탄이다.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가입을 고려 중이다. CAREC는 중앙아
시아에서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려는 다자 국제기구들, 즉 ADB, 유럽 재건 및 개발
은행(EBRD), IMF, 이슬람 개발은행, UNDP, 세계은행 등의 연합지원 프로그램이
다. ADB의 CAREC Unit(CARECU)가 2000년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
고 있다. 또한 CAREC는 SCO, EURASEC 등과 같은 역내 주요 지역협력 기구
및 프로그램과 협력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CAREC 장관급 회담은 2002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그동안 교통 및
무역촉진 액션플랜, 무역정책 액션플랜, 에너지 분야 전략 등을 채택해 실행해오고
있다. 실제로 CAREC는 교통, 에너지, 무역정책, 무역촉진 등 중점 지원분야에서
중앙아시아의 진정한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2006~08년
사이에 상기 지원분야의 42개 프로젝트에 총 23억 달러가 지원되었다.47)

46)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http://en.wikipedia.org/
wiki/Central_Asia_Regional_Cooperation_Program(accessed Jan. 10, 2010).
47) “Regional Cooperation in Central Asia: Another Step Forward with CAREC,”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8/1210_carec_linn.aspx?p=1 (accessed Jan. 10, 2010);
“Central Asia: A New Hub of Global Integration.” at http://www.brookigs.edu/
articles/2007/1129_central_asia-linn.aspx?p=1(accessed Jan.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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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한국의 대응

1. 결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후 다양한 형태의 다자 지역
협력체에 참여하거나 중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소연방
구성국들을 중심으로 창설된 다자 지역협력체인 CSTO, EURASEC, 단일경제공간
(SES), 그리고 소연방 구성국 외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SCO, CICA, ECO,
Caspian Cooperation 등에 거의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구성국과 마찬가지로 유럽국가들과 OSCE, NATO-PFP,
EU-PCA 등을 통해 양자ㆍ다자 차원의 협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물론 투르크메니
스탄은 중립국가를 표방하고 이를 UN이 인증한 이후 역내외 다자 지역협력체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당면한 역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비록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중앙아시아 국
가들간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4년에는 ‘중앙아시아 경제동맹(CAEU)’을
창설하였고, 이를 1998년에는 ‘중앙아시아 경제협력(CAEC)’으로 개칭하였다. 이
후 CAEC는 2002년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로 변화되었으나 2004년 러시
아의 CACO 가입, 2006년 우즈베키스탄의 EURASEC 가입으로 2006년부터 EURASEC
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또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핵무기 없는 중앙아시아’ 건설을
위해 CANWFZ 조약을 2006년 9월 체결해 이를 2009년 3월 발효시켰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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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ADB, IMF, EBRD 등 국
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역내 국가들간 에너지, 교통, 무역촉진, 무역정책 등에서 상
호 협력하기 위해 1997년 출범해 2002년부터 장관급 협력체로 운영되고 있는
CAREC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자 지역협력이 다수 존재하거나
활성화되고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 후 역내 문제해
결 및 지역통합을 위해 다자 지역협력체를 창설하였거나, 또는 역외 차원의 다자
지역협력체에 소연방 구성국으로서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소연방 붕괴 직후 중앙아시아 지역이 ‘힘의 공백(power vacuum)’ 상태에 빠지면
서 중앙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역내외 국가들, 즉 미국, 중국,
터키, 이란, EU 등 사이에 힘(power), 패권(hegemony), 경제적 이득(economic
profit)을 둘러싼 경쟁이 재현되면서 중앙아시아 끌어안기 및 접근정책이 경쟁적으
로 추진되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즉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
원의 매장,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 이슈의 상존 등도 중앙아시아에서 다자 지역협
력을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 지역협력을 평가해 볼 때 러시아, 중국이 회
원국으로 참가해 주도하고 있는 CSTO, EURASEC, SCO 등을 제외하고는 큰 성
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은 큰 성
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도 주권양도 또는 주권을 공유하려 않으며,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눈에 보이지 않은 역내에서의 패권국가 경쟁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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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또는 지역협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이들 두 국가는 지역
통합과 지역협력을 주도하기보다는 상대국의 의도와 정책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이 중립정책을 내세우면서 지역협력체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것도
중앙아시아 전 지역 차원에서 지역협력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후 탈공산화를 지향하는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수출국과 비수출국 간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자국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펴왔다. 또한 중앙아시
아 국가들간 경제적ㆍ산업구조적 상호보완성이 없으며, 이는 역내 국가들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ㆍ자원 수출 경제는
경제ㆍ통상 협력의 대상국을 역내 국가들보다는 역외 국가들로 제한시키고 있다.
수자원 문제는 단순히 물 문제만이 아닌 전력 등 에너지, 농업용수, 식수 등과 긴
밀히 연결된 문제라서 해결이 쉽지 않다.
이 외에도 지역협력 주도국가의 부재, 지역협력 추진기간의 일천함, 다양한 다자
지역협력체 상존에 따른 회원국 및 목적의 중복성, 효과적인 지역협력체 운영을 위
한 재원 및 전문관료 부족 등을 성공적인 지역협력의 저해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자 차원에서의 지역협력을 ‘한ㆍ중앙아 협력 포
럼’을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CICA, OSCE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지역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물론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역협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본다. 즉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ㆍ자원 협력외교, 기여
외교, 녹색성장 외교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차원은 물론 다자 차원의 협
력을 촉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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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1990년대 초반부터 양자 차원의 우호ㆍ협력 관계
를 확대, 강화시키는 정책을 우선시하였는데, 다자 차원의 지역협력에 관심을 기울
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은 2006년 7월에야 CICA
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 11월부터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외
교에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아시아 협력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한ㆍ중앙아시아 지
역협력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
이 실천되어야 한다.
첫째,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을 명실상부한 대중앙아 지역협력 포럼으로 발전시
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제1~3차까지 개최된 한ㆍ중앙
아 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중앙아시아 대표단의 직위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회차
가 누적될수록 참가 인사들의 신분과 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에 지속적인 높
은 관심을 갖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의제 및 일정들을 한국 측보다는
중앙아시아 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의 대표단장을 점진적으로 격상시키면서 비정치적
이슈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
장을 정상급 또는 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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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는 정상급 인사들의 너무 바쁜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 장관급으로 격상시키
는 등 점진적인 격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양자대화를 장관급으로
시작했으나 일부 국가대표들이 참석하지 않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
아 국가들이 권위주의체제임을 감안해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문제를 다루는 것에
거부감이 많고, 실제로 ‘중앙아 플러스 일본’ 지역협력 대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
고 있지 못함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비정치적 이슈들을 계속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SCO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다자 지역협력체에 회원
국 참여가 부적절할 경우 적어도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SCO는 중립국을 표방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이 참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로 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괄적 다자 지역
협력체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SCO가 미ㆍ일ㆍ호 3각 동맹, 미ㆍ일 동맹에 대
항하는 안보협력체로 파악해 참여를 유보하고 있으나, 대륙국가로서의 지리적 연
대성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로의 외교지평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옵
서버로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은 양자협력 확대 및 강화가 지역협력을 강화시키는 토대임을 감안해
중앙아시아 5개국과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
국은 지난 2~3년 사이에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관개설을 완료하고 정상방문, 총리
방문 등 고위급 인사교류 및 실질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관계가 최고위 정치엘리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의해 좌
우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편으로는 양국 최고위 정치엘리트간 인적유대를 강화시
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이 대한국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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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맞춤형 협력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 없는 중앙아시아’, 수자원
협력, 국제기구 지원하에 추진하고 있는 CAREC 프로그램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EU,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의 대중앙아 지역협력 프로그램들을 비
교 분석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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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본 연구는 2000~10년 중앙아시아1) 국가들이 보여주는 대외정책 지향성을 편승
(band-wagoning) 또는 균형(balancing)의 형태로 나타나는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
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고, 각 국가들간에 나타나는 대러 편승도의 차이가 각국의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슬라브학보, 제25권 4호(2010년 겨울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1) 중앙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일컫는 용어이지만, 좀더 넓은 의미로 이 5개국에 코카서스 지방의 국가들(그루지야, 아르
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몰도바까지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용
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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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2)과 관련된 정치적 민주화, 시장경제개혁 정도, 시민사회의 발전도 등
내부적 요인과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가를 비교외교정책론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려
는 시론(試論)이다.
미 부시 행정부의 유라시아 외교는 “민주주의 전파를 통해 지역 국가들의 민주
화가 진전되면 친미적 내지 친서방적 대외정책 지향을 가진 국가체제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미국의 민주주
의 증진 정책은 잘해야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3) 그 이
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적 기대에 기초하고 있
던 미국의 유라시아 정책이 민주주의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동학으로서의 ‘민주
화’ 및 체제전환 과정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 또한
체제전환 과정이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탈소비에트 국가들이 가지고 있
는 내부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학문적으로는 지
역연구의 성과와 결합하지 못한 일반 국제정치이론적 접근이 지니는 세계인식의
한계와 밀접히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5)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적 지향성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2)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련된 기본적 논의는 다음을 참고. 하용출 외(2006), 러시아의 선택: 탈
소비에트 체제전환과 국가-시장-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하용출 외(2010),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 20년｣, 세계정치, 31집 1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3) John L. Harper(1997), “The Dream of Democratic Peace: Americans are not
Asleep.” Foreign Affairs (May/June); Susan B. Epstein, Nina M. Serafino, and
Francis T. Miko(2007), “Democracy Promotion: Cornerstone of U.S. Foreign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December 26).
4) 민주화와 외교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Jack Snyder(2000),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W. W. Norton.
5)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 Anette Bohr(2010), “Central Asia: Responding to the MultiVectoring Game,” in Robin Niblett (ed.) America and a Changed World: A Question of
Leadership, Oxford: Wiley-Blackwell 2010, Chapt. 6; Farkod Tolopov(2007), “The

5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외부적인 요인, 즉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의 유라시아 정책에 주목하는 외생적 설명방식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정작 그 국가들의 내부적 동학에 주목하여 그 영향
을 밝히는 작업은 모자랐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 국가들의 내부동학에 주목했던
연구들6)도 색깔혁명의 결과에 따른 대외정책의 변동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민주화와 시장화 그리고 사회다원화와 같은 요인들이 각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대
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 대외정책 지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이라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변동과 그 영
향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대상 시기는 2000~10년까지이며, 본 연구는 편승/균형화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별히 2000~01년, 2004~05, 2009~10년의 세 시점에 주목하였다. 이 세
시기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2000년 푸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러시아의 적
극적인 근외정책이 시작되었고,7) 특히 2001년 9ㆍ11테러 발생은 이 지역이 지니
는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8) 또한 2000년대 중반에 탈소비

Foreign Policy Orientations of Central Asian State: Positive and Negative
Diversification,” Slavic Eurasian Studies, 16-1(June); Albert Menteshashvilli(1999),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 the Central Asian and Caucasian Republics,” NATO
Research Fellowships Programme.
6) 다음의 연구를 참고. Amina Afzal(2005), “Security in the CIS: Implications of the
‘Colour Revolutions’,” Strategic Studies, vol. 25, no. 3, Autumn:
http://www.issi.org.pk/ss_Detail.php?dataId=359(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7) Bobo Lo(2003), Vladimir Putin and the Evolution of Russian Foreign Policy,
(Oxford: Blackwell), pp. 81-83.
8) 신범식(2008), ｢신거대게임으로 본 유라시아 지역질서의 변동과 전망｣, 슬라브학보, 23권 2호,
173~17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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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 공간에서 진행된 ‘색깔혁명’은 지역의 국제정치적 동학을 크게 바꾸었기 때문
이다.9) 그리고 2005년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
계가 2009~10년에 최고점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반적으로 9ㆍ11
테러 발생 후 2001년부터 미국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의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이 많
아졌고, 2000년대 중반 ‘색깔혁명’ 발생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변화
와 더불어 외교정책에서도 변화가 컸으며, 2010년대 첫 십 년의 끝자락에서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세 시기는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외교정책 변화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2000~10년의 대러시아 정
책을 편승과 균형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각 국가별로 대러 편승의 정도가 변화해
온 추이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볼 것이다. 그리고 국가별로 대러 편승도의 변화 및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 변동과 관계가 있는
상관성을 검토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2000~10년 사이의 정치적 민주화
정도, 경제적 시장화 개혁 정도, NGO의 활성화 정도를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지수,10)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시장경제 이행지수
(transition indicator),11) 그리고 미국 국제개발협력처(USAID)의 비정부기구 지수
9) Amina Afzal(2005), “Security in the CIS: Implications of the ‘Colour Revolutions’.”
10) 프리덤하우스 지수(Freedom House Index)는 세계 여러 나라의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인 정
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에 대해 측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수다
(http://www.freedomhouse.org 참고). 또한 Freedom House의 체제전환국 민주주의 지수
(Nations in Transit Democracy score)는 탈소비에트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는 지표로
선거과정, 미디어의 독립성, 국가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방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부패, 시민
사회, 사법제도와 독립성 등 총 7영역에 대한 지표다. 이 두 지수는 모두 1~7 사이로 낮을수록 민
주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17 참고).
11) EBRD는 1989년 이후 매년 탈소비에트 지역경제 통계 전반을 제공하는 Transition Report를
발간해 왔는데, 이행지수(Transition Indicator)는 각국이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얼마

58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NGO Sustainability Index)12)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수가 상정하는 각 요소들이
국가별로 대러 편승도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조사해볼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방법론적 제약으로 인해 엄밀한 편승지수나 상관계수의 측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
니며, 중앙아시아 지역정치의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세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의 변화 패턴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한 이 국가들
의 대러 편승도 변화 패턴 사이의 상호 관련성 유무 내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일차
적 목표이며, 이러한 패턴을 해석할 수 있는 정황과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것이 부차
적 목표다.

Ⅱ. 편승 점수로 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시아 관계
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시아 편승·균형화 정도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편승도를 살펴보기 위해 안보적 의존도와
경제ㆍ사회적 의존도 그리고 균형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나 이행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스케일 1.0~4.3점)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화 역시 높음을
의미한다. 이행지수는 구체적으로 사유화, 가격 자유화, 경쟁 정책, 무역 규제 철폐, 은행 개혁 등의
경제 제분야를 총망라하는 9개 항목 지표의 합으로 이루어진다(http://www.ebrd.com/downloads/
research/economics/tic.xls 참고).
12)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비정부기구 지수(NGO Sustainability Index)는 중ㆍ동유럽과 중
앙아시아 국가들의 NGO 영역 관련 7부문(법적 환경, 조직 능력, 재정 능력, 지원, 대중의 NGO
이미지, 서비스, NGO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통해 NGO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점수
는 1~7 사이로 낮을수록 NGOSI가 NGO의 지속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http://www.usaid.gov/
locations/europe_eurasia/ dem_gov/ngoindex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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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적인 대러 편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 세 영역을 살펴보았다. 첫째, 해당 중앙아시아 국가 영토 내에 러시아의 군사
기지나 군대가 주둔하는가, 둘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가입하였는가, 셋째,
러시아가 소유한 가스ㆍ석유 배관망의 영토 내 통과 여부 및 에너지 수입 시 러시
아 배관망이 주요 수입통로인가 여부를 고려하였다.13)
다음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ㆍ사회적 대러 편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러시아 무역의존도, 대러 에너지수입 의존도,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러시아 인의 비율이라는 세 영역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대러시아 무역의존도
는 전체 교역량(turnover)에서 러시아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지표
의 수량화에서 절대적 교역량 자체보다는 해당 국가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교역량
중 대러시아 교역량이 차지하는 순위라는 상대적 기준으로 평가했다.14)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단순히 ‘편승’으로 나타나
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15) 이는 2000년대 들어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특히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이 증가해 왔으며, 중국과 같은 전통적 역외세력 역시 이 지역

13) 에너지는 ‘정치화된 재화(politicized commodity)’로서 에너지 안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
너지 수송로의 안전한 확보다. 따라서 에너지 수송로는 안보적 의의를 가지는 요인으로 취급된다.
단, 군기지나 군대의 주둔과 달리 그 효과는 다소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4) 안보 관련 의존도는 명목요인을 고려하고, 경제ㆍ사회 관련 의존도는 비중요인을 고려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다
른 시기를 판단함으로써 편승도 전반의 패턴을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자세한 평
가 기준은 각 항목의 각주를 참고.
1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시아 편승과 균형에 대한 논의 및 그 측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William C. Wohlforth(2004), “Revisiting Balance of Power Theory in Central
Asia,” in T.V. Paul et al.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C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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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인 대러 편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시아 균형화 정책의 측면도 고려했다.
특히 러시아 이외의 다른 강대국이 참여ㆍ주도하는 다자 안보기구 참여를 고려하였
는데, 2000년 초반에는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계획(Partnership for Peace)’
참여가 차별화된 의미를 가지기에 점수화하였지만, 이후 시기에서는 러시아를 비
롯한 거의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들이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 여부 자체가 러시아에
대한 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균형화 효과를 통제하였다. 그 외에도
NATO 가입에 대한 강력한 희망 피력 내지 협상진행 여부, 반러시아 지향성을 강
하게 표출한 GU(U)AM 가입 여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입 여부가 고려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주도하는 SCO는
전반적으로 서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편승
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구 내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
미의 균형화 요인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편승과 균형화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 편승도를 편
승 요인 점수에서 균형화 요인 점수를 제한 것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00~01년
의 [표 1], 2004~05년의 [표 2], 2009~10년의 [표 3]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하여 나타나는 대러시아 편승 내지 균형화 지향성의 정도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
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의 의
미는 지닐 수 있을 것이다.

16) 신범식(2005), ｢신거대게임으로 본 유라시아 지역질서의 변동과 전망｣, pp. 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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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편승(Band-wagoning) 점수(2000/2001년)
Ⅰ
(안보 의존 요인)

국가

Ⅱ
(경제ㆍ사회 의존 요인)

Ⅲ
(균형화 요인)

러시아 대러 대러 러시아인 PfP 참가,
NATO
에너지 무역 에너지 인구
가입 의사,
운송망 의존도 의존도 구성
GU(U)AM,
의존18) 높음19) 높음20) 비율21) SCO 가입22)

점수

미군
기지 서방
Ⅰ+Ⅱ및
원조
Ⅲ
미군 의존도23)
주둔

러군
기지
및 군대
주둔17)

집단안보
조약기구
(CSTO)
구성원

카자흐
스탄

O(1)

O

O

O

-

O(30%)

O(’94)

-

-

4

타지키
스탄

△(2)

O

-

O

-

- (1%)

△(’02)

-

O

1

키르기스
O(1)
스탄

O

-

O

-

△(12.5)

O(’94)

O(3)

O

+0.5

투르크메
니스탄

-

-

O

▽

-

- (2%)

O(’94)

-

-

0.2

우즈베키
스탄

-

-

O

O

△

- (3%)

O(’94)
O(4)

O(3)

-

-0.5

주: 점수 설정 O (1점), △ (0.5점), ▽ (0.2점), - (0점), X (-0.5점). [범위: -3 ~ +6] 17)18)
(1) 러시아 군기지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양국의 군사시설을
사용. (2) 1999년 4월 타지키스탄은 수도 두샨베 부근에서 러시아 군대의 주둔에 합의했지만 이는 실
효되지 않았고, 따라서 2000년 당시 타지키스탄 내 러시아 군의 주둔은 법적 근거가 없었음. (3)
2001년 12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 부근에 미군을 주로 하는 NATO의 마나스(간시) 공군기지
24)
가 설립됨. 2001년 10월 우즈베키스탄에 하나바드 미군기지 설립. (4) 1994년 발효된 집단안보조약
에 가입한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벨라루시 중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이 1999년 조약연장을 거부하고 탈퇴하
였고, 이들 세 국가는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함께 친미ㆍ반러시아 성향의 기구인 GUUAM을 결성함.

17) 러시아가 해당국의 군사기지를 사용하거나 러시아 군이 주둔하는 것을 의미한다. Zdzislaw
Lachowski, “Foreign Military Bases in Eurasia,” Sipri Policy Paper, no. 18, June
2007, pp. 43-68; Лукин М. Все Российские базы // ЛукинМ. “ВсеРоссийскиебазы,” Власть.
№19, 2007.
18) 해당국의 에너지 수출 또는 수입이 러시아 에너지 배관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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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편승(Band-wagoning) 점수(2004/2005년)
Ⅰ
(안보 의존 요인)

국가

러군
기지 CSTO
및 군대 가입
주둔

Ⅱ
(경제ㆍ사회 의존 요인)

Ⅲ
(균형화 요인)

PfP 참가,
러시아 대러 대러
러시아인 NATO
에너지 무역 에너지
인구구성 가입 의사,
운송망 의존도 의존도
비율 GU(U)AM,
의존 높음 높음
SCO 가입

점수

미군
기지
서방원조 Ⅰ+Ⅱ및
의존도 Ⅲ
미군
주둔

카자흐
스탄

O

O

O

△

-

O
(25.9%)

▽

-

-

4.3

우즈베키
스탄

-

-

O

O

△

-

▽

X(3)

-

2.8

O

-

O

-

△
(9.8%)

▽

△(1)

O

1.8

키르기스
O(1)
스탄
타지키
스탄

O(2)

O

-

△

-

-

▽

-

O

1.3

투르크메
니스탄

-

-

O

▽

-

-

-

-

-

1.2

주: 점수 설정 O (1점), △ (0.5점), ▽ (0.2점), - (0점), X (-0.5점). [범위: -3 ~ +6] 19)20)
(1) 2003년 10월 키르기스스탄에 러시아 군의 칸트 공군기지 설립. 2005년 가을부터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마나스 기지의 사용료를 인상. (2) 2004년 6월 타지키스탄은 영토 내 러시아 군대의 영구 주
둔을 결정. 5,000명 규모의 201 기동소총사단(201st motorized rifle division)의 타지키스탄 주둔은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을 제외하고는 독립국가연합(CIS)에서 가장 큰 규모의 러시아 군 해외 주둔이
었음. (3) 우즈베키스탄은 안디잔 사태 이후 2005년 중반부터 우즈베키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킴.

19) 대러 무역의존도 지수화의 판단 기준은 러시와의 교역량이 해당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의거하
였다. 해당국의 무역상대국들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순위가 1위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1점을, 2위
혹은 3위를 차지하는 경우에 0.5점을, 5위 이하인 경우에 0.2점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
압도적 1위와 다소 경쟁적인 상황에서의 1위는 그 중요성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 가능하다. 그
러나 순위 이외의 해당국의 무역고에서 대러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경우에도 동일한 추
세가 발견된다. 대러시아 무역의존도는 IMF의 DOTS(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에 기초
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자료와 각국 통계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측정함.
http://ec.europa.eu/trade/creating-opportunities/bilateral-relations(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20) 해당국의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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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편승(Band-wagoning) 점수(2009/2010년)
국가

Ⅰ
(안보 의존 요인)

Ⅱ
(경제ㆍ사회 의존 요인)

Ⅲ
(균형화 요인)

점수

PfP 참가,
러군
러시아 대러시아 대러시아
러시아인 NATO 영토 내 서방
기지 CSTO 에너지 무역 에너지
Ⅰ+Ⅱ인구구성 가입 의사, 미군 원조
및 군대 구성원 운송망 의존도 의존도
Ⅲ
비율 GU(U)AM, 주둔 의존도
주둔
의존
높음
높음
SCO 가입
카자흐
스탄

O

O

O

△

-

O
(23.7)

▽

-

-

4.3

우즈베키
스탄

-

O(2)

O

O

△

-

▽

△(4)

-

2.8

타지키
스탄

△(1)

O

-

O

-

-

▽

-

△

1.8

키르기스
스탄

O

O

-

△

-

△
(8.3%)

▽

△(4)

△

1.8

투르크메
니스탄

-

-

▽(3)

▽

-

-

-

-

-

0.4

주) 점수 설정 O (1점), △ (0.5점), ▽ (0.2점), - (0점), X (-0.5점). [범위: -3 ~ +6]
(1) 타지키스탄은 영토 내에서 러시아 군대의 영구주둔을 합의함과 동시에 미국의 두샨베공항 이용,
프랑스 군대 주둔, 인도 군대의 공군기지 건설 허용을 통해 러시아와 서방 모두와 군사적 관계를 유
지하고자 함. (2) 1994년 발효된 집단안보조약에 가입한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벨라루시 중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우
즈베키스탄이 1999년 조약연장을 거부하고 탈퇴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2002년 집단안보조약기구
를 결성하였다. 한편 1999년 GUUAM에 가입했던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이를
탈퇴하고 2006년 CSTO에 가입하여 2008년에 비준됨. (3) 2007년 5월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수입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에 이르는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하였음. 2008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가스관 건설에 합의하고 공사를 시작해, 2009
년부터 중국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운송망 의존을 줄여나가고 있음. (4) 키르
기스스탄의 경우 마나스 미 공군기지가 유지되고 있지만 사용료가 인상되었음. 우즈베키스탄은 하나
바드 공군기지는 폐쇄하였으나, 2008년 초 테르메즈 공군기지를 경우에 따라 미군이 사용토록 함으
로써 새로운 균형정책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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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3)24)
[그림 1]은

[표 1], [표 2], [표 3]에서 드러난 각 시기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시아 편승도의 시간적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
로 대러 편승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동구 공산권
국가와 같은 다른 지역 국가군들과 비교가 필요하지만, 발트 해 연안 국가군들은
물론이고 카프카스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승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5)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편승도가 항상 일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특히 구소련 공화국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발생한
색깔혁명과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 사태 직후인 2004~05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

21) 전체 인구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 2000년 통계는 Sebastien Peyrouse, “The Russian
Minority in Central Asia: Migration, Politics, and Language,” Kennan Institute
Occasional Papers, no. 297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7), p. 4 참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통계국 발표와 Robert
Greenall, “Russians left behind in Central Asia,” BBC News (Nov. 23, 2005) 등 참고.
22) 해당국들이 러시아와 이외의 강대국이 관여하는 다자 안보기구에 대하여 가지는 참여 또는 참여의
사를 가지고 평가하였다.
23) 대서방 원조의존도는 전체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에서 원조(aid)가 차지하
는 비율을 말하며,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Report의 Aid Dependency 지표
를 참고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원조는 제외된다. 단위는 [aid % as GNI]:
www.worldbank.org/wdr(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지표화 기준은 ○: 원조의존도가 10%
이상, △: 원조의존도가 10% 이하. 이러한 10%라는 기준은 이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연구 대상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해당 시기 원조의존도가 이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됨. 이 시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GNI의 원조의존도
1%정도에 불과.
24)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미 공군기지의 공식명은 ‘마나스 공군기지’로서 9ㆍ11 테러로 숨진 피터 간
시 주니어(Peter Ganci Jr.) 뉴욕 소방대장의 이름을 따 기지 이름을 간시(Ganci)라고 했다가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영웅인 마나스로 공식 이름을 바꾸었다.
25)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대러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
나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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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편승 점수 추이(2000~10년)

표 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시아 편승 점수
대러 편승 점수

2000~01년

2004~05년

2009~10년

카자흐스탄

4

4.3

4.3

키르기스스탄

0.5

1.8

1.8

타지키스탄

1

1.3

1.8

투르크메니스탄

0.2

1.2

0.4

우즈베키스탄

-0.5

2.8

2.8

들 모두의 대러 편승도가 그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중앙
아시아 5개국 모두 이전 시기에 비해 대러 편승 점수가 평균 1.24점이나 높아졌다.
5개국 중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증가폭이 3.3점으로 가장 컸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
가들 가운데 가장 민주화의 진척이 높다고 여겨졌던 키르기스스탄 역시 2000년대
초에 비해 편승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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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의존도 증가는 색깔혁명의 역설적인 결과이
기도 하다. 즉 미국 외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민주화에 따른 체제안보의 위협에 취약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러 편승도를 대미 편승도와 완전히 역의 관계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위한 유라시아에서의 노
력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사실이며, 나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증대시켰다는 역설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
가 필요해 보인다.26)
그런데 이러한 역설적 결과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점은 2005년 이후 러시아의
공격적인 대서방 정책과 근외 정책의 강화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러시아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높이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또 다른 역설로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근외정책이 도리어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를 늘리지는 않고 유지시키거나 혹은 완만하게나마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가별 대러 의존도의 변화
가. 카자흐스탄

2000~10년의 시기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카자흐스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대러 의존도를 보여왔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
26) 색깔혁명의 역설적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mina Afzal, “Security in the CIS:
Implications of the ‘Colour Rev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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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안보적 취약성이 높은 국가이다. 안보 영역
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 군사기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카자흐스탄 군
은 러시아 군과 전면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 레이더
기지 등을 임대하고 있으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원년 가입국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7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시와 함께 관세동맹을 발효하였다.27) 이러한 안보ㆍ
경제 영역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더욱
그 의미의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전체 인구에
서 인종적 러시아 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물론 그 비율이 완만하나 꾸준
히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까지 우세를 보였던 러시아와의 교역액은
2004~05년 들어 중국과의 교역액에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지키는 수준에 도달하더
니, 마침내 2009~10년 중국과의 교역액이 러시아와의 교역액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대러 및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노력으로 2009년에 EU
와의 교역액이 1위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은 카자흐스탄의 고민과 그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SCO를 통해서 중앙아시
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2009년 중국
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협력 협정을 맺었으
27) Andrew E. Kramer, “Russia and 2 Neighbors Form Economic Union,” The New York
Times, Jul. 5 2010: http://www.nytimes.com/2010/07/06/business/global/06customs.html
(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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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국은 이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가스배관망을 설치하
여 에너지를 수입해가고 있다.28)
대체로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으로 높은 대러 의존도를 보이지만, 러시아에 일방
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만하게
나마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29) 이러한 전방위 정책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는 역시 중국과 EU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나. 우즈베키스탄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가 가장 급격히 상승
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1989년 이후 현
재까지 강력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초반 중앙아
시아 국가들 중 반(反) 러시아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친(親)서방 정책을 강력
하게 펼치고 있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소련 해체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9ㆍ11
테러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면서 미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정권 역시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한 테러리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아프간 전쟁 수행
은 자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즈베키스

28) Alexander Cooley(2009), “Cooperation Gets Shanghaied: China, Russian, and the
SCO,” Foreign Affairs. (Dec. 14)
29) Marie Raquel Freire(2009), “Russian Policy in Central Asia: Supporting, Balancing,
Coercing, or Imposing?,” Asian Perspective, vol. 33, no. 2,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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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미국의 반(反) 테러 캠페인을 가장 처음 지지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의 아프간 전쟁 지원의 일환으로 미국과 독일에 하
나바드 공군기지(Karsi-Khanabad: K-2)와 테르메즈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
다.30) 2001년 10월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하나바드 기지를 미국에 무료로 임대하
였으며, 그 후 2002년 3월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맺게 되었다.3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인권과 거버넌스 전반에서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양자의 결합
은 난제를 내포하고 있었다.32)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을 전후하여 가시화되었다. 조지 부시 2기 행정부의 자
유와 민주주의 확산 정책과 안디잔 사태로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의 관계는 급속하
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5월 13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의 발포로 수백 명
의 시민이 학살된 안디잔 사태에 대해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즈베
키스탄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안디잔
사태의 발생에 일정 부분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또한 그루지야, 우크
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일련의 ‘색깔혁명’으로 체제안위 유지에 위협을
느꼈다.33) 따라서 안디잔 사태와 색깔혁명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공조를 강

30) Zdzislaw Lachowski, “Foreign Military Bases in Eurasia,” p. 52.
31) “US, Uzbek Leaders Meet, Strategic Partnership Declaration Signed,” CACI Analyst
(Mar. 13, 2002), http://www.cacianalyst.org/?q=node/630(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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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9.
33) Lionel Beehner, “Documenting Andijan,” Background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n. 26, 2006), http://www.cfr.org/publication/10984/documenting_andijan.html#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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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우즈베크-미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5년
5월 24일에 우즈베키스탄은 반러시아 성향 국가들의 모임인 GUUAM을 탈퇴하고,
이듬해에 CSTO에 다시 가입하였다. 그리고 2005년 7월 말 우즈베키스탄은 수도
타슈켄트 미국 대사관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영토로부터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친(親)미국 정책은 카리모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적 책략(tactical maneuver)’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34) 2000년대 중반 전후
로 대러 편승정책을 강화한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들어 다시 대러 균형정책 역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하나바드 공군기지는 폐쇄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미군이 테르메즈 공군시설을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를 줄이는 데에 미군의 주
둔을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균형정책의 징후도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적극적(assertive) 대외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초반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대러 편
승도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키르기스스탄

2000년대 초반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정치적 민주화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였으며, 동시에 경제적 자유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국가였다.

(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34) Gregory Gleason, “The Uzbek Expulsion of U.S. Forces and Realignment in
Central Asia,” pp.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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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키르기스스탄은 안보 및 경제 영역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우즈베키스
탄과 더불어서 친서방 정책이 두드러진 국가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1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부근에 미군을 위주로 하는 NATO의 마나스 공군
기지가 건설되었던 것이다. 또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국가로 서방 원조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중앙아 국가
들 중 가장 높았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2000년대 초반 서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러시아에 대한 편승정책 역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키르기스스탄에 칸트 러시아군 공군기지가 설
립된 것은 그 좋은 예다. 이 기지는 미국의 마나스 공군기지에서 불과 30km 떨어
진 곳에 위치했는데, 이는 칸트 기지를 설립한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를 상징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5)
2000년대 중반 들어 키르기스스탄에 중요한 국내정치적 변화가 나타났다. 2005년
3월 튤립 혁명이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15년간 키르기스스탄을 독재 지배해온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바키예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다. 바키
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안보적 취약성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극복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간다.36) 2005년 7월에 열린
35) Vladimir Socor, “More than just a Base: Russia Opens Airbase in Kyrgyzstan,”
IASPS Policy Briefings: Geostrategic Perspectives on Eurasia, no. 33, Oct. 30, 2003:
http://www.iasps.org/eng_editor/socor_show.php?lang=&main=&type=6&article
_id=312(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36) 바키예프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Eugene Huskey, “Foreign Policy in a
Vulnerable State: Kyrgyzstan as Military Entrepot Between the Great Power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6, no. 4, 2008, pp. 5-18; Yaşar Sarı &
Süreyya Yiğit, “Foreign Policy Re-Orientation & Political Symbolism in Kyrgyzstan,”
CACI Analyst, Jun. 14, 2006: http://www.cacianalyst.org/?q=node/4017(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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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 정상회의 직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05년 10월 미국 정부에 마나스 공군
기지에서 철수하거나 임대료를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6년 7월 미국 정부
와 키르기스 정부 사이에 기지 임대료를 이전의 200만 달러에서 1,740만 달러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다시 협정을 맺게 되었다.37) 하지만 이 이후로도 마나스 기지
의 존재는 항상 논쟁 속에 있고, 2007년 말 이후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미군의
기지사용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8) 그에 비하여 키
르기스스탄 정부가 러시아의 칸트 기지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는 미국의 마나스 공
군기지에 대한 그것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2003년 당시 러시아는 최장 15년 사용
조건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칸트 공군기지를 임차했는데, 2009년에 임차기간을 최장
50년(25년마다 자동연장)으로 늘리기로 양국이 합의하였다.39)
하지만 키르기스스탄 역시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편승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
는 추세에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괄목할 만한 상승세
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키르기스스탄의 대중 무
역의존도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에 거의 필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2004~05년에 들어서 키르기스스탄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러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앞지르고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의 대외교역량에서 1위 국가가 되었다.
최근 제2차 레몬혁명 후 바키예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 부임한 로자 오툰바

37) Jim Nichol, “Kyrgyzstan and the Status of U.S. Manas Airbase: Context and
Implic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l. 1 2009, pp. 3-4.
38) Jushua Kucera, “Kyrgyzstan: US Armed Forces Try to Win Hearts and Minds,”
Eurasia Insight, Dec. 3, 2007: http://www.eurasianet.org/print/55359(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39) “Russian Government Approves Kyrgyz Airbase Lease Extension to 49 Years,”
RIA Novosti, May. 29, 2009: http://en.rian.ru/russia/20090529/155119256.html(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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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는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가 취해오던 친(親)러시아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급속히 증대되는 영향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가 중간 수준에서 유
지되면서 시기별로 조금씩 완만히 증가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1990년대 초 내전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 이후 타지키스탄의 대러 의존
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타지키스탄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더불어 CSTO 출범 때부터 가입국이
었다. 하지만 안보 영역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항상 높았던 것은 아니다.
1999년 4월에 타지키스탄은 수도 두샨베 부근에 러시아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러시아 군사기지의 타지키스탄 내 배치는 2004년
이 되어서야 실현되었다. 2004년 6월 에모말리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영구 군사기지 설치에 합의하여 10월 러시아 군사기지가 타지키스
탄에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군 기지 창설 행사에 참석했는
데, 5,000여 명의 러시아 군이 주둔하는 이 군사기지는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군사기지에 이어서 해외 러시아 군 기지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하지만 타지키스탄은 전략적 차원에서 러시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지는 않는다. 타지키스탄은 미국의 두샨베 공항 이용권을 보장하고, 일부 프랑스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 군대의 공군기지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및 근린 국가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다각화하는 데 노력을

7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기울이고 있다.40)
이러한 타지키스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안보상 이익을 크게 챙긴 나라는 인도
다. 2006년 봄 인도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가 타지키스탄에 세워졌다는 것은 유라
시아 지역에서 신 거대게임에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그 규모나 목적이 제한적이어서 주둔하는 인도 군은 타지키스탄
군의 훈련 및 지원 등의 영역에서 그 활동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인도의 중앙
아시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의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영역에서는 다른 중
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후반 들면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러시아와의 교역량을 거의 따라잡았다.

마.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최근 관심이 증대한 이유는 이 나라가 보유한 풍부한 화
석연료 매장량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을 가스와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러 편승도가 낮지만 동시에 서방이나 중국 등
다른 강대국에 대한 편승도도 모두 낮은 상태에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
아에서 비교적 고립적 성향이 강한 매우 특수한 국가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투르크
메니스탄의 대외정책적 특성은 이 나라가 CSTO나 SCO 등과 같은 지역적 다자안
보기구에 가입하고 않고 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
로 천연가스를 수입해 가려는 러시아의 정책에 반발하여 2004년 말에는 러시아에

40) Zdzislaw Lachowski, “Foreign Military Bases in Eurasia,”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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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스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에 대
한 편승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립주의적 성향 이외에
도 가스수출의 다양한 루트를 개척할 수 있었던 대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와 다양한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
ㆍ유럽과 같은 국가들의 가스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부응
하는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관의 건설과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하여 나부코
가스관이나 블루스트림 가스관 사이에서의 각축을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구
축할 수 있었다.
2008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가스관 건설에 합의하고 공사를 완료해 2009년
부터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면서 에너지 수출 부분에서 러시아의 운송망에 대
한 의존을 줄여나가고 있다.41)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수
입하기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에 이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2007년 5월 합의하고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0월에 가
스관 공사가 완료되었다.42) 이로써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가
스수출을 활용한 균형점을 찾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한 가스 수입국이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편중된 에너지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추진 중인 나부코 파이프라인 공사
구상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요한 가스 공급국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청받고 있
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이 펼치는 적극적인 공세를 투르크메니스탄은 즐기고 있

41) Konstantin Simonov, “Russian-Turkmen Relations: Clearing the Way for Gas Pipes,”
RIA Novosti, Oct. 28, 2010: http://en.rian.ru/analysis/20101028/161115262.html(검색
일: 2010년 10월 31일).
42) 연합뉴스, ｢투르크멘, 러시아 연결 새 가스관 완공｣, 201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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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2009년에 이미 유럽연합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 상대국 중 교역량
면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편승도 분포
2000~10년 사이 탈소비에트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을 러시아에 대한 입장
에 따라서 대러 편승으로부터 대러 균형화에 이르는 분포에 따라 표시해 보면 [그
림 2]와 같다.43)
그림 2. 탈소비에트 국가들의 대러 편승도 분포

필자가 설정한 대러 편승 및 대러 균형화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많은 국가들이
중간 지점이 +1 ~ +2 사이에 포진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탈소비에트 국가들이
편승 정책과 균형화 정책 사이에서 비교적인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그리고 카자흐스탄44)처럼 비교적 뚜렷한 편승적

43) 대러 편승도에 대한 탈소비에트 12개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그 목적상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과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다만 중앙아시
아 지역의 소지역적 특성을 논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비교적 견지에서 언급하고 있다.
44) 카자흐스탄은 완만한 속도로 대러 의존도를 줄여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러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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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지향성을 보이는 그룹과, 그루지야나 아제르바이잔처럼 확실한 탈러 균
형화형 대외정책 지향성을 보이는 그룹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
들 가운데 그루지야나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균형화 정책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
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고립적 상황에서 천연가스 수
출의 다각화라는 균형화 정책 수단 확보를 통하여 비교적 균형화 경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루지야나 아제르바이잔 정도는 아니다.
한편 2009~10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 1]의 결과를 2004~0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표 2]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 순위 변동이 눈에 띄는 그룹들이 있다. 대
체로 비교적 관점에서 편승과 균형화 사이의 균형점에 근접해 가는 국가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처럼 최근 들어 대러 편승적 지향성이 강화되고 있는 국
가군이 있는가 하면, 투르크메니스탄처럼 편승적 지향성이 약화되고 있는 국가군
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이 가지는 전략적 계산이 점차 현실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루지야나 아제르바이잔처
럼 꾸준히 대러 균형화 경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러 편승도의 분포와 추이가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이나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같은 외생적 요인 외에
도 탈소비에트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내부 동학이 대러 편승도의 정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부 동학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
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2005년 안디잔 사태의 발생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들의 많은 비판에 직면하자,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 미
국과 맺었던 전략적 동반자 틀을 벗어 버리고 전술적 선택의 일환으로 대러 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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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급격히 높였다. 반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높은 천연
가스 보유량을 이용해 증가하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를 급속히 줄일 수 있
었다. 이처럼 외부적 요인 이외에도 각 국가들이 외부적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과
수단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색깔혁명 발생으로 인한 정권 교체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높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비민주적 레짐에게 서구의 지지를 뒤에 두고 있는 색깔혁명의 발생은 정권
안보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다.45)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이러한 서구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전술적 선택지로서 러시아에 대한 편승
정책으로 선회했다는 점은 외생적 변수에 못지않게 내부변수가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소지역 국가들, 가령
발트 해 연안지역이나 카프카스 지역 국가들의 대러 의존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다는 점은 러시아의 강력한 근외정책 내지 유라시아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
성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히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전반적으로 대러 의존도를 낮추는 균형화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높은 대러 의존도도 문제지만 대중
의존도의 증가 또한 우려하며 좀더 다각화된 형태의 대외정책 지향성의 조합과 균
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5) Marie Raquel Freire, “Russian Policy in Central Asia: Supporting, Balancing,
Coercing, or Imposing?”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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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외정책 지향성과 내부 정치, 경제, 사회적
동학의 상관성
이번에는 본 연구의 또 다른 과제로서 지역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정책 지향성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개별 국가들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
들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강대국의 지역정책으로 결정되는 외생적 요
인이 아닌 내생적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정치의 민주화와 대외정책 지향성
프리덤하우스의 지표에 따르면, [표 5]46)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
들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진행한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민주화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모두 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민주주의 점수를 대러 편승도와 연관
지어 상관성을 통계적 방법으로 추론해 보는 것은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하지만 관련된 요인들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 민주주의와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이다.

46)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2009”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485(검색일: 201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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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탈사회주의 국가 NIT 민주주의 지수와 정치체제 분류(2009년 기준)
정치체제 유형
(민주주의 지수)

국가

공고화된 민주주의
(1.00~2.99)

슬로베니아(1.93), 에스토니아(1.93), 라트비아(2.18), 체크공화국(2.18),
폴란드(2.25), 헝가리(2.29), 리투아니아(2.29), 슬로바키아(2.46)

준공고화된 민주주의
(3.00~3.99)

불가리아(3.04), 로마니아(3.36), 크로아티아(3.71), 세르비아(3.79),
몬테네그로(3.79), 알바니아(3.82), 마케도니아(3.86)

이행 또는 하이브리드 정권
보스니아(4.18), 우크라이나(4.39), 그루지야(4.93)
(4.00~4.99)
준공고화된 권위주의 또는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지역 몰도바(5.07), 코소보(5.11), 아르메니아(5.39)
(5.00~5.99)
키르기스스탄(6.04), 러시아(6.11), 타지키스탄(6.14), 아제르바이잔
(6.25), 카자흐스탄(6.32), 벨라루스(6.57), 우즈베키스탄(6.89),
투르크메니스탄(6.93)

공고화된 권위주의
(6.00~7.00)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프리덤하우스의 민주주의 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2000~09년 사이 프리덤하우스 지수와 NIT 민주주의 지수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 프리덤하우스 일반 지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키르기스스탄

5.5

5.5

5.5

5.5

5.5

4.5

4.5

4.5

4.5

5.5

카자흐스탄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타지키스탄

6

6

5.5

5.5

5.5

5.5

5.5

5.5

5.5

5.5

우즈베키스탄

6.5

6.5

6.5

6.5

6.5

7

7

7

7

7

투르크메니스탄

7

7

7

7

7

7

7

7

7

7

주: 1-7, 작을수록 민주화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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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프리덤하우스 NIT 민주주의 지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5

5.71

5.96

6.17

6.25

6.29

6.39

6.39

6.39

6.32

6.43

키르기스스탄 5.08

5.29

5.46

5.67

5.67

5.64

5.68

5.68

5.93

6.04

6.21

5.75

5.58

5.63

5.63

5.71

5.79

5.93

5.96

6.07

6.14

6.14

투르크메니스탄 6.75

6.83

6.83

6.83

6.88

6.93

6.96

6.96

6.93

6.93

6.93

우즈벡키스탄 6.38

6.42

6.46

6.46

6.46

6.43

6.82

6.82

6.86

6.89

6.93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주: 1-7, 작을수록 민주화가 높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동학과 대외정책 지향성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흔히 상정되는 가설 중 하나는 전반적인 민주화 정도가 높을수록 서구와의 친화성
이 높아져서 러시아에 대한 대외정치적 지향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사례의 제한적 수에도 불구하고 지수상관성을 가지고 이 가설을 판단해
보기 위한 작업을 해 보았다.
[표 6]에 나타난 전 일반 민주주의 지수인 프리덤하우스 지수를 사용하여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대러 편승도의 상관성을 측정해 보았다. 키르기스스
탄의 경우 민주화 지수가 [5.5→5.5→4.5]로 하락되어 민주주의가 약간 진전되었
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러 편승도는 [0.5→1.8→1.8]로 증가되었
으며, 타지키스탄의 경우 프리덤 지수가 [6→5.5→5.5]로 하락, 즉 민주주의가 약
간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러 편승도는 [1→1.3→1.8]로 증가되었다. 우즈베키
스탄의 경우에는 일반 민주화 지수가 [6.5→6.5→7]로 민주주의가 약화되었는데
대러 편승도는 [-0.5→2.8→2.8]로 크게 증가되어 일반적인 패턴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양 지수사이의 조합을 좌표에 표시해 보면(그림 3 참고), 그 상
관계수가 -0.30의 음 값을 가진 분포 패턴을 약하게나마 보임으로써 민주주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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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대러 편승이 약한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47)
그림 3. 프리덤하우스 지수와 대러 편승도 분포

한편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은 민주주의 지수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때문에 측정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같은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
한 것이지만 [표 7]로 표시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NIT: Nations in Transit) 민
주주의 지수를 지고 같은 작업을 해보았다. NIT 민주주의 지수로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그 점수가 상승하여 민주주의가 하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5.6→6.27→6.37]로 지수가 상승할 때 [4→4.3→4.3]으로
대러 의존도가 높아졌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5.18→5.65→6.12]로 지수가 상승
할 때 [0.5→1.8→1.8]로 대러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타지키스탄은 [5.66→5.75→
6.14]로 지수가 상승할 때 [1→1.3→1.8]로 대러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투르크메니
스탄은 [6.79→6.9→6.93]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 [0.2→1.2→0.4]로 대러 의존도가
47) 상관계수의 음의 값은 민주주의 진전과 대러 편승도의 양의 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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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6.4→6.44→6.91]로 지수가 상승할 때 [-0.5→
2.8→2.8]로 대러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도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 양 지수 사이의 조합을 좌표에 표시해 보면(그림 4
참고), 그 상관계수가 -0.05로 분포 패턴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민주주의 지수와 대러 의존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양자
사이에는 상관성이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 4. 프리덤하우스 NIT 민주주의 지수와 대러 편승도 분포

2. 시장경제의 발전과 대외정책 지향성
그렇다면 민주주의 이외에 다른 국내적 변수는 대러 의존도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EBRD에서 발표하는 이행지수(TI: Transition Indicator)는 시장경
제 건설을 위한 경제개혁의 정도를 평가하는 14개 항목의 점수를 평균하여 지수화
한 것으로, 시장개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흔히 사용된다. EBRD TI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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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외정치 지향성과의 상관성을 따져보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행지수와
대외정책 지향성의 상관성을 보기 위한 작업을 해본 결과 [표 8]과 같다.
표 8. EBRD 이행지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자흐스탄

2.59

2.67

2.67

2.69

2.79

2.81

2.88

2.91

2.91

2.88

키르기스스탄

2.33

2.33

2.45

2.5

2.57

2.57

2.57

2.57

2.57

2.57

타지키스탄

1.74

1.83

1.88

1.88

1.98

2

2.05

2.05

2.1

2.12

우즈베키스탄

1.81

1.98

2.03

2

2

2.05

2.07

2.07

2.07

2.07

투르크메니스탄 1.24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33

1.33

주: 14개 영역의 평균값, 1-4로 높을수록 경제 개혁의 정도가 높음.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탈사회주의 국가군이 달성하고 있는 경제개혁
의 성과 면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세 비교시기에서 카자
흐스탄은 지수가 [2.63→2.8→2.88]로 꾸준히 상승하여 시장화의 진전을 이루었는
데 같은 기간 대러 의존도는 [4→4.3→4.3]으로 높아졌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33→2.57→2.57]로 지수가 약간 상승할 때 [0.5→1.8→1.8]로 대러 의존도가 증
가하였다. 타지키스탄은 [1.78→1.99→2.12]로 지수가 상승할 때 [1→1.3→1.8]로
대러 의존도가증가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은 [1.21→1.19→1.33]으로 지수가 상승
할 때 [0.2→1.2→0.4]로 대러 의존도가 증감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1.89→
2.02→2.07]로 지수가 상승할 때 [-0.5→2.8→2.8]로 대러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전
반적으로 시장경제지수와 대러 편승도 사이에는 0.71의 높은 상관성 지수가 관찰되
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정책 지향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중
에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커다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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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시기별로 2005년을 전후하여 시장경제 건설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편승의 태도를 높이 보이고 있는데,
2009년에는 그 상관성이 다소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2005년을 전후로 중앙아시아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2009년에 오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약화되고, 또 그 비중에서도 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원
외국가들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추세는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 완만하게나마 시장화를 진전시켜 온 것이 사실인데, 대러 의존
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EBRD 시장경제 이행지수와 대러 편승도 분포

시장경제 건설 정도와 대외정책 지향성 사이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 중 하나는 시장경제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가 친
서방적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양 지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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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합을 좌표로 선택된 3개 시기 국가들의 위치 분포를 살펴보면, 상관계수 값이
+0.71로 시장경제 건설과 대러 편승도 사이에는 비교적 강한 정(+)의 상관관계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NGO의 발전과 대외정책 지향성
경제적 변수 이외에 사회적 변수와 대외정책 지향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NGO의 활성화와 지속성에 관한 지수를 활용
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적 지향성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작업을 하
였다.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NGO지수를 관찰해 보면 각 국가들간의 지리적 근접성
을 반영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48) 가까운 지리적 연계를 보이는 국가
군들의 NGO지수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NGO지수는 그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바탕
으로 대러 편승도에 대한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표 9. NGO Sustainability Index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

6

5.8

5.6

5.7

5.6

5.7

5.7

5.6

5.7

5.7

우즈베키스탄

5.1

4.6

4.7

4.7

5.2

5.6

5.7

5.7

5.7

5.7

타지키스탄

5.4

5.1

4.6

4.6

4.6

4.6

4.7

4.8

4.9

4.8

키르기스스탄

4.3

4.3

4.1

4.1

4.2

4.1

4.1

4.1

4.1

4.1

카자흐스탄

4.7

4.3

4.1

3.9

4.1

4.1

4.1

4

4

4

주: 1-7, 낮을수록 NGO 발전 높음.

48) 1998~09년 출간된 USAID NGO-SI를 보면 동유럽,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각 지역별로 점수의 편차가
적음을 알 수 있다(http://www.usaid.gov/locations/europe_eurasia/dem_gov/ngoindex/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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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비교시기에서 카자흐스탄은 지수가 [4.5→4.1→4]로 감
소하여 NGO 활성화가 높아졌는데 대러 의존도는 [4→4.3→4.3]으로 높아졌고, 키
르기스스탄의 경우 [4.3→4.15→4.1]로 지수가 약간 감소할 때 [0.5→1.8→1.8]로
대러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타지키스탄은 [5.25→4.6→4.8]로 지수가 감소 추세를
보일 때 [1→1.3→1.8]로 대러 의존도가 증가 추세를 보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은
[5.9→5.65→5.7]로 지수가 감소 추세를 보일 때 [0.2→1.2→0.4]로 대러 의존도가
증감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4.85→5.4→5.7]로 지수가 상승할 때 [-0.5→2.8
→2.8]로 대러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NGO지수와 대러 의존도의 조합을 선택된 세 시기 국가별로 나타난 지점으로
좌표에 표시하여 보면 [그림 6]과 같은 분표를 보인다. 이 분포는 상관계수 값이
-0.43로 국가들의 NGO의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대러 편승도가 높아지는 정(+)
의 관계를 보이는 분포의 패턴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NGO가 지니는 양가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서구와의 국제적 연계의 정도
가 클수록 민주화의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 실제 서구가 그
러한 연계를 통해 그 국가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는 경제적 국제화를 통한 경제 연계성이 강화되면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푸틴 대통령 이후 러시아가 자국 근외지역의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근외지역에서의 소프트파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통로를 회복하여 왔으며,49) 이러
한 결과가 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9)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증진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신범식(2009), ｢러시아의 스마트파워
외교전략과 한-러관계｣, 전재성 외 공저(2009), 한국의 스마트파워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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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GO 활성화 지수와 대러 편승도 분포

4. 종합적 관찰
이상의 대러 편승도에 대한 요인별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대외정책
지향성과 내부적 정치, 경제, 사회적 동학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앞에서 산출한 대러
편승도와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지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결
과는 [표 10]과 같다.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NGO지수는 대러 편승도와 종합적 상관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발전지수와 대러 편승도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년간 중
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편승도를 포함하여 대외정책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이라는 해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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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과 대러 편승도 상관관계
상관계수
(표준오차)
-0.37
(3.396)
4.24**
(1.027)
0.51
(4.605)
0.17
(0.703)
-12.42
(21.485)

독립변수
Freedom House 프리덤 지수(FI)
EBRD 시장개발지수
NGO sustainability 지수
FI-NGO
constant

t-값
(p-값)
-0.11
(0.915)
4.12
(0.002)
0.11
(0.914)
0.25
(0.810)
-0.58
(0.576)

주: n=15, Adj R-squared=0.598, **=99% 유의수준 하에서 의미를 가짐. 이 모델에 대한 F-test(4, 10)
값: 6.21([Prob.>F]=0.009).

하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관계수는 그 숫자 자체가 의미를 지
니기보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의존도와 다른 내부적 요소와의 상관성의
경향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 지역 국제정치 해석의 한 단초가 되어줄 것이다.

Ⅳ. 맺음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편승도와 민주주의와 상관관계는 비교적 약하게 드
러나고 있다. 정치적 변수 이외에 시장경제건설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러 편승도가
높게 나타나는 뚜렷한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NGO가 활성화 될수록 대러 편승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요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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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민주화와 시장화의 정도가 절대
적 수치로 매우 낮게 나타나므로 그 정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반
드시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시장경
제, NGO 등은 절대적으로 그 발달 정도가 낮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편차가 지니
는 의미는 과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 국가들이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처한 구조적 상황보다
는 지배 엘리트들의 판단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
찰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앙아시아, 나아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 전체
의 맥락 속에서 비교하여 보면서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차이의 미래적 의미를 가늠해 보는 일은 중앙아시아
와 유라시아 지역 질서의 미래를 고찰하는 데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
된다. 특히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관련 지수에서는 약한 상관성이
보이는데 비하여 시장개혁 관련 지수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현
단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주의나 인권
등과 같은 요인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관련된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 등과 관련된 정치적 변수는 NGO 활성화 등과 같은 요인에
비해서도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
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 다원화가 발달할수록 서방에 대해서 큰 친화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일반론적 가설은 현 발전단계의 중앙아시아에서는 적용되기 어려
우며, 도리어 정권 안보나 경제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이득 등과 같은 요인이 이 지
역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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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구소련 붕괴 이후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가장 극심한 사회혼란과 정치변동을 겪
은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일 것이다. 소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독립국가연합(CIS)
이 건설되긴 했지만 복잡한 외부환경, 심각한 내부문제, 국내정치의 불안정과 잦은
‘색깔혁명’의 발생, 취약한 경제기반과 지역통합력의 결핍, 지역개발능력의 부족,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준동 등으로 말미암아 중앙아시아 지역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주요 국
가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한
편으로 러시아ㆍ미국ㆍ유럽의 원조에 의존한 서진 정책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 이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동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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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구사하여왔다. 이 정책은 일종의 ‘동서 병진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중
앙아시아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
장 눈부신 대중앙아시아 외교를 펼쳤던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미ㆍ중ㆍ러 3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권을 둘러싸고 마치 패권경쟁
을 하듯 분주히 외교적 각축전을 벌여왔지만, 가장 건설적으로 기여한 나라는 중국
이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3,000km가
넘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1,700km이상,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000km, 타지키스탄과는 450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
에,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일종의 ‘전략적 후방(strategic rear)’ 지역으로서 그 전
략적 가치는 더할 나위 없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내 에너지 안보가 중시되면서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 그 지경학적
가치 또한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아
시아 지역이 중국 외교의 최우선 고려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9ㆍ11 테
러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이 중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되면서부터일 것이다. 즉 중앙아시아를 배후지로 한 중국 변경의 ‘3대 위협 세
력’, 즉 민족분열주의, 종교극단주의, 국제테러리즘이 크게 약진하면서 중국의 안보
위협감은 크게 고조되었다. 이러한 위태로운 주변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중앙
아시아 지배전략과 정책들은 새롭게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차원에서 보면, 안보ㆍ경제관계ㆍ에너지 문제가 핵심적인 전략적 이
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이해들을 다시 여섯가지 핵심 요소들
로 세분화시켜 보면, 국경안보, 동터키스탄 운동(분열주의 세력) 저지, 에너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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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경제적 이익, 지정학적 안보, 상하이협력기구(SCO)의 발전으로 나눠진다(Zhao
2007, p. 138).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적 이해들과 구성요소들은 중국의 입
장에서 볼 때 어떤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전략적 요소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전
략적 이해들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고 역동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인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소
위 ‘중국위협론(a zero-sum perspective)’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는가, 아니
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앙아지역 안정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 즉
‘중국기회론(a positive-sum perspective)’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Christensen
2006).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ㆍ중ㆍ러 삼국의 경쟁과 협력 속
에서 중국의 전략 구도는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중국은 대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위협론’을 유포시키기
보다 ‘중국기회론’을 확산시키려는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미군의 중앙아시아 지
역 진출이 이뤄졌고, 특히 9ㆍ11 사태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
대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해에 심대한 위협을 조성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대중앙아시아 외교는 안보, 경제 협력,
‘3대 위협세력’ 제거와 같은 여러 차원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상하이 정신(上海精神)’에 기초한 ‘상하이 5개국’ 건설 이후 2001년 ‘상하이
협력기구(SCO)’ 건설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다자외교의 승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다(赵华胜 2005; 2008; 郑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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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alski 2010).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규범적 파워(normative
power)’의 확산은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의 긍정적 성과를 반영한 평가라 할 것
이다(Kavalski 2010). 이 같은 ‘중국기회론’의 확산전략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
교와도 관련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기존 연구들을 간략히 검토해 보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정책에 대
한 몇몇 전문가의 글들은 개괄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박상남
2005; 지재운 2005; 이호령 2006). 그러나 본격적으로 앞서 밝힌 문제의식에 입각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다만 가장 최근 국내 연구 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중앙아
시아 정책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최근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약하고 있는바, 중
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적 이해와 각 분야별 정책 검토, 그리고 주요 강국들의 중앙
아시아 외교정책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검토하고 있다(이상국 2010). 그리고 에너지
외교 차원에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모색되
고 있다(이재영 2009; 민귀식 2009). 주지하다시피 신생 독립국, 즉 카자흐스탄, 우
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이 소비에트 연방 붕괴
로 인해 이 지역에 나타남으로써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장악하려고 각축을 벌이던 세계의 ‘심
장지대(heart land)’이기 때문이다(박정호 2009, pp. 68~69).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
과 신생 주권국가의 등장이라는 상황은 미 ㆍ중ㆍ러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 지
역에 대한 패권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Rumer, Trenin & Zhao 2007; Wishnick
2009; 郑羽 2007). 따라서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해 어떤 지배전략과 정책을 펼치는가
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한 평가와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
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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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배전략을 외교안보전략과 정책, 그리고 경제전략
과 정책 문제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중국위협론보다 중국기회론의 입론 가능성 여
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부수적으로 중국의 이런 주변국가 정책 검토는 중국
의 대한반도 영향,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의 Ⅰ, Ⅱ장은 김재관이, Ⅲ, Ⅳ장은 주장환이 각각 나눠 작성하였다.

Ⅱ.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안보전략과 정책
1.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전략의 기본이념과 특징
가. 중국외교의 기본이념

개혁개방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중국의 종합국력은 놀라운 비약적 성장을 이뤄
냈다. 글로벌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하드파워의 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
부터 점차 국제사회에 ‘책임을 지는 대국외교(负责任的大国外交)’를 추진하기 시
작했다(葉自成 2000; 葉自成 2003). 구체적으로 ‘대국책임외교’, ‘다자간 지역주의
외교’, ‘양자외교로서 주변국과의 선린외교’, ‘다극화 외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Goldstein 2001; 김재관 2003). 2003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로 연성
권력(soft power)에 기초한 글로벌 대국외교전략이 주목을 받게 된다. 탈냉전기 중
국외교의 전략사상이자 전략방침으로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도이념은 바로 ‘평화
발전(和平发展)’이었다. 이 중국외교의 기본이념 형성은 장기간에 걸친 많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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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논쟁을 거치면서 달성된 것이다. 중국의 공식외교이념으로서 ‘평화발전’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사용한 개념은 ‘평화부상(和平崛起)’이었다. ‘평화부상’은 2003년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처음 공식적인 외교개념으로 제기되어 관방의 정식 외교개
념으로 사용되다가 2004년에 이 개념은 ‘평화발전(和平发展)’이란 개념으로 수정
된다. 변경된 이유는 ‘평화부상’이란 개념 중 ‘부상’이란 용어가 외부세계에 위협
감을 준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부상에 대한 이런 우려와 소위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부
상이란 용어가 도전과 패권경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란 용어보다
훨씬 자극적인 용어였다고 볼 수 있다(赵华胜 2008, pp. 114~120). 이처럼 중국
정부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 ‘중국위협론’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기회론’을 확산
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발전(和平与发展)’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2004년에 ‘평화발전의 노선(和平发展道路)’을 주창했다. 중국
의 대표적인 책사인 정비젠(郑必坚)은 중국의 ‘평화발전’은 세가지 도전에 직면하
고 있다고 진단한다. 첫째는 자원, 특히 에너지 고갈의 도전, 둘째는 생태환경오염
의 도전, 셋째는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의 도전이다. 이런 세가지 도전을 극
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첫째, 과거의 고투입ㆍ고소비ㆍ고에너지 소모형ㆍ환경오
염 유발형 공업화 발전모델을 극복하고, 둘째, 후발선진국가의 대국화 경로나 이데
올로기에 따라 구분하는 냉전적 사고를 극복해야 하며, 셋째, 부적합한 사회 거버
넌스 모델을 넘어 ‘조화사회(和谐社会)’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1)
2004년 ‘평화발전’ 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2005년 접어들면서 외교이념은 한층
더 풍부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른바 ‘조화로운 세계(和谐世界: harmonious world)’

1) 후진타오 시대의 외교노선에 대해서는 郑必坚(200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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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새로운 외교이념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개념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평화추구적
이미지를 한층 더 대외적으로 강화시켰다. ‘조화세계’란 용어는 2005년 9월 후진
타오 주석이 UN 창립 60주년 기념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식 제기한 외교개념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연설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조화세계’의 기본 특징은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持久和平, 共同繁荣)’이며, 그 주요 내용은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안보 차원에서는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공동안보를 실현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의
신 안보관’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경제 차원에서는 상호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번영의 21세기를 달성하는 것이다. 문명 차원에서 보면, 똘레
랑스 포용정신을 발휘하여 ‘조화로운 세계(和谐世界)’를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된
다.2) 요컨대 후진타오 시기 중국 책임대국외교의 특징은 ‘以和为先(和平崛起, 和
平发展, 和谐世界)’ 혹은 ‘和字’ 외교노선으로 집약할 수 있겠다.
이처럼 ‘평화발전’과 ‘조화세계’라는 두 외교이념을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적용해보면, 평화, 합작(협력), 비대항, 세력범위 확대의 비추구로 그 특징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赵华胜 2008, pp. 124~125). 2006년 6월에 후진타오 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 연설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지역
(持久和平, 共同繁荣的和谐地区)’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최초로 SCO 지역을 ‘조
화지역(和谐地区)’이란 개념을 사용해 적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상하이 정신(互信, 互利, 平等, 协商, 尊重多样文明, 谋求共同发
展)’을 구현하려 시도하였고, 이 지역에 또한 처음으로 제3국과 ‘공동안보, 비동맹,

2) 胡锦涛, 努力建设持久和平, 共同繁荣的和谐世界 - 在联合国成立60周年首脑会议上的讲话，新华社，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16/content_349685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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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항, 비적대시(共同安全, 不结盟, 不对抗, 不针对)’한다는 신형 안보관을 제기
했던 것이다(赵华胜 2008, p. 127). 이 밖에도 중국의 주변국가 외교정책의 핵심
사상은 선린(与邻为善), 동반자관계(以邻为伴), 정치관계(睦邻), 안보관계(安邻),
경제관계(富邻) 등으로 집약할 수도 있다. 睦邻, 安邻, 富邻은 대국책임외교의 심
리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외교개념은 기존의 ‘원교근공
(远交进攻)’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원교근공’
은 과거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개념으로, 주변국가들을 적수 혹은 위협으
로 간주하고 외부국가와의 연합을 통해 이웃국가를 견제하는 전략구상이었다. 그
러나 오늘날의 중국 주변외교정책 사상은 이와 다르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규범적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나.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의 기본개념과 정책수단

1) 신 안보관

1990년대 초반 탈냉전기 이후 초래된 새로운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등장한 중국
의 ‘신 안보’ 전략은 1997년 ‘세계 다극화와 국제신질서 건립에 관한 중국 러시아
연합성명(인민일보 1997년 4월 24일)’에서 표현된 ‘신 안보 개념(新安全槪念:
new security concept)’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신 안보관’은 1999년 장쩌민 전 주
석의 제네바 선언에서도 거듭 천명된 바 있다. 이 신 안보 개념의 등장은 1990년
대 이후 새로운 국제 안보환경과 질서의 변화, 즉 ‘세 가지 새로운 변화(三個新的
變化)’인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의 증가, 군사적 간섭주의의 증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발전격차 심화에 대응하면서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신 안보관은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특히 미국과 같은 초패권국가의 냉전적 행태와 패권적 행위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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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동시에 개별 국가의 기회주의나 민족이기주의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신 안보관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증진(互信, 互
利, 平等, 合作)’이라는 네 가지 핵심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Gill 2001,
pp. 9~11; 판전창 2009, pp. 93~94). 또한 신 안보관이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중국이 견지해야 할 외교노선으로는 기존의 ‘평화공존 5항 원칙(和平共處 五項 原
則)’3)에 기초하여 ‘세 가지의 불변(三個不變)’정책, 즉 ‘평화와 발전’, ‘다극화와 경
제세계화’, ‘국제긴장의 완화’를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신
안보관은 변화된 시대조류를 반영하여 나온 개념으로서, 중국이 제기한 “주변국가
와 친선을 도모하고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与邻为善, 以邻为伴)”는 주변국 외교방
침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바로 이 신 안보관을 상하이협력기구에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2) 상하이 정신

‘상하이협력기구 성립선언’에서 제기된 것처럼, “상하이 5국을 토대로 형성된
상호신뢰ㆍ상호이익ㆍ평등ㆍ협상ㆍ다양한 문명존중ㆍ공동발전추구(互信, 互利, 平
等, 协商, 尊重多样文明, 谋求共同发展)를 기본으로 한 상하이 정신은 상하이협력
기구 참여국가 간의 준칙”으로 자리잡게 된다.4) 푸틴 대통령 역시 ‘상하이 정신’에
적극적인 동의를 보이면서 그 원칙으로 상호신임, 모든 문제의 공개적 토론과 협

3) ‘평화공존 5항 원칙(和平共處 五項 原則)’은, 각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互相尊重主權，
領土完整), 상호 침범하지 않으며(互不侵略),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互不干涉內政), 평등한 상호 이
익을 추구하며(平等互利), 평화공존(和平共處)한다는 것이다.
4)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해서는 http://www.sectsco.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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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리고 그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야말로 ‘상하이 정신’의 기본방침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SCO가 평등한
동반자 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각국
민족문화의 독립성을 존속하면서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자기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郑羽 2007, pp. 402~403).
3) 다자주의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를 ‘경제적 다자주의’와 ‘안보적 다자주의’로 나눠 분석할
수도 있지만, 서구의 학자들은 1996년 이후부터 중국의 대국화를 향한 ‘대전략
(China’s grand strategy)’의 일환으로 다자주의 전략을 파악하기도 한다(Goldstein
2001). 이를 반영하듯 중국 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옌슈에통(閻學通) 교수는 중국이 다자기구 내 적극적 활동을 통해 미국
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다시 말해 옌슈에통은 중국이 ‘안보
다자주의’ 틀 내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안보 다자주의와 관
련하여 ‘안보협력’과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같은 외교분야 전문가인 왕이조우 역시 중국의 다자주의를 중국이 추구하고 있
는 ‘대국책임외교(负责任的大国外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적극 평가한다(王逸
舟 2001). 이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 골드스틴은 중국의 다자주의 출현을 ‘미ㆍ중
관계’의 각도에서, 즉 미국의 대중국 압박 혹은 포위망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필
요에서 나온 외교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Goldstein 2001). 중국학자들은 서구이
론에서 제시한 다자주의의 몇 가지 원칙, 즉 평등성, 신뢰, 공동안보, 분쟁의 평화
적 해결 등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국가주권,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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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간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다양성의 존중, 비공식적 협상과 합의과정의 중요성에
관한 원칙이다(Wang 2000, p. 479; 김재관 2009, p. 103).
표 1. 중국 측의 안보협력과 군사동맹에 대한 비교
구분

군사동맹

안보협력

목표

전쟁승리와 억제

군사적 충돌 예방

성격

군사력 우위 확보

무력사용의 의도 감소

시스템

폐쇄

개방

내용

군사지원

포괄적(정치, 군사, 경제)

핵심

전쟁준비

비군사적 해결

기반(기초, 근거)

공동의 적

불확실한 위협

목표물

외부의 제반 위협

내부 충돌

방법

합동군사행동(훈련, 지원)

신뢰구축 조치

효과(효율)

강

약

자료: Yan Xuetong,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 Bilateralism vs. Multilateralism,”
(http://www.gatech.edu/sistp/rpt99/Yan.html); Gill(2001. p. 14)에서 재인용. 閻學通(2000), 美國覇
權與中國安全, 天津: 人民出版社, p. 98 참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안보 다자주의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가를 간
단히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1996년 4월 아태지역에서 최초의 ‘다자간 협약’, 즉
‘상하이 5개국(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협약을 맺는
다. 이후 중국은 2001년 6월 ‘상하이 5개국’을 확대 발전시킨 다자안보기구인 상
하이 협력기구를 건설함으로써 소위 중앙아시아 지역 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한편으로 중앙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중
국 서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동터키스탄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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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원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또한 1996년 8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공식 서
명, 1998년 남아시아 핵실험에 대한 비난, 동남아 ASEAN(1967년) 국가들의 동남
아 비핵화 제안을 수용한 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1994년 ARF5) 내
ASEAN 국가들의 내부 이견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발
발 이후 줄곧 6자회담을 주도한 것도 대표적인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성과다. 또한
경제적 차원의 다자경제협력기구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외에 태평
양 경제협력 위원회(PECC: Th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CAFTA(China +ASEAN FTA),
ASEAN+3 추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를 평가해 볼
때,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 측의 태도는 다분히 ‘도구적인’ 측면이 강하며, 특히 경
제영역에서 많이 두드러진다. 이런 도구적인 태도는 ‘안보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
된다.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은 다자주의의 승인을 제한
된 영역에 국한시키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자주
의적 장치를 미국의 지역군사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 도구로서 이해하고
있다(김재관 2003, pp. 17~21).

5) ARF 멤버는 10개국 ASEAN 멤버(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와 10개국의 ASEAN 협상 파트너(호주,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기타 3개국(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을 합쳐 모두 23
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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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극화 추진

탈냉전기에 국제적 역학구도를 일컫어 흔히 ‘일초다강(一超多强)’ 혹은 ‘단일-다
극(uni-multi polar system: 하나의 초강대국과 몇몇의 지역 강대국이 존재하는)’
체제라고 한다(Huntington 1999, pp. 36~37).6) 미국은 걸프전과 코소보 전쟁 그
리고 이라크전을 치루면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극에 달했다. 때문에 심지어 헌
팅턴 같은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학자조차도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
다고 질타하면서 ‘깡패 초강대국(the rogue superpower)’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
하기도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다극화 구상이란 객관적인 세계발전의 추세
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996년 당시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 취
임 후 다극화 구상은 러시아 대외정책의 중요한 지도사상이라고 밝히면서 이 구상
을 체계적으로 전면화시켰다. 이러한 러시아의 다극화 구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 신질서를 확립하려는 중국의 외교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기에 중국
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2005년 5월 20일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가 ‘상하이
협력기구의 건설문제’를 주제로 소집한 학술회의에서도 참여한 많은 학자, 외교관,
국방부 관원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래 10년 활동의 중점이 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근거
하여 상하이협력기구를 다극화 세계의 중심 가운데 하나로 변화시키는 것이 러시
아 외교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극화 세계 건설은 상하이협력
기구 내 중요한 협력내용이 되었다. 2006년 6월 15일 상하이협력기구 제6차년

6) 탈냉전기 국제체제는 하나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몇몇의 지역강국(러시아, 동아시아의 중국과 잠재적
으로는 일본,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의 연합, 중동의 이란, 남미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남아공과 나
이지리아), 이 같은 지역 강대국과 대적할 만한 준지역강국(우크라이나, 한국, 영국, 사우디아라비
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구성된 단극과 다극의 혼성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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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세계 다극화와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도 SCO 국가들
이 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시켜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郑羽 2007, pp.
403~404).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추진의 원칙

구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중국은 하여금 여러 차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즉 서부 변경지역의 안보, 서부대개발 추진, 에너지 수입
원 다원화, 우호적인 주변 외교환경 건설 및 전략적 이익과 관계된 인식 심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실질적 이익 확보는 중국에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중국정부는 중앙아시아 정책 추진에서 다음과 같
은 정책원칙들을 고수하였다고 평가된다.
첫째, 시종 일관되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문화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내
정간섭을 하지 않으며, 그들의 사회제도나 발전모델을 선택하는 데 개입하지 않
는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앙아시아 지역 내 배타
적인 세력범위를 세우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각
국간 공동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진력한다.
셋째, 중앙아시아 각국에 제공한 중국의 경제원조의 경우 그 어떤 선결조건도
부과하지 않으며, 무상원조와 투자를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정책에 관여
ㆍ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넷째, 역사적으로 유래된 변경문제를 처리할 때, 역사와 현실, 평등협상, 상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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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양보 및 변경 부근 개별지역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다섯째,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의 특징은 정치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병행하
며, 반테러리즘, 안정유지, 그리고 공동발전의 정책목표를 서로 병행하고, 중앙아시
아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중ㆍ러 양국의 협력도 촉
진시킨다.

2.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전개과정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대체로 세 단계로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즉
제1단계(선린우호관계 건설 시기)는 1991년 12월에서 1997년 9월까지, 제2단계
(에너지ㆍ경제무역ㆍ안보 협력강화 시기)는 1997년 9월에서 2001년 6월까지, 제
3단계(쌍무적ㆍ다자적 틀 내 전면적인 협력관계 시기)는 2001년 6월에서 현재까
지다.
가. 제1단계(1991년 12월~1997년 9월): 선린우호관계 건설 시기

1997년 이전까지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요 전략적 목표는 주로 변
경안보와 안정 문제였다. 1990년대 초엽 주요 초점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내
‘동터키스탄 테러운동’의 등장과 맞물렸다. 이 시기는 테러리즘과의 싸움이 주요
이슈였으며,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의 틀을 만들면서 이 이슈가 중국
의 주요 관심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경제 이슈는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으
며, 1996~1997년도 한 해 사이 중국과 5개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거래량이
1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지정학적 견지에서 볼 때 당시 미국 중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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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지역에 깊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까
지만 해도 미국은 중대한 관심 사안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역시 변경문제였다. 변경안보와 안정 문제는 줄
곧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의 중심적인 초점이 되어왔다. 구소련 해체 이후 중소
변경문제는 반쯤 해소된 상태로서 동부 국경문제는 해결된 반면 서부 국경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45km 정도 국경선 문제가 남아 있었다. 중국과 중앙아
시아 국가와의 국경선 문제는 한층 더 광범위한 차원이었는데, 중국과 카자흐스탄
은 1,700km이상,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000km, 타지키스탄과는 450km의 국
경선 문제가 남아 있었다. 1996년 4월 26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이 함께 ‘변경지역 내 군사적 신뢰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변경지
역 내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7) 한걸음 더
나아가 1997년에는 이 국가들 간에 ‘군사력감축조약’이 체결되기도 했다(Zhao
2007, pp. 139~140; 郑羽 2007, p. 53). 두 조약(협정)은 무려 7,300km에 달하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 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변경 이슈와 변경안보는 우호적인 주변환경
조성이라는 중국의 목표를 위한 선결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변경안보 문
제는 1997년 이후 중국의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테러리즘 척결이라는 외
교목표 뒤에 놓이게 된다.
제1단계에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의 중점은 정치와 안보영역에 집중되어
주로 쌍무적인 차원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아
시아 지역은 중국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7)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Zhao(2007), pp. 139~1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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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첫째, 당시 중국외교의 중심은 갈등으로 치닫고 있던
미ㆍ중 관계를 조정하고 안정화하는 데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만독립세력들이
국시인 ‘하나의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경향을 억제시키는 것이 당시 중국외교의 최
우선적 임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선린우호관계 확립을 한층 더 중시하면서 심지어 광범위한 국제적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아
시아 국가들의 혼란과 경제ㆍ사회적 불안정으로 중국기업들은 그 지역과의 무역 및
투자 의욕을 고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郑羽 2007, p. 54).
나. 제2단계(1997년 9월~2001년 6월): 에너지ㆍ경제무역ㆍ안보 협력강화
시기

중국은 1993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 된 이래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
적인 요건으로서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동지역에 치우친 에너지 수입을 다원화하려는 노력은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
역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제고시켰다. 이런 때에 1997년 9월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정부는 석유ㆍ천연가스 분야 협력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 조치는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석유천
연가스총공사(中国石油天然气总公司, CNPC)와 카자흐스탄 에너지 광산자원부는
석유유전 개발 및 수송관 건설 항목에 서명했다. 에너지 분야 협력은 중국이 에너
지ㆍ경제무역ㆍ안보 분야에서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무역 협력 분야에서 무엇보다 1990년대 말 중국의 ‘서부대개발’ 전략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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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됨으로써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무역 등 영역에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
어졌다. 1998년 4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경제무역 협정, 1998년 8월 중국과 투르
크메니스탄 경제무역 협정, 1999년 6월 중국과 타지키스탄과의 경제기술협력 협
정, 2000년 7월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 경제기술협력 협정 등이 맺어짐으로써 중국
과 중앙아시아 국가간 경협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중국은 중앙아시
아 국가와 쌍무적 차원의 경협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 시기부터 상하이 5개국(러시아ㆍ중국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
스탄ㆍ타지키스탄)과도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1998년 ‘상하이 5개국 알
마티 공동선언’은 최초로 5개 회원국이 테러리즘 척결을 위해 공동 협력하며 다른
회원국의 주권, 안보, 그리고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영내에
서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 선언을 토대로 이들 국가들은 2001년에
상하이협력기구를 건설하였다. 이 기구는 민족분열주의, 종교극단주의, 국제테러리
즘이란 세 가지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 투쟁한다는 규약을 채택하기도 했다.8) 이
것은 SCO 활동에 대한 재정의일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전략적
이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후반 이래로 중앙아시아 지역정세는 급격히 악화되었
다.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탈레반의 부상과 아프가니스탄 정세의 악화 속에서 중
앙아시아 지역 내 3대 위협세력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중
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협력의 범위를 변경지역으로부터 전체 중앙아시아 지역으
로 확대시키도록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8) 2001년 6월 15일 합의한 ‘上海合作组织成立宣言’, ‘打击恐怖主义, 分裂主义, 极端主义 上海公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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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은 역내 공동번영과 안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정치관
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에너지ㆍ경제ㆍ안보협력으로 그 외교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ㆍ경제ㆍ안보 영역에서의 협력강화는 한편으로
쌍무적 차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ㆍ러 간 ‘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상하이5개국 틀 내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중국과 중앙
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양상은 쌍방의 공동이익에 달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정
도 러시아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편
으로 중국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영향을 억제하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중국의 세력범위에 편입될까봐 우려하기도 했다(郑羽 2007, p. 61).

다. 제3단계(2001년~현재까지): 쌍무적ㆍ다자적 틀(SCO) 내의 전면적인
협력관계 시기

2001년 SCO의 성립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런 유리한 발전추세도 9ㆍ11 사태가 발발함
에 따라 중앙아 지역의 지정학적 정세와 국면에서 지대한 변화가 초래되기도 했다.
9ㆍ11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중앙아시아 전략과 정책을 새롭게 조정 변화시켜 적
응할 수밖에 없었다. 제3단계의 내용은 아래 3.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정책:
SCO 전략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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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정책: SCO 전략
가. SCO 형성 및 제도화 과정과 그 문제점

주지하다시피 상하이협력기구는 2001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1996년 중국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더
불어 결성한 상하이 5국(우즈베키스탄은 당시 미가입)을 모체로 하고 있다.9)
2001년 상하이회의에서 SCO는 ‘헌장’과 ‘창립선언문’을 통해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째, 유엔 헌장의 근본취지와 원칙을 준수한다. 둘째, 독립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상호 존중하고, 회원국 간 내정 불간섭하며, 상호 무력을 사
용하거나 무력사용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셋째, 회원국 간 평등원칙을 준수한다.
넷째,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다섯째, 비동맹(非结盟) 및 특정국과 기
구를 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여섯째, 대외적으로 개방하며, 기타 국가 및 기구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 한다는 것이다(邪廣程 2003).
이런 원칙에 기초하여 SCO는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국제관계를 적극적으로 형

9) SCO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SCO와 미ㆍ중ㆍ러 전략적 이해관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郑羽 主编
(2007)，pp. 386-459; 赵华胜(2008), pp. 405-440; Elizabeth Wishnick(2009),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Central Asia: Prospects for Great Power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Shadow of the Georgian Crisis, Strategic Studies Institute(SSI),
February; Chien-peng Chung(2004),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China’s
Changing Influence in Central Asia,” The China Quarterly, vol. 180, pp. 989-1009;
Emilian Kavalski(2010), “Shanghaied into Cooperation: Framing China’s Socialization
of Central Asia,”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45(2), pp. 131-145; SCO 관
련 국내 연구로는 주재우(2002),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변화-상해협력기구와
10+1의 구상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4집 2호, 현대중국학회, pp. 200~205; 김인
(2006),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상하이협력기구｣, 아태 쟁점과 연구, 겨울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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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도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첫째, 상호신뢰와 군축 및 안보협력을 내용으
로 하는 신 안보관을 실천한다. 둘째, 동맹결성이 아닌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핵심
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확산시킨다. 셋째, 강대국이나 중소국가가 공동
으로 주도하고 상호 협조함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협력 모델을 발전
시킨다. 넷째, 발전과정에서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발전 추구’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상하이 정신’을 점진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赵华胜 2005; 김인 2006, p. 58).
SCO 형성의 제도화 측면에서 주도국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SCO 건설에 주
력하게 된 주요 배경과 목적을 보면, 우선 탈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
의가 아시아 지역(동북아와 중앙아시아)에 확산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 SCO 건설을 서둘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NATO의 동
진도 SCO 건설을 서두르게 한 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赵华胜 2005, p. 18).
둘째, 양국이 SCO 건설에 공동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
에너지ㆍ자원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제2위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서 필수불가결
한 요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러시아 역시 에너지ㆍ자원 수출을 통한 막대한 자
본의 유입과 경제회복을 꾀하려고 했기 때문에 SCO 건설은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SCO 건설과정을 보면, 안보협력의 범위가 초기의 군사적
영역에서 점차 군사, 경제, 에너지, 환경보호, 교통, 재난구제 및 지역안보를 아우
르는 일종의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는 ‘안보 레짐’으로 확대되었다. 기실 경제협
력은 SCO의 기본 발전방향과 목표에 부합되며, 안보협력을 진행하는 데 물질적
기초가 되었다. SCO 설립 이후 정기적인 총리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실무적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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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SCO 형성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중요 의의는 협력안보가 유라시아 지
역안보협력에서 구체적 실천 단계로까지 확대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
내 맹아적인 ‘다자간 안보대화틀’인 6자회담보다 진일보한 다자안보협력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O는 성원국의 국력 차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 기구구성
의 특징, 운영, 국제적 역학관계 등 여러 차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이 조직에 대한 각 구성 국가의 수요는 많
지만 재정ㆍ자원의 제공이나 양도하는 권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이 조직
은 동맹도 집단안보체제도 아닌 데다 그 성원국의 대내외 정책상의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에 각국의 국가권력에 대한 양도(让渡)도 비교적 적다. 따라서 이 조직의
권력이 비교적 작을 수밖에 없다. 둘째, 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초기보다 다원적 협
력조직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어 기구의 성격이 모호해졌다. 셋째, 기구의 구성상
SCO가 각국 정상의 주도로 위에서 아래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구
체적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실천력이 취약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발전
의 방향과 발전모델에 대한 완성된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다. SCO의 성격ㆍ목적ㆍ
원칙ㆍ정신 등은 이미 어느 정도 명확하다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나갈지
에 대한 합의가 분명치 않다는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지역협력조직 모델로 크게
EU와 ASEAN을 들 수 있는데, SCO는 대체로 ASEAN 모델에 유사한 방식을 선
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SCO 성원국 사이에 문화협력과 민간교류가 비교적
적어 상호이해와 정체감이 부족하다. 여섯째,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기
인하는 강대국 간의 각축전이 심각하다. 특히 SCO 발전전망을 어둡게 하는 소위
‘중국위협론’의 역내 확산은 이 조직의 미래에 암영을 드리운다고 볼 수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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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평화부상론’을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
들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보한 이후 이 지역 내 미국
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따라서 SCO의 발전은 세
가지 요인, 즉 중ㆍ러 관계, 미국의 중앙아시아 역내 영향력 확대, 이슬람 분리주
의 세력의 위협(테러리즘)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赵
华胜 2005, pp. 19~20; 김인 2006, p. 60).

나. SCO에 대한 중국의 기대와 전망

중국이 적극적으로 SCO 건설에 주력해왔던 이유와 기대는 무엇보다도 우선 중
국은 지역안보 측면에서 SCO 건설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중국의 중앙아시
아 영향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들이 신장(新疆) 내부에서 대규모 테러활동을 지원,
전개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SCO를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4개국과 연합하여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의 확장과 테러활동을 근절하고자 하였다(余莓莓 2003, pp.
22-24).
둘째, 경제안보 측면에서 SCO는 중국의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및 중서부개
발과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국의 중서부지역이 러시아 및 중
앙아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SCO를 통해 이들 국가들과 공존ㆍ공영
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 에너지ㆍ자원 안보차원에서 중앙아시아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증대시키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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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군사안보 차원에서 중ㆍ러를 중심으로 미ㆍ일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협
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2005년 이래 2007년, 2009년, 2010년에 걸쳐 중ㆍ러 양국
은 ‘평화의 사명(Peace mission)’이란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진행
시켜왔다. 양국은 군사훈련의 목적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소위 3대 위협
세력(민족분열주의, 종교극단주의, 국제테러리즘)을 제압하기 위해 양국 군의 작전
능력을 제고시키고,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기실 작전훈련에서 전략폭격기나 잠수함 등이 투입되고 있어 순수한 반테
러리즘 목적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황재호 2005). 즉 대만해협 및 동중국해 위
기 시 공동대응 의도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미ㆍ일 동맹과
한ㆍ미 동맹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군사적 대응조치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
서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SCO를 통한 중국의 전략적 기대와 함께 향후 SCO에 대한 중국의
전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군사분야 다자협력보다 상대적
으로 경제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 같다. 중국이 SCO를 통해 경제분야 다자
협력에 역점을 두는 것은 유라시아 지역경제협력의 제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라고 평가된다. 당면과제로는 무역간편화 과정의 추진과 함께 향후 최종적으로
SCO- FTA(자유무역지대)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이다(杨洁勉 2006). 둘째,
다자협력의 폭을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특히 교통ㆍ에너지ㆍ전기통신ㆍ금융 등으
로 나아가고 있다. 그 예로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벡스탄 도로협력사업이라든가,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연결 등을 꼽을 수 있다.10) 그 밖에도 2009년 12월 14일

10) 2006년 5월 25일부터 카자흐스탄 아타쑤로부터 중국 신장(新疆)의 아라산코우(阿拉山口)를 잇는
960km의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원유가 공식 공급되었다. 新华社, 2006年 5月 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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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이 개통됨으로써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한층 더 긴
밀한 상호의존과 협력관계로 진입했다고 평가된다.11)
이와 같은 ‘경제적 다자협력’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역내 안보협력
기구로 발전시킬 전망을 가지고 있다. 2006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 몽골 4개
국이 준회원국으로 SCO 회의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이란은 정식회원국으로 정
식가입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SCO는 한층 더 다자화ㆍ조직화ㆍ제도화된 방
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보면 다자안보 레짐의 개방화와 조직화
는 해당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지만, 현실 정치에서 보면 SCO의 개방화,
특히 인도와 이란의 가입은 내부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가 일단 가입하게 되면 SCO 내부에서 러시
아의 영향력이 훨씬 제고될지도 모른다(류동원 2004, pp. 135~136).

4. 9·11 사태 이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전략과 정책 조정
주지하다시피 9ㆍ11 사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기타 나토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에 주둔하며 테러와의 전쟁
을 수행함에 따라 대중앙아시아 외교전략의 활용공간을 크게 확대하게 되었다. 이
런 상황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한 시기적절하게 다차원적인 대국균형의 실용
주의 외교정책을 구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경제원조와 정
치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赵华胜 2008, pp. 352~357). 이에 따라 중국
11) 이재영 외(2006),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개통과 정책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1월
25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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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발전의 열망이나 기대는 일정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더불어 반테러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
으로 중국과의 안보협력은 감소되었는바, 이는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SCO의 생존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2001년 가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서부 변경지역에 미군을 배치시키려는 미국 측 요구에 동의했을 때, 심지어
중국 측과 협상을 하지 않았는 데, 이는 명백히 당시에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과의 쌍무적 관계 및 SCO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정치군사협력 기제를 세울 수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郑羽 2007, pp. 62~63).
이상과 같은 중앙아시아 형세의 변화는 자연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이익조정 및 정책 전환을 초래하였다. 정책 및 이익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순이었다. 중앙아시아 국가와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중앙아 지역 내 모종
의 외부세력의 간섭 속에 반중국 정권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 지속적으로 3대 위협
세력(민족분열주의, 종교극단주의, 국제테러리즘)의 척결을 강화함으로써 신장(新
疆)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에너지, 경제무역 분야의 협
력을 확대함으로써 공동발전을 촉진시키는 것, 평등한 협상방식을 통해 타지키스
탄과 역사적으로 유래한 변경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 쌍방이 각 분야의 협력
을 한층 더 심화시킴으로써 우호적인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 중앙아시아 국가
들과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상과 협조 속에 이 지역 및 세
계의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 중앙아시아 현 정
권들의 안정을 바라면서 이 지역의 정치적 혼란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함,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SCO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 인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郑羽 2007,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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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국은 탈냉전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정치,
경제, 반테러리즘 및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부단
히 확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중국
의 외교정책 가운데 부차적인 지위에서 점차 우선적인 지위로 변화했고,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교류방식 역시 순수한 쌍무적 교류에서 쌍무적 및 다자적 교
류가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의 대중앙아시
아 정책의 주요 내용은 경제협력과 일정 정도의 안보협력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미국, 러시아, 중앙아 각국의 정치적 상황 및 정책 요인
같은 여러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9ㆍ11 테러 이후 중앙아시아 지
역의 전략적 가치상승과 역내 역학관계의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ㆍ중ㆍ러 3대 강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패권경쟁과 협력이 변수다. 둘째, 중앙아
시아 각국의 국내체제 안정성 여부, 특히 정치적 안정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셋째는 다자안보협력 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
가 하는 점이다.

Ⅲ. 중국의 중앙아시아 경제외교의 전개
1. 중국과 중앙아시아 경제 관계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일반적으로 수평적 차원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
유지, 미국과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경쟁 등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전략을 펴고 있
다고 분석된다. 수평적 차원의 합헌성이란 국가와 시민사회와 같은 수직적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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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지역간 그리고 민족간 차원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의미한다. 또 이 지역에 대
한 영향력 강화 경쟁은 특히 9ㆍ11 테러 이후 재점화된 미국과 이 지역에서의 경
쟁을 주로 의미한다(Kerr 2010, pp. 127~128). 이 외에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의 경제 ‘성장’과 이 성장세의 ‘유지’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경제의 성장 측면에서 수출시장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 등이
중요하고, 성장세 유지 측면에서는 중국이 구상하는 국내 수요와 하이테크 기술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에서 필요한 자본, 자원, 기술, 노동력 이동이 가
능한 중국경제에 우호적인 주변 경제지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경제 지원과 협력의 두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을 강
화해왔다. 우선, 경제 지원의 측면에서, 중국이 취한 조치는 경제원조다. 이 경제원
조는 모두 네 가지의 형식이 있다.12) 첫째, 정부 무상 재정 원조다. 현재 외교부,
상무부, 공안부, 국방부 등 각 정부기관이 중앙아시아 각국에 제공하는 관계로 정
확한 통계 수치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만 봐도, 2010년 현재까지 약
9,500만 위안 상당을 이 지역 국가들에 무상 원조했다. 둘째, 무이자 차관이다. 이
시기 중국은 약 1.2억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제공했다. 셋째, 대외원조 차관으로

12) 이하의 개별 수치 등은 중국과 각국의 관계에 대한 아래 자료에서 참고하였음.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0), 中國同塔吉克斯坦的關系
(http://外交部.cn/chn/gxh/cgb/zcgmzysx/yz/1206_29/1206x1/t7104.htm);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0), 中國同哈薩克斯坦的關系
(http://www.fmprc.gov.cn/chn/gxh/cgb/zcgmzysx/yz/1206_11/1206x1/t6935.htm);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0), 中國同烏茲別克斯坦的關系
(http://www.mfa.gov.cn/chn/gxh/cgb/zcgmzysx/yz/1206_34/1206x1/t7155.htm);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0), 中國同吉爾吉斯斯坦的關系
(http://www.mfa.gov.cn/chn/gxh/cgb/zcgmzysx/yz/1206_13/1206x1/t6961.htm);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0), 中國同土庫曼斯坦的關系
(http://www.mfa.gov.cn/chn/pds/gjhdq/gj/yz/1206_32/sbgx/t71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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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기 약 2억 달러의 이 지역 국가들에 제공했다. 넷째, 우대신용 차관으로 같은
시기 약 150억 달러를 제공했다. 전반적인 경제원조의 추세는 차라리 자연재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상황에서 제공하는 대외원조 차관과 무상원조를 선호하지 무
이자 차관의 형식은 줄여나가고 있으며, 우대신용 차관을 합자의 형식과 결합하는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이런 추세의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원조 발전 흐
름과도 일치하는 것이다(李良育 2008).
다음으로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중국은 주로 수출입, 투자 그리고 제도화의 영
역에서 중앙아시아에 접근해왔다. 먼저 중국은 꾸준히 이 지역 국가들과의 수출입,
즉 무역규모를 확대시켜왔다. [표 2]에 나타나듯이, 중국은 대부분 무역액의 측면
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특히 타지키스탄의 경우 약 500배의 성장을 보이
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개별 국가별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이 제2위의
수출국이자 제3위의 수입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이 제4위의 수입국이며,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이 제6위의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
이 최대 수출국이자, 제2위의 수입국이며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타지키스탄은 중
국이 제2위의 수입국이다.13)
그 추세로 보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의 출범 이후 중국과 이 지역의 무역규
모는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이 중앙아시
아에 진출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지다가 2005년 이후 다시금 그 규모가 급속
히 확대되었다. 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동시에 무역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13) 이상의 수치들은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서 관련 국가들에 대한 ‘Economic
Data’를 참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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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무역액(수출ㆍ수입액) 규모 변화
(단위: 만 달러)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액
45,845
60,824
47,344
78,205
77,825
87,242
95,562
133,152
181,936
150,899
238,831
407,495
584,326
873,089
1,205,792
1,994,258
3,081,300
2,354,400

수출액
27,996
27,002
22,302
25,641
21,822
24,944
45,630
63,444
76,724
49,183
94,391
206,348
301,510
523,276
773,778
1,297,023
2,258,900
1,667,300

수입액
17,849
33,822
25,042
52,564
56,003
62,298
49,932
69,708
105,212
101,716
144,440
201,148
282,815
349,813
432,014
697,235
822,400
687,100

자료: 각주 23)의 문서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계산.

수출입 품목을 보면, 중국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주로 석유, 철광석, 동, 면화, 양
모, 비료 등 원자재류를 수입하고 있고, 수출품은 주로 노동집약형 제품인 방직제
품과 신발, 일용품 및 가전제품 등이다. 이는 중국의 지역적 산업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을 진행하는 지역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이다. 누적 통계로 볼 때 이 지역을 통해 약 80%의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
다. 따라서 중국 전체 산업발전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의 발전 수준이 그리 높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주로 노동집약형 제품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
고 있는 것이다(沈本秋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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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무역수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무역수지(액) 변화
(단위: 억 달러)

연도

자료: [표 1]의 수치를 필자가 계산.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수교한 해인 1992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2002년
까지 줄곧 무역적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2003년 무역흑자를 기록한 이래 2004년 이
후 그 폭이 급격히 확대되어 2008년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무역규모도 일치한다. 즉 2000년대 들어서
서 무역규모의 급성장과 더불어 이전과는 달리 중국이 그간의 작은 무역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를 무역규모를 늘리면서, 그것도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려
놓은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정한 경제외교의 전략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투자의 측면에서 직접투자와 프로젝트 수주(工程承包), 노무
협력(勞務合作) 및 설계 컨설팅(設計咨詢)을 포함하는 경제ㆍ기술 투자의 양 방향
에서 모두 매우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직접투자의 측면에서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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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2004년 약 7천만 달러 수준(스톡 기준)이었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2005년에 급격히 증가해 약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으며, 실례로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3년
의 44배에 달하고 있다(그림 2 참고).
그림 2. 2003∼2008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직접 투자(액) 변화14)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자료: 商務部ㆍ國家統計局ㆍ外彙管理局. (2009). 2008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경제ㆍ기술 투자 측면에서 중국은 2001년에 약 3억 달러를 넘어서고, 그 이후
2년 정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를 기점으로 급
속히 상승하였고, 2008년에는 20.76억 달러를 기록했다(그림 3 참고).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에너지, 전력, 교통, 통신 등과 같은 기초시설 분야와 주로 투
자를 조건으로 중국이 사업 프로젝트나 관련 시장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원 개발 분야다(鄭羽 2007, p. 195).

14) 2003년 이전 투자(액) 수치는 중국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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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99∼2008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기술 투자(액) 변화15)
(단위: 억 달러)

연도

자료: 중국통계연감의 각 연도별 수치를 필자가 계산.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각국들과 경제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이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SCO를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의 편리성 증대’를 목표로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2003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은 ‘상하이협력기구 성원국 다자경제무역
협력 요강(上海合作組織成員國多邊經貿合作綱要)’(이하 줄여서 ‘요강’)에 합의, 발
표했다. 이 요강은 이 지역에서 2020년까지 화물, 자본, 서비스와 기술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이를 위
해 각국은 2010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편리성 증대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러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16)

15) 2003년 이전 경제기술 투자(액) 수치는 중국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다.
16) 이하의 내용은 SCO의 경제협력을 다루는 공식 사이트(www.sco-ec.gov)를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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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체적 조치는 2002년부터 매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경제무역장관
회의의 틀 속에서 조율하고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세금 및 통관 등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우루무치(烏魯木齊) 세관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되
는 생화 등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2008년 중국과 타
지키스탄과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정부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
과세 금지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塔吉克斯坦共和國政府對
所得和財產避免雙重征稅和防止偷漏稅的協定)’을 맺어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서 낸
세금을 본국의 세금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음으로 ‘위생 및 검역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와 관
련하여, 중국은 2007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입 시 ‘직통통행허가(直通
放行)’ 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 국가와의 허가증을 받은
기업에 의한 수출입 관련 통관 시 상대국의 검역 결과를 존중하여 별도의 검역과
정을 생략했다. 또 국경 통과 운송과 관련하여, 2006년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을 잇
는 철도가 개통되었다. 2007년에는 총연장 960km의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
는 국제철도가 놓여졌다. 중국은 현재 2010년 말까지 중앙아시아 각국을 잇는 총
연장 1,680km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금융 협력 및 통합 역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국경 무역에서 위안화 결재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擴大跨境貿易人民幣結算試點有關問題的通知)’에서 다른 19개
도시 및 지역과 함께 우루무치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중앙아시아 각국과 중국은 무
역 시 위안화로 결재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05년
부터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은행연합체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본격적인

128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배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

금융협력 문제를 논의 및 결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차원의 제도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중국과 카자
흐스탄은 국경지역에 ‘국제국경협력센터’라는 특수한 경제무역지구를 설치했다.
한편 이상의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접근 방식은 러시아 및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이점이 존재한다. 투자대상 영역의 측면에서, 러시아가 주로 광
산자원이나 에너지 등에, 그리고 미국이 에너지 개발에 각각 집중하는 반면, 중국
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교통과 전신 등 다른 기초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경제 다자협력의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최근 관세동맹 건설에 역점을 기울이는 한
편, 그 최종 목표로 러시아와 이 지역과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은 재정 원조와 UN 산하 개발기구를 통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상술한 대로 SCO를 주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鄭羽 2007, p. 286). 특히 중국은
2000년대 이후 SCO를 통해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과 통합의 제도화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미국과 러시아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여타 강대국에 비해 더 전방위적이며, 제도
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1990년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전략: ‘실크로드의 복원’
1991년까지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이 지역은 연방 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중앙정부의 재
정지원과 물자원조가 절실했다. 실례로,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전 중앙아시아 전체
의 고정자산 투자애은 전체 연방의 11.5%, 국민총생산액은 11.4%, 공업생산액은
6.5%, 농업생산액은 14.9%에 불과했다(박병인 2004, pp. 747~748). 또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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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연방 중앙정부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중국과의 접촉을 강력하게 통제해
왔다. 중국에서 이런 상황은 고대 시기 이 지역을 거쳐 유럽까지 이르러 동서교역
의 상징이었던 ‘실크로드’가 없어짐을 의미했다. 몇 차례의 전쟁 발발 위기와 국경
분쟁만이 있었을 뿐이고, 이 지역과 중국의 교역은 이 시기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Walsh 1993, p. 272).
그러나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1992년의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은
중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바로 끊어졌던 실크로드를 복원하는 것
이었다. 중앙아시아 각국도 국민경제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하여 경
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소비에트 연방 시기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원재료 공급기지로서의 지위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다. 실제로 당시 UN은 이들
국가들이 국제법상 독립된 지위는 획득하였으나, 법률상의 독립과 실제적 의의로
서의 도립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국가들은 독립과 동시에 경제
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경제구조와 투자환경 그리고 법규의 완비와 대외협
력 분야에서 모두 국제적 수준에 매우 뒤처져 있었다(Mirsky 1992, p. 338). 따라
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속적인 경제적 재원 조달과 기술지원
을 확보해야 했다.
중국에 있어서도 중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즉 1978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는 자원의 효율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 지역은
바로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히 카자흐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를 중심으로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 세계 부
존량 대비 각각 4%와 5%로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더구나 이
지역은 막대한 미탐사, 미개발 매장지를 갖고 있어 그 개발 잠재력도 매우 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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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김기정ㆍ천자연 2009, pp. 112~113). 따라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 지
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갔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의 새로운 무역시장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
고 있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공업과 식품업 등이 미발달하여 생활필수
품 등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었고, 당시 중국의 기술 수준에서 이러한 저부가가치이
지만 노동집약적인 생산품군은 주력 수출품이었다.
그림 4. 1993년∼2007년 신쟝과 중앙아시아간 무역(액) 변화

연도

자료: 赵华胜(2008), p. 78.

중국은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진행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지역 소수민족인 중앙아시아계 위구르 족이라는 인종적 요소
와, 위구르 족의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요소,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로
가는 통로에 있다는 지정학적 요소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를 옛 ’실크로드 복원’의 주요한 거점으로 삼았다. 실제로 이를 위
해 중국은 본격적으로 이 지역과의 교역이 진행되던 시점인 1992년 11월에 우루
13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무치에서 국제무역박람회를 열고 중앙아시아 각국들을 초청하였다. 그 결과 우루
무치가 성도인 신장지역과 중앙아시아의 무역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 약 5억
달러이던 총액이, 2007년에는 약 165억 달러로 상승했다(그림 4 참고).
또 1994년 당시 국무원 총리였던 리펑(李鹏)은 공식적으로 향후 중앙아시아와
의 협력의 원칙으로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후 중국과 중
앙아시아는 무역, 투자,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 관련 프
로젝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갔다. 우선, 무역 차원에서 [표 1]에 따르면
약간의 기복은 있었지만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수지 차원에서 중국은 이 시기 무역적자를 기록해왔다는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즉 중국은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지역과의 무역 규
모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다.
다음으로 투자 측면에서,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이 설비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전력, 교통, 통신 분야와 같은 기초시설과 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조건으로 중국이 사업 프로젝트나 관련 시장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이 지역 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서 이뤄지는 것이며, 특히 이 분야는 투자위험 부담이 커서 서구 기업은 참여를 꺼
리고 있는 상황이다(Dambaugh 2008, p. 73). 또 지역 안정화와 더불어 매우 장기
적인 전망을 가진 투자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측면에서 1997년 중국은 중국
석유공사(中國石油公司)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국영석유회사 지분 60%를 매입했다.
이와 동시에 매장량이 약 10억 배럴로 추정되는 자나졸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로 했고, 양국을 잇는 송유관 공사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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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 채굴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 인프라와 관련하여, 1994년 중앙아시아 각국과 중국은 각국
간 철도 연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또 1995년에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중국
이 카자흐스탄의 해운을 따라 카자흐스탄 국경을 지날 수 있는 운수협정을 맺었다.
이 외에도 1998년에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은 자동차 운
수협정을 체결하였다(趙華勝 2008, pp. 195~199).
특히 1996년과 1997년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협력 기반 위에서 이 지역에 대한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중요
한 협정들이 맺어졌기 때문이다. 1996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리고 러시아
는 ‘국경지역 군사영역에서의 신임을 강화할 것에 관한 협정(关于在边境地区加强
军事领域信任的协定)’을 맺었다. 또 1997년에는 ‘국경지역 상호 군사역량 감소에
간한 협정(关于在边境地区相互裁减军事力量的协定)’을 맺었다. 이로써 중국은 중
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이 지역과 비교적 대규모의 에너지와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시기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해 현안에 따라 전술적인 휴
지기를 유지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조용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실리를 추구하는 행
태를 보여왔다고 평가된다. 즉 이 시기 중국은 소비에트 연방 때 끊어졌던 실크로
드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지역 신생국들과 상호 이익을 강조하며 마찰을
피하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조용한 경제외교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박
상남, 강남구 2007, p. 118). 보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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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그 중심 내용에 따라, 1991~1997년의 우호관계 수립 시기, 1997~ 2001년
까지의 경제무역과 에너지 및 자원 개발 협력 강화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鄭羽
2007, pp. 46~61).

3. 2000년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전략:‘Greater China로의
편입’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접근 전략을 일정하게 수정했
다. 이 시기에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는
특히 2002년 후진타오의 집권을 기점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결국 지도부의 교
체라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여러 측면에서 그 배경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외교 대전략 노선은 1989~2002년의 쟝쩌민(江澤民) 시기에 덩샤오핑이 제기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실력을 감추고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린다’였다. 이에 따라
장쩌민 시기까지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의 정면 대결이나 갈등을 피하고
자 했으며,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동시에, 서방세계의 중국 내정간섭도 배제하려 했다. 따라서 중국은 가급
적 자국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제문제나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다. 즉 주권국가로서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자국
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최소화하는 이른바
‘최대-최소원칙(maxi-mini principle)’의 외교정책을 구사해왔다(Economy 2001,
pp. 230~253).
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 ‘책임대국론(負責的大國)’, ‘평화부상론(和平崛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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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들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외교정책 노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쟝쩌
민 후반기부터 이러한 개념들을 적극 도입해 강대국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
하고자 하는 이른바 ‘대국외교(大國外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Zhang and Austin
2001; Miller and Liu 2001, pp. 123~150). 이후 후진타오 시기가 시작되면서 보
다 적극적인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전략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접 개입해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제환경을 주
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처럼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에서 적극적이고 공세
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세계 경제질
서 편입에 따른 종속성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분석된다. 먼저 급격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에 따라 진행된 개혁ㆍ개방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단
계에 해당하는 1981~1990년 국민총생산액을 1980년 대비 두 배 증가시켜 먹고사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인 ‘온포(溫飽)’단계에 진입했으며, 2단계인
1991~2000년 국민총생산액을 1980년 대비 4배 증가시켜 일상생활이 걱정 없는
‘소강(小康)’수준에 진입했다. 현재는 2050년까지 부유한 사회주의 강대국을 본격
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3단계 발전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장쩌민은
이 3단계 발전전략을 다시 세 단계로 세분화한 이른바 ‘신 3단계 발전(新三步走)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까지 국민소득을 2천 달러까지 향상시키며,
2020년에는 4천 달러, 2050년까지 8천~1만 달러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전방위적 외교로 전환한 또다른 이유는 중국경제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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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와도 관계가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경제의
세계화 과정(또는 세계경제질서로의 편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의 무역규모는
1970년대 후반의 20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약 1조 4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미국과 독일의 세 번째 무역상대국이 됐으며, 세계 최대의 해외
직접투자 유치와 세계 두 번째의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경제의
세계화는 또한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중국 경제에서 무
역의존도는 70%에 달하며, 해외수출품의 50%는 원자재 수입을 통한 가공에 의존
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악화 또는 주변국의 정세 불안정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직접
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
는 동시에 보다 중국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개념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안보개념이 대
체하는 ‘신안보 개념(新安全槪念)’을 도입했고,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내 혹
은 지구적 차원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또 이 과정 중
발생한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때 중국은 환율고수 정책을 통해 주변국가에 경
제력을 과시하면서 역내 발언권을 강화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9ㆍ11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대해 전폭적 또는 묵시적 협
력을 제공하면서 지역 내 또는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 시작
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해나감에 따라 미국을 중
심으로 한 기존 강대국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1993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유치 신청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 1995년 리덩후이(李登輝)
타이완 총통에 대한 비자 발급, 1996년 타이완 해협 위기 시 항공모함 파견, 1997년
미ㆍ일 군사동맹의 강화, 부시 정부의 MD 구상,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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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or)’로 규정하는 등 일련의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 위협론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대중국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미국의 봉쇄전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정부는 그동안 특정 국가들만을 중심
으로 전개했던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방적인 외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17)
중국은 2004년 쟝쩌민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까지 후진타오에 물려준 공산
당 제16기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와 주권의 통일 실현, 종합 국력의
강화와 경제적 번영 추구,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다자협
력 증대, 문화와 생태 중시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시기 대외전략 요강을 확정하
였다(이희옥 2007, pp. 87~90).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전략
은 2000년대 들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 중국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앙아시아에 접근하였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이러한 접근방식의 변화에 걸맞는 대내외 정책 변화를 조응시켜왔다는 것
이다. 먼저, 중국은 2000년부터 중앙아시아와 맞닿은 서부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
하고자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하였다. 서부대개발은 2050년까지 중국 전체 면적
의 약 71.4%와 전체 인구의 28.5%가 차지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해 내수시장
확대와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핵심적인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을 그 목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교통, 물류, 용수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핵심이다(Lu and Neilson
2004, pp. 11~21). 서부대개발의 핵심 지역 중 하나가 중앙아시아와 주로 교역하
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다. 실제로 이 지역은 서부대개발 이후 지역 총생산액

17)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전방위적 외교를 진행하면서 외교정책의 주요 내용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한 강대국 외교, 선린우호관계 수립을 통한 주변국 외교,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목
표한 다자외교로 구별해서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단순수교→선린우호→
동반자→전통적 우호ㆍ협력→혈맹’ 5단계로 구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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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91년~2000년 평균 9.75% 증가에서 2001~2009년에는 평균 13.57% 증가했
다. 특히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1990년대 매년 평균 13.50% 증가한 반면 2001년
부터는 매년 평균 19.52% 상승하고 있다(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司 2005, p.
1120; 新疆維吾爾自治區統計局 2010).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주요 교역 창구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짝짓
기’를 시도하고 있다. 즉 중국은 2006년 ‘상무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 강요(商務
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에서 이른바 “세 개의 연해와 세 개의 내륙(三海三陸)
개방 전략” 구상을 내놓았다. 이 중 서북지역 즉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응시켜 이들 두 지역의 상호 개방과 발전을 향후 중국의 개방전략으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다음으로, 중국은 2001년경부터 제기하여 2003년 열린 제16기 제4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밖으로 달려 나가기(走出去)’ 전략, 즉 중국기업
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진행한
이후 줄곧 견지한 외국 자본과 기술 ‘끌어들이기(引進來)’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의 수동적인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정책에서 그간의 경
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외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중국은 이 ‘밖으로 달려 나가기’ 전략을 중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예로 들면, 중국석유공사는 2003년 석유회사인 악토베무나이가즈의
지분 약 85%를 매입하였고, 같은 해 부르자치 유전의 지분 약 90%를 매입했다.
2005년에는 쿰콜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페트로 카자흐스탄을 약 41억 8천만 달러
에 완전히 매입하기도 했다(박상남, 강명구 2007,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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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해 금융 차원에서도 그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2003년경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위안화 국제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중국이 현재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 중 초기단계
인 ‘주변화’의 중점 대상으로 이 지역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주장환ㆍ윤성욱
2009). 실제로 2005년 중국은 SCO의 틀 내에서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 은행들과
은행연합체를 결성하여 매년 한 차례 정식회의를 통해 금융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06년에는 ‘SCO 은행연합체의 지역경제 협력을 지지하는 것과 관련된 행
동요강(上海合作組織銀行聯合體關於支持區域經濟合作的行動綱要)’을 채택하였다.
요약하면, 이 시기에는 1990년대와 달리 중국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방식과 전
방위적인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의 국제정세적인 배경에는 9ㆍ11 테러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규모 군사
활동을 시작했고,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군사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돌발적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반(反) 테러리즘’라는 명분에 반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9ㆍ11 테러 발발 이전 구상하던 신지역주의의 틀인 SCO
를 통한 미국의 전 지구적 지배를 침식하는 일종의 ‘극’ 형성을 추구하던 의도에는
일정하게 타격을 입게 되었다(Chung 2004, pp. 992~993). 즉 1990년 중반 이후
의 경제적 혼란으로 사실상 그 영향력을 잃어가던 러시아를 대신하여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려던 시점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경쟁자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중국은 외교ㆍ안보적 측면 이외
에 이 지역 국가들에 가장 필요한 경제적 측면의 접근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제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된다(須同凱 2009, pp. 16~23). 이런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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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 시기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동남아시아의 화교권과 같은 ‘대중화(greater China)’ 경제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이 지역을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기지와 자국
상품의 소비시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에서 ‘부상(rise)’에 대한 위협론과 기회론
측면에서 적실성 있는 평가를 위해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배전략을 외교안보 전략
과 정책, 그리고 경제전략과 정책 문제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중국위협론보다 중국
기회론의 입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지배전략과 정책은 1990년대와 2000년대(3단
계)가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1991년에서 1997년까지는 우호관계 수립,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경제무역과
에너지 및 자원 개발협력 강화를 중심적으로 경제관계를 발전시켰다. 반면, 1990년
대의 성과로 인해 중국은 2001년 SCO 설립을 주도하게 되었다. 또 곧이어 발생한
9ㆍ11 테러로 인해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또 전 방위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진행하
고 있다. 즉 무역, 투자 등 전통적인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금융 등 경제 질서의
동질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이 지역을 다른 홍콩, 마카오,
타이완 그리고 동아시아의 화교권과 같은 ‘대중화’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
다고 그 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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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변화를 앞에서 제기한 위협론과
기회론의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른바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국력이 신
장됨에 따라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권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타협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할 개연성
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즉 세력 혹은 힘의 균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
단되면 힘을 통한 국익 추구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이다(Johnston 1995).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중국위협론에서 핵심적인 관심은 의도라기보다는 ‘행태’라
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을 평가하면, 물론 중국이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 들어 매우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해 경제적으
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후진타오 체제 이래 경제외교를 중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경제전략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안보적 영향력 증대뿐만 아니라 중국에 친화적인 혹은 유사한 경
제 구조를 만들고, 대중국 의존도를 강화시키려 한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의도’이지 이 과정에서 중국이 보인 행태가 아니다. 즉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전략의 의도이지, 행태가 아니라는 의미
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중국 스스로가 이 지역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려 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관계 악화도 피하고 갈등을 피하는 등 중국위협론
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Goldstein 2005, pp. 102~135).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접근을 우려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인해 자국의 경제적 주권이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의 부작용이 자국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경계
하고 있다(Spechler 2009, p. 12). 따라서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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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인 경제적 접근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도 자국의 경제성장과 사회간접자
본 확충 등의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경제의 중국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주장이 존재하는 한반
도의 상황에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전략의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중앙아시아와 같이 중국의 주변국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예와 마찬가지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진흥동북(振兴东北), 창지투(长吉图) 등 일련의 북한 인접 지역 개
발계획을 두고 북한경제의 중국화에 대한 우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방증한다 하겠다. 또 중앙아시아 각국과 같이 북한정부도 최근까지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북한정부가 공식적으로 중
국식 개방노선을 채택하지 않은 점, 중국과의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공
동 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점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두 지역의 다른 점은 중앙아시아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다른 경쟁
국가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게다가 더 확장하려 한다는 것이고,
북한에는 한국과 미국 등의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적대감만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만약 현재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의 예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접
근을 전망해 본다면, 중앙아시아보다 훨씬 쉽게 북한경제의 대중화권 편입이 용이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예를 참고해 볼 때, 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접근 전략은 현재보다 실용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8)

* 이 글은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의 중아아시아 외교전략에 대한 검토,”(현대사회과학연구, 제14집,
2010년 12월)와 주장환,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경제전략의 변화: ‘실크로드의 복원’에서 ‘Great
China로의 편입’”(대한정치학회보, 18집 2호, 2010년)을 바탕으로 부분수정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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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카터 대통령 당시 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는 1980년대 말 아프가니스탄
에서 카자크스탄 그리고 파키스탄을 잇는 대중앙아시아 지역을 ‘위험한 삼각지대’
라고 표현했다. 향우 세계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삼각지대라는 것이다.
브레진스키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최소의 개입(minimal engagement)’이라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
다. 냉전 이후 미국의 대중앙시아 정책은 구소련 신생독립국가들의 핵무기 제거,
테러 집단의 확산 방지,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이라는 현실주의적
(realist) 시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통한 정치ㆍ사회 민주화라는 자
유주의적(liberal) 시각에서 추진되어왔으나,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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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적 입지가 약했다.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1년 9ㆍ11 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면서부터였다. 비로소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발
견하게 된 것이다.1)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앙아시아 지역 미군기지 설치. 경제 원
조 확대 등 9ㆍ11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미국 대테러전의 초점이 중동지역으로 이동
됨에 따라 미국의 중앙아시아 개입정책은 다시 소극적인 수준으로 돌아갔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적극적ㆍ포괄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또다른 계기가 되었다. 대선 캠페인 당시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의 미군 철수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증파를 주장하면서 대테러전의 무게중심을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져왔다. 특히 부시 정부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
와 탈레반 정부 축출 및 괴멸이라는 좁은 의미의 개입정책을 넘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은 물론 대테레전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파키스탄, 인도 등 남아시아까지를
포함한 중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한 권역으로 보고 광범위한 개입정책을 통해 테러
집단의 안식처를 근절하고 지역 안정을 이루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포괄
적 개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괄적 개입정책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외교정책,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실패 시 유발될 수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들의 범지구적 확산, 탈레반 정부의 부활과 파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중앙아시아 남방 무역로 봉쇄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란과 러시아의 영향력 증

1) Charles Williams Mayner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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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앙
아시아의 지정학적 프레임에 오바마 정부의 세계경영 전략인 ‘양자, 다자, 지역 협
력’을 통한 스마트파워 정책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
역적으로는 미국이 당면한 현안 문제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문제임을 고려하여
카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과 아
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포함한 소위 대중앙아시아(GCA: Greater Central Asia)라
는 광의의 지역 개념에서 접근한다.2)
본 논문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포괄적 개입정책을 취하게 된 중앙아시아 지정학
적 요인을 먼저 분석해 본 후, 대중앙아시아 정책에서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
간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현 미국정부의 포괄적 개입정책을 분석 평가해
본다.

Ⅱ. 중앙아시아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씨족정치와 권력구조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체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권위주의 내지 독재체
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정치 불안으로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내부와 외부의 적에 대응하여 양면으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소위 ‘전방위 균형
2)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분석에서 GCA 개념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S. Frederick Starr(2008)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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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omni-balancing strategy)’를 택하고 있다. 즉 권력자가 국가 이익이 아닌 체제
안정과 개인의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내부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외세와의 결탁
하는 제3세계 특유의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
다.3)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정치구조가 권위주의 독재체제이고 그 역사
적ㆍ정치적 배경에는 씨족정치라는 전근대적 정치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는 이행론(transitology)이 말하는 독재체제의 붕괴에서
민주화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안정적 비민주주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식 제도가 정파주의와 비민주적 권력관계를 보존하는 비공식 제도와 함께
양립하는 합성체제의 특성을 띤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선거제도를 선택하고 있으
나,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로 시민사회나 언론, 사법부, 입법부는 행정부
와 권력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4) 중앙아시아 권력자들은 역사
적 유산과 문화에 적합한 민주주의라는 주권민주주의를 주장하나, 2000년 이후 민
주화는 크게 진전되고 있지 않다. Freedom House는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권위
주의 체제로 평가하면서, 2000년 이후 민주화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003년, 2006년, 2008년 베르텔스만 재단
(Bertelsman Foundation) 지수는 민주화 진행 정도를 매우 부정적이나 조금은 개
선되어가고 있다고 보았다.5)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에트 시절
의 유산과 전통적 씨족(clan)정치 때문이다. 구소련 해체 이후 권력은 주로 공산당
엘리트 그룹이 장악했다. 공산체제하에서 자원분배는 국가와 관료가 독점하고 있
3) Steven David(1991).
4) 엄구호(2009), pp. 185~187.
5) 위의 책, pp. 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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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소비에트 체제의 해체와 동시에 국가행정이 마비되면서 잠재했던 비공식
네트워크가 수면으로 부상하여 권력자 집단이 국가경제와 관료체제에 연결되어 개
인의 권력 유지, 체제 안정, 국가안보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전형적인 제도적 노
마드 현상이 나타나 공식 조직보다 비공식적, 사적 그룹에 소속감이 높은 제3세계
국가 특유의 권위주의 체제를 낳았다.
국가의 일부 기능이 비공식 집단에 의해 점유되는 것을 ‘부분적 징발국가(partially
appropriated state)’라고 한다. 그리고 그 침투 정도가 강해지면 씨족국가가 된다
(clan state).6) 씨족정치의 특징은 도당의 출현이며, 그 도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
조를 형성, 유지하는 후견주의(clientelism)다. 후견주의는 후견인(지위나 부가 있는
자)과 피후견인(자신의 이익을 위해 후견인을 추종하는 자) 간에 상호 보호관계라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붕괴 후 중앙집권적 정치기구의 부재와 의회정치
의 부재로 씨족 정체성이 정치ㆍ사회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후견
주의에 입각한 씨족정치로 인해 민주화로의 순항이 지장을 받고 있다. 또한 씨족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장악하고 권력과 부가 유착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지속
적으로 생산해내는 정경유착 구조로 인해 경제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카자크스탄 씨족은 혈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크게 대주즈(남동
지역과 신장 북부), 중주즈(동부, 중부, 북부), 소주즈(서부)로 나누어져 있다. 소비
에트의 근대화와 민족정책은 카자크 씨족 경제의 지하화와 네트워크를 오히려 강
화 시켰다. 씨족은 정치구조의 기저를 이루며 정치엘리트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대주주 출신으로 소주즈는 포용하고 중주
즈는 견제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석유자원에 대한 FDI와

6) Wedel(2003), pp. 42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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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족이 나자르바예프의 정치권력 기반이다. 카자크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장경제화에 있어서는 앞서 있으나, 정치민주화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
스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씨족정치는 소비에트 이전 부족주의가
소비에트 시절 정치적 분파주의로 발전되고, 나자르예프 체제에서는 지배의 중심에
국가가 있으면서 씨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직접적인 ‘후견주의적 정당화(clientelistic
party)’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씨족의 경우는 공동의 출신 지
역 혈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사마르칸트-부하라 씨족, 타슈켄트 씨족, 페르가
나 씨족, 카시카다린 씨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카자크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씨
족의 영향력이 약하나, 자신이 속한 씨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권을 쟁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 이후 씨족간의 세력균형을 이루면
서 신진 젊은 엘리트들을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부상시키면서 공직, 은행, 기업의
주요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 따라서 씨족의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우즈벡 국민정체
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간접형인 정경 유착형 후견시스템(patronage)으로 변
화되 있다고 볼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씨족은 세 날개, 즉 왼쪽(Sol), 오른쪽(Ong), 남쪽 날개(Ichkilik)
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 날개에는 7개의 씨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구 족과 사리바
기시 족이 대표적이다. Ong 족은 남부에 기반을 둔 아디기네 족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부구 족은 1930년대 스탈린 대숙청 이전까지 통치했고, 그 후 2005년 튤립
혁명 전까지 사리바기시 족이 통치하였다. 카자크스탄과 우즈베키스탄보다 씨족의
소속감이 개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이익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남과 북의 씨족 대결이 심각하였고, 북부는 산업화ㆍ도시화가 진행된 반
면 남부는 지역화가 심화되면서 남북간의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치엘리트는 남부에서 배출되었으며, 1990년 남부 출신의 마살리예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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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출신의 아카예프가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이었
다. 아카예프의 권력 독점은 2005년 튤립혁명의 원인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씨
족정치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혁명의 승자인 바키예프-쿨로프 체제는 초기에
남부인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고, 후에 점차적으로 씨족간 균형을 이루어갔
다. 2010년 4월 경기침체와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여 야당 측에 의한 반정부
운동이 격화되었고 야당세력은 대통령궁을 점령하였다. 6월에는 남부 오슈에서 청
년 단체들간 대립을 계기로 키르기스 인과 우즈벡 인 사이에 민족항쟁이 일어났고,
키르기스스탄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하였다.
타지키스탄의 정치체계는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씨족
정치다. 지형적으로 산지에 의해 동부와 북남부 지역간 교류가 어려웠으며, 이러한
지역주의가 독립 후 내전을 초래하였다. 네 개의 대표적 씨족인 북부의 코잔드, 남
부의 쿨롭, 동부의 가름, 동남부의 파미르 족 간의 합종연횡으로 정치 불안이 지속
되고 있다. 씨족정치는 1930년대 파미르 족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1937년 이후에
는 코잔드 족과 쿨롭 족의 연합세력이 지배하고 있으며, 1991년 대통령이 된 라흐
몬은 쿨롭 족 출신이다. 이에 대해 가름 족과 파미르 족이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
다. 정당 역시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바다흐샨 루비당이라는 민주당은 파
미르 족에 의해 설립되었고, 가름 지역에는 이슬람 부흥당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1992년 내전으로 수많은 이슬람주의자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 망명정
부과 군대를 형성하여 반군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전 후에는 쿨롭 출신이 대거 등
용되어 코잔드 족과 타지키스탄 내 우즈벡 인들이 연맹하여 쿨롭 족에 대항하고
있어 정치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남부의 테케 씨족, 카페트 생
산으로 유명한 에르사리 씨족과 요무트 씨족이 대표적이다. 독립 이후 니야조프 대
통령은 초기에는 일종의 탕평책을 채택하고 전통적 문화가치를 주장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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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권 후반기부터는 테케 족만을 주요 요직에 등용하고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다
른 부족을 더욱 통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스자원 수입에 대한 통제권에 도전하는
다른 씨족과 경제엘리트들을 대단위 숙청하기도 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체제의 개인화와 탈제도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수자원 수입으로 독
재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민주화를 방해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 다른 중앙아
시아 국가들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씨족정치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지도자가 안정
적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여 씨족간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탈씨족 정치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초대통령제하에서도 씨족의 영향력은 결정적
으로 정치ㆍ사회 변화의 향배를 좌우하고 있다. 둘째, 씨족이 혈족이냐 지역이냐에
따라서 씨족정치의 정도가 다르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역에 기반을 둔 씨족으로 혈
족에 기반을 둔 카자크스탄보다 씨족정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셋째, 카자흐
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와 같이 씨족정치와 자원 저주의 결합으로 자원으로
인한 국가의 부를 씨족 경쟁을 완화하고 권력자의 힘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한 결과
시장경제의 성장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씨족 중심의 후견 네트워크
(patron-client network)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권력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
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7)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국의 장기적 목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시장경제화와 민주화이다.
국익과 개인 권력의 유지 사이의 구분이 명학하지 않은 안정적 권위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민주화 어젠다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은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7) 중앙아시아 씨족정치 연구는 Kathleen Collins(1999)와 엄구호(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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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킬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3~05년에 일어난 색깔혁명은 미국이 독려, 지원
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2. 지정학적 관계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중국,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인근 국가들간의 지정학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아시
아 국가들과 걸프만 국가들의 진출이 증가하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이다. 이
러한 외부환경의 복잡성에 대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강대국들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대외정책을 펴왔다. 또한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한 지역 차원의 협
력관계도 독립 이후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어려운 상태이
다. 5개국이 모두 실질적으로 동의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역 비핵
화뿐이다.8)
러시아의 경우 ‘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에 만연되어 러시아 주도하
의 지역협력을 다시 부활하려 하고 있다. 그 예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 경제영역(Eurasian Economic Space),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지역 재통
합을 추진하면서 국영 에너지 독점 회사인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정학적 이익
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다.9) 1990년대 중반 5개 중앙아시아 국가로만 설립된 중
앙아시아 연합(Central Asia Union)은 러시아가 옵서버 신분으로 참여한 후 정식

8) Scott Parrish and William Potter(2006).
9) Stephen Blank(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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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가 되면서 러시아 주도 협력기구로 흡수되었다. 미국은 원래 러시아와 중앙아
시아 5개국의 WTO 참여로 지역 경제협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중앙아시아
를 글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
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
었다.10)
Eurasec의 경우 카자크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하였으나,
러시아는 2005년 대미 관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11)
Eurasec은 현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ㆍ정보 분야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Eurasec이 확장되면서 1990년대 중앙아시아 지역에 적극 개입했던 NATO
는 주변화되고 그 초점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갔다.12)
SCO는 중국에 의해서 출범되었는데, 그 기저에는 카자크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중립화하여 신장지역 투르크 족이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푸틴은 SCO를 미국 개입을 최소화하는
지역 협력체로 이용해왔다.13) 9ㆍ11 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을 억제
하는 데 실패한 푸틴은 2005년에 SCO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중앙아시아 개입에
반대할 것을 제안하는 등 미국의 개입을 견제하는 도구로서 SCO를 활용하고 있
다. SCO가 미국과 NATO와 조율 없이 아프가니스탄까지 진출한 것은 이를 반증
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소위 ‘매력공세’라는 경제원조와 지리적 접근성으

10) John Quigley(2004),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 WTO 정식 멤버로 가입했으며, 현재 카자크스
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11)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였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었다.
12) “Partnership for Peace”(1994).
13) Vladimir Portyakov(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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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앙아시아에 그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중국은 경제ㆍ안보 분야에
서 자신의 영향력 행사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설립하면서 러시아와는
달리 미국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파미르 지역에서 타지키스
탄까지 새로 건설한 도로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신설한 판즈 강(Panzh River)를
거쳐 아프가니스탄으로 연결되는 교통망과 연결된다.14) 중국은 석유, 천연가스 이
외에도 금,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Gazprom의 독점적 위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중국의 개입 확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어느 정도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은 중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여 보호주의적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중국인의 대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중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15)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대국 간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 이외에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EU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행
위자들이다.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은 ‘일본 플러스 중앙아시아 이니셔티브
(Japan Plus Central Asia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에 잘 집약되어 있다. 중앙아시
아 5개국과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된 국가간 네트워크로 최고위급 회담과 장관급회
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헤게
모니적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안보적ㆍ경제적 우려가 없어 일본과의 제도적 관계
를 마치 ‘바람 부는 쪽에 닻을 내리는(anchor to windward)’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14) S. Frederick Starr(2008), p. 338.
15) Ibid.,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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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6) 한국의 경우 중앙아시아에 있는 약 33만 명의 고려인 사회와의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모험적인 투자와 사업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있다.17) 하지만 지
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제도적 관계를 맺
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인도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규모로 볼 때 중앙아
시아 지정학ㆍ지경학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중앙아시아 진출
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파키스탄과의 갈등 관계로 육
상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나, 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인도가 중앙아
시아 지정학ㆍ지경학적 구조에서 하나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18)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잠재적 기회라기보다는 위협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구소련 시절부터 빈곤과 무지의 땅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ㆍ11 사태 이후 무사라프 장군의 몇 회에 걸친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은 이 지역
과의 화해의 시대를 예고했다. 특히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을
거쳐 가능하면 인도에 이르기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자 한다. 특히 파키스
탄 과다(Gwadar) 항구는 중앙아시아를 인도 대륙에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항
구이다.19)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는 이 지역과 아프가니스탄을 남아
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0) 인도 역시 부토 대통령 시절 중앙아

16) Takeshi Yagi(2007), pp. 13-16; Christopher Len(2005), pp. 127-130.
17) 2005년 통계로 러시아에 19만 671명, 우즈베키스탄에 20만 917명, 카자흐스탄에 10만 3,676명,
키르기스스탄에 2만 394명, 우크라이나에 1만 3,111명, 투르크메니스탄에 420명, 타지키스탄에
1,783명, 벨라루스에 1,327명, 몰도바에 258명, 그루지야에 20명, 아제르바이잔에 63명, 아르메
니아에 30명 등 총 53만 2,697명이 거주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18) Scott Moore(2007); Stephen J. Blank(2005).
19) Tarique Niazi(2005).
20) ADB report(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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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로의 진출을 위한 대륙로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인식에서 북방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었다.21) 파키스탄 급진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려우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또 다른 지정학
적ㆍ지경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란의 경우 언어적 유사성에서 파키스탄이나 인도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
출하기 유리한 입장에 있다.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페르시아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온건파인 수니파가 대부분인 중아시아 5개국
이 이란을 위협요소로 보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란은 제한적이지만 상호 호혜
적인 형식으로 무역관계를 조금씩 넓히고 있다. 특히 걸프만에 위치한 차바하르
(Charbahar) 항구 건설은 이 지역의 최대 남방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고, 파키스탄
의 과다항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프가니스탄에 또다른 남쪽
활로를 제공할 수 있다.22)
걸프만 국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소위 야누수의 얼굴을 하고 있다. 막대한
석유 자금을 보유한 걸프만 국가들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치밀하고 영악하다고까지
할 만큼 아라비아 상인의 전형적인 상술로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 투자
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중앙아시아 국
가들에게 이교도로 여겨지는 이슬람 종파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다시 말하
면 걸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의 경제적ㆍ상업적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걸프만 국가들과 정치적ㆍ안보적 관계를 갖는 것에 매우 조
심스러워하고 있다.23) 1991년 이후 터키의 경우 ‘동방의 잃어버린 사촌’인 중앙아
21) Tahir Amin(1994), Chapter 8.
22) Iran Daily(2005).
23) S. Frederick Starr(2008),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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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경제
불황에서 회복한 이후 터키 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즈
니스맨이다. 그리고 터키 정부와 이슬람 복지단체의 후원으로 150여 개의 중고등
학교와 6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24)
EU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두 번째로 큰 투자자이나, 타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해왔다. 자신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에너지 분야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절실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이다.
EU는 CAREC에 미국, 일본, EU를 포함하여 확대하자는 ADB의 제안을 거절하였
고, 마약거래 퇴치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마약의 경우 EU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에서 재배되는 아편의 90%를 소비하는 최대 시장이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깊어지고 에너지 물가가 급승하자 E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례적인
고위급회담을 열고 있지만, 에너지 외 분야로 파급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25)
중앙아시아 지역은 소위 ‘유라시아 체스보드의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헤게
모니하에 남아시아, 중동, 유럽 지역의 물결이 교차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러시
아ㆍ중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대국들간 균형을 통해 자국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그 어느 국가도 대안
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여기에 오바마 정부의 포괄적 개입의 지정학적 근거
가 있는 것이다.

24) Ibid., p. 343.
25) Council of European Unio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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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정치와 지정학적 관계의 상호작용
복잡한 지정학적 구조와 경직된 권위주의적 독제체제하에서 중앙아시아 파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
하는 전 방위 견제ㆍ균형 외교를 선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엘리트 그룹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외세에 대한 인식이 그들 국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는 요인이 된다. 신뢰를 재구축하려는 미국과, 개입과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하려는 러시아, 중국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미국의 민주화 야욕을 저지하는 것이
이들 파워엘리트 그룹의 정치적 목표가 되었다. 리더와 체제의 이익이 바로 국익이
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반미 정책으로의 급전환
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친서방 정책으로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
하고자 하였다. 그 예로 1999년 친러시아 집단안보 체제를 탈퇴하고 그루지야, 우
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로 구성된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색깔혁명 이후 반미로 전환하여 GUAM을 탈퇴하고 미군을 축출했
다. 특히 2005년 안디잔에서 일어난 유혈 진압은 서방국가들의 수많은 비난을 받
았는데, 안디잔 사태로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은 친러시아로 급전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철저한 사태 조사를 요구하면서 우즈베크 정부에 대해 제제를 가하
려 하였다. 특히 미국이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난민들을 제3국으로 인도 하자, 우즈
베크 정부는 카르시-카나팡에 있는 미 공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는 2002에
체결된 미-우즈베크 전략 파트너십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우즈베크
정부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Eurasec과 CSTO에 가입하였고, 러시아의 투자를 적극
적으로 받아들여 러시아 국영업체인 Gazprom은 우즈베크 최대 천연가스 광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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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을 인수 하는 등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은 급증하게 되었다.26) 카미르 대통
령은 체제 보존을 위해 15년간 유지해온 친서방 정책을 버리고 러시아를 다시 끌
어들이는 일종의 전 방위 견제ㆍ균형(omni-balancing)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카자크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적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가면서 점진적으
로 중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외세간 세력균형을 이루는 전략을 선택했다. 프
레드 스타의 말대로 “열정과 신중함이 특징적으로 결합된” 정책이었다.27) 나자르
바예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맞대
고 있는 중국과도 선리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중국은 반패권 국가임
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반패권, 평화적 확장을 주장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카자크스탄의 입장에서는 견제를 통해 외세들간 균형을 이
루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28) 2005년 카자크스탄은 에너지 안보
를 위해 중국과 석유 배수관 건설을 완공하였다. 또한 SCO를 통한 중ㆍ러간 전략
적 파트너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약화시키자 카자크 정부는 미국과의 전
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전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의하였고, NATO에 개별국으로서 파트
너십을 요청하기도 했다. 색깔혁명은 카자크스탄의 지도자들에게도 충격적인 것이
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과 더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해나
갔다. 2005년에는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2006년에는 부통령 딕 체니가
아스타나를 각각 방문했고, 같은 해 나자르바예프 자신이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였
다. 에너지 수출 문제에서도 카자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세
26) John Daly et al.(2006), pp. 44-65.
27) Svante Cornell(2007), p. 291
28) “Kazakhstan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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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가스라인 등 서쪽으로의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카자크
스탄의 파워엘리트들은 경제성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파워엘리트에 비해 자신
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로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대외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이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있어 특정 강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십으로 다른 강대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풍부한 지하자원과 적은
인구수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외 경제협력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철저
한 사회통제로 색깔혁명의 가능성이 희박했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친
소 정책으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려 하였지만, 다
른 지역 국가들처럼 견제와 균형의 외교정책을 펴왔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내전 이
후 정세가 안정되자 적극적으로 친서방 외교를 펼쳤는데, 워싱턴에 대사관을 설치
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파트너십에 참여하였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관계를 넓
혀 인도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 주둔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 공군기지 철수를 위해 압력을 가하는 러시아와 중국
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다가, 미국으로부터 고가의 임대료 지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고 기지를 지속적으로 주둔하게 하였다.29)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체제와 이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불가피하게 한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은 가장 큰 위협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부터
의 급진 이슬람 세력의 위협, 마약 밀거래를 통한 불법 경제의 확산, 민주화에 의

29) Svante Cornel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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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제 위협 등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우려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적으로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국가들의 견제ㆍ균형 전략에 대응하여 민주화나 인권과 같은 도덕적 접근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자유주의적 접근
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Ⅲ. 부시 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1. 미국의 실크로드 전략과 패권주의
미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5개국이 신생독립국으로 탄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외
교적 관계를 열었고 제반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미국의 개입은 중앙아시아 국
가들에 관용적인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허니문 시기는 1999년 브라운
백 상원의원에 의해 통과된 ‘실크로드 전략’ 법안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브라운
백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은 남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에서 더 많은 리더십과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은 러시아 정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지역 국가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들은 이슬람 근
본주의자의 위협에 대항하는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는 이들 국
가들이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친서방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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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급진 이슬람 세력을 제어하는 대전략 차원에서 지역안정을 이루고
친미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운백은 실크로드 전략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지정하면서, 미국의 전략 목표를 민
주정부 강화, 지역갈등 해소, 친미관계 형성, 시장경제 개혁, 경제 인프라 구축 및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투자 지원으로 설정했다. 그는 또한 이 지역은 현재 이란, 아
프가니스탄 등지로부터 반서방 압력과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반미ㆍ반서방 정
서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실
크로드 전략의 핵심이라고 그 긴박성을 강조하였다. 이미 2000년에 이르면서 미국
조야에서는 대중앙아시아 개념의 포괄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30)
실크로드 법안의 이면에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는
정치, 군사, 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10월
미국이 조직한 GUAM은 반러시아 성향으로, 이 기구는 사실상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지대의 핵심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군사동맹으로 러시아의 세력
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은 미국의 포괄적 안보 전략의 핵심 사
항으로, 미 의회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는 에너지와 지역 안보의 연계 및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지역(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의 에너지 자원과 관련하여 전술한 미국의 정책 목
표에는 국가들의 독립성 강화 및 서방과의 연합, 석유ㆍ가스 수송 경로에 대한 러시
아의 독점 타파, 공급자 다양화를 통한 서방의 에너지 안보 촉진, 이란을 경유하지
않는 동서 송유관 건설 촉진 그리고 중앙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란의 위험한 영향력

30) Senate Press Release(199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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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거부하는 일이 포함된다. 중앙아시아는 광범위한 미국 기업들에 의미 있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가치 있는 역할
을 할 것이다. 일본, 터키, 이란, 서유럽, 중국 모두가 경제개발 기회를 추구하고 있
으며, 러시아의 지역 기득권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미국 기업들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이해관
계들을 파악하는 것은 핵심적인 일이다.31)

그러나 2001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초미 관심사인 아프
가니스탄의 위험성에 대해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아프간 문제의 근
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의 고질적 문제의 확산을 봉쇄하
려고만 하였다.32) 1999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타슈켄트 폭탄 공격, 1998~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폭탄 테러에 대해 워싱턴은 형식적인 대응만을 했다. 2000년
대 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색깔혁명과 더불어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부시 정권이 소극적 개입으로 정책을 전
환하면서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2002년 부시 대통
령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역적 접근(regional approach)를 주창했으나, 실질적
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았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푸틴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아프
가니스탄 전이 종결되면 그 이상 개입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정책
지도자들의 소극적 자세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SCO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
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더구나 미국은 대중앙아시아 정책 예산을 삭감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33)

31) 한겨레신문, 2009년 9월 3일.
32) 메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국무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연설(2000. 4. 17) 참고.
33) S. Frederick Starr(2008), pp. 3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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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시 행정부의 대아프가니스탄과 중아시아 전략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의 패권주
의와 미국식 세계 표준화에 저항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지하드(Jihad) 운동은
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1998년에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조직이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대사관을 폭격해 225명이 사망하였다. 미국
클린턴 정부는 테러 책임을 물어 아프간 정부에 빈 라덴을 축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탈레반이 거절하자 빈 라덴의 요새로 알려진 남부 아프가니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1999년부터 UN을 통한 아프간 제재를 시작하였다. 탈레반의 안보리 참
석까지도 거부당한 아프간 정부는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었고, 탈레반은 근본주
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9ㆍ11 사태 이후 2001년 10월 7일 미국 주도하의
동맹군은 ‘항구적 자유(enduring freedom)’라는 작전 명령하에 아프간 공격을 감
행하였고, 탈레반 정권은 2개월 내에 붕괴되었다.34)
부시의 정책은 중동 민주화의 한 축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새롭게 ‘또다른 민족국
가를 건설(another nation-building)’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동맹
국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안정과 재건을 위한 5개 국가 목표를 설정했다. 아프가
니스탄 치안전력 확대, NATO 등 동맹군 강화, 아프가니스탄 지방정부와 경제 활
성화, 아편재배 근절 그리고 부패 방지다.35)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아
프리카 일대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중부사령부(CENCOM: Central Command)는
테러리즘 타파, 미국과 지역 국가들의 이익 보호, 지역 안정, 지역으로의 접근성 확

34) 영국군의 작전명은 ‘헤릭(Herric)’이었다.
35) 홍민혁(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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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동맹국과 지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적대적 세력 저지 및 타파의 여섯
가지 목표를 세우고 군사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여기서 테러리즘은 아프가니스
탄에 제한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모
든 테러 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의 제1 국가 목표는 지구적 차원에서 ‘대
테러’전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의 안보를 확보하고 중동과 대중앙시아 지역의 안정
을 이룬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대테러전은 미군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특수부대가 참여하였고, 재건 사업은 40여 개 국가가 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지휘체계는
NATO하에 ISAF(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사령부가 아프가니스
탄의 동, 서, 남, 북, 수도사령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ISAF는 PRT를 위주
로 재건사업을 담당하고, 대테러전은 미군 중부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쟁인 셈이다.
2009년 7월 ISAF에는 42개국에서 총 6만 4,500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 중 약
3만 명은 미군이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은 매년 2.6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비
를 지불해오고 있다.
대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세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안정을 위한 개혁 그리고 현대화다. 워싱턴은 민주주
의, 시장경제, 인권 등을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면서 미국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주
장해왔다. 또한 이러한 가치가 지구적으로 보편화되고 실현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민주주의 평화 이론’에 근거한 대외정책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부시 제1기 외교정책을 담당한 신보수주의자들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전파라는 도덕주의와 지구 차원의 대테러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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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의가 결합된 것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중국으로의 접근성 확보다. 대중
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
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36)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
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대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관계에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현실주의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셋째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다.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상당량
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을 연결하는 TAP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인도까지 연결될 경우 미국은 세계 최대
의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37)
이러한 미국의 중장기적 목표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원조 내용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은 크게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적 지원의 다섯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 하겠다는 전략적 지원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9ㆍ11 사태 이후 2002, 2003년은 원조액이 약 1.8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에너지 확보 전략의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독점 노력에 대응하여 에너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라는 차
원에서 미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역 국가들에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트랜스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독점적 에너지 운송을
저지하기 위해 BTC(Baku-Tbilisi-Ceyhan) 송유관, BTE(Baku-Tbilisi-Erzurum)

36) 중국의 매력 공세는 Joshua Kurlantzick(2007) 참고.
37)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중장기적 목표에 대해서는 Stephen J. Blank(2007), pp. 1-17 참고. 이
와 같은 세 가지 목표는 전 미 국무부 중앙아시아 차관보 리처드 바우처의 발언에도 나타나고 있
다. Richard Boucher’s Statemen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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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나부코 계획(Nabucco: 터기-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를 연
결하는 파이프라인) 등으로 러시아 우회 전략을 구상했다.38)
표 1.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5개국 지원금 내역
지원 분야

지원 활동

- 지역 내 인권 감시 및 보고를 위한 단체 지원
- NGO의 조직역량 강화 및 지역정부와 협력 훈련
정의롭고 민주적인 통치
-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접근성 함양 및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GJD: Governing
- 등록 정치단체의 조직역량 함양
Justly and
- 법조인 교육 및 공적 기록
Democratically)
-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및 의무이행 강화
- 반부패 및 법에 의한 통치를 위한 노력
인적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 HIV/AIDS에 대한 위험 및 처방 교육
-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 건강보험 증진 및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 교사 교육 및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및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대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 방지
- 미군과의 공동 군사훈련
- 국경관리를 위한 국경수비대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 국립은행의 능력 함양
- 지역 사업체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 젊은 인력들을 위한 직업교육

인도적 지원
(HA: Humanitarian
Assistance)

-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 상하수도 및 난방시설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의 질
향상
- 긴급 재난 지원

자료: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 state.gov)39)

38) Stephen J. Blank(2008), pp. 74-75; 조송옥(2009), p. 78.
39) 조송옥(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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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정부의 이러한 야심찬 전략은 2003년 대테러전의 중심축이 이라크로 옮겨
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제2 전선으로 전락했다. 또한 2003년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
아 원조도 9ㆍ11 사태 이전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더구나 색깔혁명은 미국
에 대한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정권들의 의구심과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부시
정부의 군사적 수단에 의존한 일방주의 외교정책은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켜 미
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고 지정학적 입지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Ⅳ. 오바마 정부의 대아프가니스칸 정책
1. 부시 행정부 정책과의 차별성과 유사성
2009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테러전의 무게 축을 다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으로 이전하여 이라크 미군 철수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증파를 외교정책의 최대 이
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전략은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증강시키면서 부시가 추
구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과 같은 거대한 구상이 아닌, 알 카에다 등 테러 집단
박멸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지구적 차원에서 대테
러전이라는 영웅적 이상주의보다는, 테러로부터 미국과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현실
적 선책을 주창하고 있다.40) 오바마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부시의 정책과 완전히
다른 것인가?
40) “Afghanistan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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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시 정부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신 보수주의와는 달
리 오바마의 외교정책은 클린턴 식의 개입과 확대(EE: Engagement and Enlargement)
라는 미국 전통적 국제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외교팀의 자문을 맡고
있는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메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안소
니 레이커(Anthony Laker)는 클린턴 정부 때 각각 국방장관, 국무장관, 안보보좌
관을 지냈다.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한 축을 담당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현
국무장관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오바마 외교정책이 클린턴의 자유주의적 국제주
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계승하고 있다는 상징적 증거이다.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미국적 가치를 보편화하여 팩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려 했던 신 보
수주의의 이상주의적 측면과 유사하게 오바마의 국제주의는 미국적인 보편적 가치
를 지구적 차원에서 전파하기 위해 포괄적 개입 정책을 취하고 있다. 신 보수주의
와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
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종의 메시아적 소명감과, 그렇지 않으면 위협은 끊이지 않
는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교정책이 개입과 확대를 전제로 하
나 신 보수주의와 다른 점은, 다자주의와 국제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보수주의의 일방적 군사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기구의 적
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며 국제제도를 확대ㆍ확장해나가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이다. 또한 동맹문제에서도 ‘동맹 아니면 적’이라는 신 보수주의의 이분법적 도식
이 아닌 ‘원하는 국가들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상호주의적 개념
에서 동맹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성국과 경쟁국을 구분하여 러시아, 중국과
같은 경쟁 국가들과 효율적인 동반자 관계를 가져간다는 입장이며, 북한, 쿠바와
같은 적성 국가들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적극 대화한다는 자세다. 적성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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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에 기초한 개입을
추구하되, 선의에는 선의로, 악의에는 악의로 대응한다는 외교 태세를 취하고 있다.
오바마의 국제주의는 핵 문제에 관하여 신 보수주의와 정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협정을 철회한 부시와는 달리, 오바마는 테러 집단의 핵
무기 보유와 확산에 반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구적 차원에서 핵을 감축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신 보수주의와 가장 대조되는 부분은 종교적 관념이다. 유대-크리
스천 주의에 바탕을 둔 신 보수주의자들의 중동 민주화가 테러리즘에 대한 본질적
처방이라는 근본주의적 논리와는 달리,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시와 오바마 외교정책은 이념과 원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태적인 측면에
서는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 정책을 ‘부시의 희석(Bush
lite)’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엘리엇 코헨(Eliot Cohen)은 이라크 미군 철수, 아프가
니스탄 미군 증파는 이미 부시 때 결정되어 있었으며, 오바마 역시 미국의 압도적
위상(American pre-eminence)을 강조하고 가치 외교를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 변
화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신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그는 오바마 외교팀은 민주당
중도파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고려, 경제적 문제, 동맹관계 그리고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왔다는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나, 이란의 경우와 같이 외교가
만능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41)
국가안보에 관한 미국 행정부 또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은 법치주의와 관련하
여 항상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부시는 대법원과 관타나모 수용소 테러 용의자들에

41) Eliot Cohe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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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인권적 처우 문제, 무인항공기 공격 등과 같은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오
바마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공언하는 등 단순한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이 아닌
군사력의 적법적(여기서는 국내법)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42) 스테판 월트는 이러
한 오바마 정책은 단순히 상징적이라고 비판한다. 실질적으로 수용소는 지속되고
있고 무인항공기 공격도 부시 당시보다 50회 이상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 미 군사력 증강도 알 카에다의 안식처를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
다봤다.43)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부시는 포
괄적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다르다. 그리고 그 포괄적 개념은 미국의 지속적이고 전
략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과거와 다르
게 전개될 양상이다.

2. 오바마 정부의 대아프가니스탄 정책
부시 정부와의 행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는 포괄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해오고 있다.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 집중적으로 해결하
되, 지역적ㆍ수단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60여
일간의 정책 검토를 거쳐 2010년 3월 27일 ｢대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관련 정
책 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였다.44) 이 백서는 알 카에다 안식처

42) Noah Feldman(2010).
43) Stephen Walt(2010).
44) 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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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파키스탄의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통치, 미군 철수와 지속적인 정치ㆍ경제
관여을 가능하게 하는 자주적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즉각적 행위
(immediate action), 지속적 관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는 현안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정책 백서는 정책 검토에
대한 필요성으로 지정학적 변화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탈레반을 비롯한 테러 집단
의 활동 영역이 미국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유럽, 호주 및 중
동 등지로 확대되면서 테러 위협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테러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안식처를 재건하려 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극단
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사회를 혼란시키고 약화시킬 능력을 충분히 보유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내란은 파키스탄에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알카에다는 또한 핵무기 획득을 포함한 제반 위협을 미국
과 동맹국들에게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파키스탄의 테러 집단에 대한 효과
적인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다섯 가지 전략 목표가 제시되었다. 첫째, 아프가니스
탄과 파키스탄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연계망을 분쇄하여 국제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둘째, 아프간 시민들을 존중하고 제한된 국제 지
원만으로도 국내 치안 등 국가 기능을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정부
수립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원조를 감소시키면서 대반군, 대테러전
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자주적인 아프간 치안유지군을 확립시키고, 넷째 파키스탄에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문민정부 확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노력하며, 다섯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특히
UN의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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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백서에는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행동 강령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국내ㆍ국제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컨택 그룹과
지역 안보ㆍ경제 포럼을 포함한 외교적 메커니즘을 만들고, 2009년 2월 개최된 미
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삼자 회담을 지속, 확대하는 등 양자ㆍ다자협력을 통한
전 방위 외교 전략을 구사한다.
둘째, 미국은 또한 ‘신뢰 결손(trust deficit)’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장기적 지
원과 관여를 약속하고 아프간 주민들과 함께 경제안정, 건전한 민주주의, 활력 있
는 시민사회 건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
키면서 개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군민간 상호 조정, 민간 차원의 지원 확대, 새로운 지원 분배방식 모델 개발 등은
새로운 전략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다
넷째, 70%가 농촌 지역이고 탈레반이 유입하는 지지자들이 저개발 지역 젊은층
임을 감안, 해외 지원은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정부를 확립한다는 목표에 부합되
어야 하며, 지원 효과에 따라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
어야 한다. 대파키스탄 지원 역시 알 카에다와 테러 집단의 안식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협력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개혁
(특히 Baluchistan,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 the North-West Frontier
Province 지역)의 진전 상황에 상응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정책 백서는 또한 15가지의 실행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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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략 제안
실행 계획
1. 아프가니스탄에 군민통합 대 반군 전략(strategic communication strategy: propaganda)
2. 아프가니스탄에 대민간지원 자원 확보 및 우선순위별 지원 전략
3. 아프가니스탄 국가보안군 확대(ANSF: Afghanistan National Security Forces): 육군 및 경창
(향후 2년간 각각 134,000명과 82,000명까지)
4. 아프간 정부의 개입과 정통성 확립: 합법적 선거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 및 감독 필요
5. 화해 가능한 반군 유화를 위한 아프간 정부 노력 독려
6. 아프간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에 지방정부 포함
7. 마약과 반군 연계 차단
8.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확대
9.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협력 강화: 협력 메커니즘 제도화
10. 파키스탄 정부의 개입 필요: 궁극적으로 민주적, 문민정부 권위 수립
11. 파키스탄의 대테러, 대반군 작전능력 강화 지원
12. 대파키스탄 경제지원 및 무역관계 확대
13. 파키스탄 정부와 기타 경제협력 분야 개발: 에너지 개발, 재건기회지역(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 설치 등
14. 파키스탄 정부 능력 강화: 민주적, 문민정부 강화와 연방자치지역(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및 서북 변방 지방(North West Frontier Province) 지방정부 개혁
15.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대한 동맹국들 지원 확보: 아프가니스탄에서 UN Assistance
Mission과 파키스탄에서 Friends of Democratic Pakistan의 역할 강화

2009년 12월 1일 오바마는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이와 같은 신 전략을 재확인
했다.45) 이 연설에서 오바마는 칼자이 정부가 합법적 절차로 수립되었으나 정통성이
아직 부족하고, 아프간 주민들은 부정과 마약 밀매 그리고 경제적 피폐와 보안유지
능력의 부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의 반격이 가속화 되고 있고 그
규모는 9ㆍ11 사태 이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경지대에 자신들의 안식처를 확
보해 나가고 있으나, 미군을 비롯한 동맹군은 아프가니스탄 보안을 유지할 능력이

45) Obama’s Speech at the West Point(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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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상태라고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당면과제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
탄에 있는 알 카에다의 저지, 해체, 격퇴(disrupt, dismantle, defeat)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즉, 첫째, 향후 18개월 동안
탈레반의 반격을 격퇴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군사전략으로 2010년
초반까지 3만 명을 증파하여 반군을 제압하며, 아프간 보안군 훈련을 강화하여 더
많은 규모의 아프간 군대를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 2011년 7월부터 미군을 철수하
기 시작하여 아프간 인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한다. 또
한 이 전쟁은 NATO의 신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는
것인 만큼, 동맹국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할
것이며, 부정과 싸우고 해외지원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장관,
주지사, 지방관리들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와 같이 주민생활에 즉각적으
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미국은 아프간 주민들에게 구
소련과 알 카에다와 같은 점령군이 아니며 후원자도 아니고 파트너로서 우애를 다
져나가야 한다. 셋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공 여부는 파키스탄과의 파트너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국은 파키스탄에서 서식하는 암의 전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테러리스트들에
게 대항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파키스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파키스탄의 최대 지원국이다.
백악관 설명은 오바마의 이러한 정책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46) 첫째, 알 카에다와 그 안식처 저지, 해체 및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46) White House Statements and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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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an attainable objective)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2009년 11월 30일 칼자이 대
통령과의 전화 대담에서 오바마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은 끝없이 지속되는 것
이 아니라, 18~124개월 내 측정 가능한 그리고 성취 가능한 목표에 대해 평가될
것이다”라고 강조했고,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민족국가 건설까지 수행할 경우 비
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끝이 없는 전쟁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목적과 수단의 합리
성을 주장했다. 둘째 지역적 관점(a regional approach)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파
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연계하여 ‘두 개 국가, 한 개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과
거보다 파키스탄의 대테러전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며, 미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3자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프가니스탄 능력 배양이다. 2010년 2월까지 1만 7,000명
미군 증파를 결정하고 봄 내 아프간 국가보안군 훈련을 위해 약 4,000명을 증파하
여 아프간 국가보안군을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
수는 전쟁의 종결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증파는 아프간 자력갱생으로
의 전환으로 정의하는 것은, 중동 민주화를 통한 미국의 헤게모니 확보라는 부시
정책과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은 약
6만 8,000명이며, 오바마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 말까지 약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표 3.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보강 과정
2003.
4

2004.
4

2005.
4

2006.
5

(단위: 명)

시기

2000.
11

2001.
12

2002.
12

2007.
7

2008.
11

총 미군
주둔군

1,300

9,700

13,100 20,300 19,500 23,300 26,500 33,700 68,000

자료: Brian Montopoli(2009), “Chart: Troops Levels in Afghanistan over the Years,” CBS News.
(Dece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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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민군 합동 전략이다. 군사작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차원의 지원,
개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파키스탄 주민에게 1.5억 달
러를 지원하는 ｢John Kerry｣ 및 ｢Richard Lugar｣ 법안과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안보번영 실행 법안(ROZ 법안)을 지지했다. ROZ 법안은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준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실행될 경우 약 150억 달러의 파키스탄 수입품이 면세
혜택을 받는다. 다섯째, 새로운 국제사회 협력망 구축이다. NATO, 미국 동맹국들,
중앙아시아 국가, 걸프만 지역 국가, 이란,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아프간ㆍ파키스
탄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들과 연계하에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고 있다.

3.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오바마 정부의 포괄적 아프가니스탄 전략은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포괄적
개입과 연계된다. 즉 미국이 탈냉전 이후 유라시아의 심장이라 불리는 중앙아시아
에서 추구해온 세 가지 목표인 ‘지정학적 안정’, ‘민주화와 시장경제화’,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 등과 본격
적으로 ‘거대 게임(great game)’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15일 미 국무부 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조지 크롤
(George Krol)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근동아시아ㆍ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소위
(subcommittee on Near Eastern and South and Central Asian Affairs)에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을 핵확산 금지, 마약거래 퇴치, 에너지 공급 안정과 같은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로 규정하였다. 크롤 부차관보는 또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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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를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파견된 미군과 동맹군들 지원 및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중앙아시아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과 운송 경로 다양화 △ 정치 민주화와 인권증진 △ 시장경제 확산과 경
제개혁 △ 국가붕괴 방지라는 다섯 가지로 규정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포
괄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무부 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차관보 리처드
베이커(Richard Baker)는 중앙아시아의 중요성과 각국의 독특성, 주권, 독립성을 강
조하면서 크롤 부차관보가 제시안 5개 정책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중앙아시아 국
가들과 연례 양자회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협력관계를 쌓아나갈 것이라며 적극적
인 개입정책을 표명했다. 그러나 베이커는 최근 6월에 일어난 키르기스스탄 소요
사태를 지목하면서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담보로 그 지
역의 인권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47)
오바마 정부의 개입 정책은 부시 때와는 다른 지정학적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한
다. 첫째,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은 8년 전보다 국제사회에 더 편입되어 있는 상황
이다. 카낫 사우다예프 카자흐 국무장관 겸 외무장관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장을 맡고 있다는 것으로, 이 지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긴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부상이다. 최근 중국은 카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지도자들과 만나 중국과 3국간에 천연가스 파이라인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현재 러시아로 공급되는 양의 3분의 2가 중국으로 가게 된
다. 중국은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3억 달러 차관을 줄 용의를 표명했다. 경
제원조를 기조로 한 중국의 이러한 매력 공세는 중국의 영향력을 급속히 높이고
있다.48) 반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패권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스크

47) Robert Baker’s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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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공동안보방위보다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
가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셋째, 세계경제의 약화로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러시아의 경제적 레버리지 역시 감소하고 있다. 넷째,
이란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무역관계가 증대되면서 이슬람 지도자들이 영향력
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교 역시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거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물론 카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아직도 친이스라엘 성향이나, 이
슬람 영향력의 확대는 향후 이 지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변수로 어떻게 나타날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개입을 줄여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미국과 지역 국가들은 이해관계를 같이하
고 있었는데, 미군이 철수할 경우 아프간ㆍ파키스탄 난민 문제, 마약 거래, 침투
등으로 일어날 안보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섯째, 지역 국가들간
의 협력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즉 CIS, Eurasec, OCAC, CES, CSTO, OSCE,
SCO, CAREC 등 지역 내, 지역간 협력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각
국가들간 독특성과 차별성 역시 커지고 있는데, 정치체제,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
여러 방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유사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 상황의 변화 속에서 오바마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이익을 추구하
고 있다.
이는 첫째, 대아프가니스탄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및 보급로 확보,
둘째, 중앙아시아 에너지 접근을 위한 서방 루트 개척, 셋째, 중앙아시아에 민주주
의와 시장경제 확립이다. 현 상황에서 첫째, 둘째 목표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협력은 얻을 수 있으나, 셋째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각국의 사회ㆍ

48) Martha Brill Olcott(200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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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교육 수준 향상과 함께 추진되어야할 장기적 과제다. 미국정부는 단기적으
로 군사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파급효과로 정치적ㆍ이념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방수송망(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4. 북방수송망(NDN) 프로젝트
NDN 프로젝트는 2008년 아프가니스탄 연합군에 70% 이상의 보급품을 수송하
는 파키스탄의 항구도시인 카라치(Karachi)에서 페샤와(Peshawa)를 거쳐 아프가니
스탄의 카불에 이르는 수송로가 탈레반에 의해 조직적으로 공격당하자 서유럽~발
트해 연안 국가~러시아~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대체 수송망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미군 증파와 2010~11년에는 비군사적 조달량이 2008년에 비해
200~300% 더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워싱턴 조약에서는 기존의 카라치-카불
남방로에 대한 대체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49)
NDN은 현실적으로 발트 해 지역 국가들과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 중앙아시
아, 코카서스 지역을 통해 하나의 경제ㆍ군사 협력 연결망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NDN 루트는 크게 세 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첫째, 라트비아의 수도 리
가(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미즈(Termiz)~아프가니스탄으로
연결되는 북방로, 둘째,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크스탄~테르미
즈~아프가니스탄으로 연결되는 남방로, 셋째 리가~러시아~카자크스탄~키르기스스
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을 가는 KKK 노선이다.
49) NDN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2010)과
Andrew C. Kuchins, et al.(2009)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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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N는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전 소련이 아프가니스
탄 점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구축한 라트비아와 그루지야에서 러시아와 카자
크스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출하는 도로, 철도, 항만을 새로이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그림 1. 북방수송로

NDN 북방로

NDN 남방로

NDN KKK 노선

현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특
히 재원조달 문제, 파급효과의 영향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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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N 프로젝트의 기본목적은 다양한 운송망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와 레
버리지를 높이고,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와 지역 내 경제협력을 통한 파급효과
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미군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힘의 투사 효과를 지역 내 레버리지화하여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
을 추구하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로 중앙아
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중장기적 전략이다. NDN 프로젝트에 반대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관련국,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
키스탄, 카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레버리
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ㆍ통관에 대한 양자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ㆍ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크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수송협정을 체
결했다. 3월에는 우즈벡 정부가 미군 병력은 테르메스에 있는 독일 기지를 통해 아
프가니스탄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고, 나보이 공항을 한국 운송회사를 대
리인으로 하여 사실상 미국의 공급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6월에는 키
르기스스탄의 마나스 미국 공군기지 사용 계약이 연장되었고, 7월에는 타지키스탄
에 미군이 연료 및 기타 공급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레이드와 임대료 인상을 합해 약 1억 7,7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연료
공급 계약만도 약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NDN 프로젝트에 대
한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대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전략적 제휴 및 자유 어젠다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50) 반면 지지론자들은 NDN 프로잭트는 단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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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정적 군사ㆍ비군사 보급로를 확보하고, 아프간 재건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대중앙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개입을 확대해 가면서 지속적
인 개입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Ⅴ. 결론: 평가와 함의
1992년 이후 미국은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너지 자원 확
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성 확보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시장경제화와 민
주화가 그것이다. 첫째, 둘째 목적과 셋째 목적은 현실적으로 상호 상충되는 측면
이 강하다. 물론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외교는 헬싱키
회담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한 축을 형성해왔고, 윌슨 대통령 이후 미국 자유주의
외교정책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아시아의 정
치구조적 특수성과 지정학적 복잡성을 감안할 때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 자유 어젠다는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들의 파
워엘리트들에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색깔혁명
당시 미국과 서방의 NGO들은 파워엘리트들에게 적대적인 개혁세력을 지원했다.
에너지 자원 확보와 지정학적인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파워엘리트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이 가치외교와 실용주의적 외교를 동시에 추진한
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괄적 개입 정책은 비록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구
50) Cornelius Graubn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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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지만, 중앙아시아의 국내 정치구조와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이다. 중앙아시아 파워엘리트들과 협력하에 개입 정책을 견지하면서 국가간 신
뢰를 회복하고 실용적인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포
괄적 개입 정책은 그 방향성이 부시 정부와 다를 뿐만 아니라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과 기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국가들간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이고 내재적인 사회ㆍ정치 변화를 기대한
다는 중장기적 전략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이다. 즉 실용적으로 개입하나 ‘괴물을
찾아(in search of a monster)’ 박멸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하나의 ‘본보기
(exemplar)’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켜 나간다는 오바마식 ‘스마트파워’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바마의
적극적ㆍ포괄적 개입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의 헤게모니하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
정학적 구도를 재편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외교적 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보다 적극적인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예가
NDN이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제 세력이 교차하는 중심에 있으면서 아
직도 휴면기에 있은 지역이다. NDN 프로젝트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지역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유럽-유라시아-동아시아를
잇는 대륙 교류의 중심지역으로 글로벌 시장과 체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바마 정책의 성공 여부는 크게 세 가지 사안에 달려 있다
고 할 수 있다. 첫째, 미국 내에서 오바마 정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느
냐하는 것이다. 이는 미 의회의 구성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워싱턴
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력을 지니고 있는 친이스라엘계 세력의 지지 문제이다.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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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전략이 제시되었을 때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친이스라엘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나 중아시아에 결집될 수 있은 이슬람 세력과의 관계가 반드시 친
이스라엘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또한 2010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계 고립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의회에 입성할 경우 미국의 대외 개입 정책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중앙아시아 개입 정책 역시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가 있
다. 둘째, 미ㆍ중 간의 관계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패권이 약해지면서 미국
은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패권 경쟁에 매몰될 가능서이 높다. 중앙아시아에
서 미국은 중국에 비해 지리적ㆍ문화적 측면에서 레버리지가 약하다. 따라서 대중
국 레버리지 확보가 미국의 지속적인 포괄적 개입의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이념적,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 화해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록 이슬람 세계를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쓰고 있으나, 이슬람 문화권은
미국의 친 유대-크리스천 문화에 대한 두려움, 의구심, 분노의 부정적인 정서를 지
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명의 충돌을 어떻게 실용적 정책으로 극복해 나가느냐가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실현의 가장 어려운 장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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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약 1100만 년 전까지 아조프 해, 흑해, 지중해를 거쳐 대양과 연결되었던 카스
피해는 오늘날 카프카즈 산맥의 동쪽, 광대한 중앙아시아 스텝의 서쪽에 위치한 세
계 최대의 내수(inland body of water)다.1) 그 길이는 남북 약 1,200km, 동서간
평균너비는 약 320km이며, 면적은 한반도의 약 1.7배인 38만 6,000㎢에 달한다.
카스피해는 브레진스키가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안정 지대, 즉 ‘유라시아의 발칸’이
라고 표현한 유라시아 대륙 서남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지리
1) Encyclopaedia Britannica(2010), Caspian Sea. http://search.eb.com/eb/article-9110540
(accessed July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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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ㆍ문명적 교차점에 걸터앉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유라시아의 패권경
쟁에 뛰어든 국가들의 중요한 목표물 중 하나가 되어왔다. 물론 오늘날 이 지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더 큰 이유는 거대한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 때문일 것
이다. 카스피해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연안국들은 물
론,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려는 강대국들간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카스피해는 지난 세기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정학적 안정을 누렸
다. 1921년 소비에트 러시아와 페르시아의 조약 체결 이후 70년간 카스피해는 러
시아와 이란이 공유하는 ‘고요한 바다’로서 이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른바 ‘지정학적 안정지대’였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로 인해 ‘고요
한 바다’의 연안에서 세 개의 새로운 독립국들(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이 민족국가 건설에 나섰으며, 일시적으로 지정학적 진공상태에 놓인 이
지역에 역외 강대국들까지 개입하면서 복잡한 세력구도가 형성되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카스피해는 연안의 두 신생독립국들(카자흐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에 지정학적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카스피해에 매장된 막대
한 에너지 자원은 이들에게 러시아의 그늘을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경제를 건설하
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연안국들간 경계획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 20년간 카스피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과 여러 이슈들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은 이를 극복하는 새
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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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수의 연구들이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주로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개발과 수송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지역에 대한
서방의 1차적 관심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른바 ‘위험한’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해서 ‘안정적’으로 유럽으로 수송할 것인가
에 있었다. 이에 따라 서방 학자들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연구주제 역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집중되었다.
둘째,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상황과 경계획정 문제 분석에서 대부분 러시아의 입
장을 중심에 두었다. 1990년대 초 탈소비에트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경계를
설정하자 카스피해 경계획정 또는 법적 지위 문제가 대두되었다. 러시아는 탈소비
에트 공간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생국들의 입장을 조율
하고 역외 강대국의 개입을 저지하면서 카스피해를 전처럼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복잡해진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이 지역
의 전통적 패권국인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인 연구과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다수 연구자들의 관심은 러시
아가 어떻게 카스피해의 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적 통제 메커니
즘을 건설하려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경향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계획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에서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카스피해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입
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 그동안 이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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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어왔던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특징과 의미를 공간적 배경, 지경학적 측면, 안
보적 측면 등에 걸쳐 다각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처한 상이한 입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카스피해 경계획정 문제의 원인, 바다와 호수에 대한 경계획정 원칙을
살펴보고, 앞 장에서 일별한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특징과 의미에 기초하여 경계문
제 논의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서로 다른 입장과 그 원인을 분
석할 것이다. 제Ⅳ장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경계문제 논의과정에서
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특징과 의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에서
1. 공간적 배경
지리적으로 카스피해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즉 북서쪽으로는
볼가 강을 따라 러시아의 유럽 지역으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흑해와의 사이에 카
프카즈(Caucasus) 지역을 두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험준한 이란 고원에 맞닿아 있
고,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직접 연결된다. 유럽 러시아 평원을 굽이쳐 흐르는
볼가 강, 우랄 산맥 남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우랄 강을 비롯한 크고 작은 강들이 카
스피해로 유입되지만, 배수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지정학자 맥킨더(H. J. Mackinder)는 유라시아 중심부의 이른바 ‘하틀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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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the Heartland)’를 ‘역사의 지리적 축(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으로
규정했다. 이 하틀랜드의 경계는 발트 해, 다뉴브 강, 흑해, 소아시아(아나톨리아
고원),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티베트, 그리고 동쪽 끝의 몽골리아로 이어진다.2) 카
스피해는 아르메니아-페르시아-티베트를 연결하는 축선의 바로 북쪽, 즉 하틀랜드
의 서남부 경계에 위치해 있다. 또한 맥킨더는 우랄 산맥과 카스피해 사이에 펼쳐
져 있는 남북 약 300마일의 평원을 ‘대저지(the Great Lowland)’로 명명하면서,
이것을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5~16세기 훈, 아
바르, 불가르, 마자르, 하자르, 페체

그림 1. 카스피해 연안 지형

넥, 쿠만, 몽골, 칼미크로 이어지는
우랄-알타이계 유목민들은 이 관문을
통해 유럽으로 진출했다. 이들은 남
러시아의 열린 공간을 가로질러 유
럽 반도 깊숙이 헝가리까지 다다랐
고, 유럽 여러 민족의 역사에 위대한
침입자로 기록되었다.3)
1991년 소련 해체로 인해 오늘날
카스피해 연안에는 5개국이 자리잡
고 있다. 북쪽에는 광활한 동유럽 평
원과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인 볼가의
지배자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2) Mackinder(1943), p. 599.
3) Mackinder(1996), p. 55, pp. 69-70, pp. 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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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영토를 가진 카자흐스탄이 위치하고 있다. 서쪽 카프카즈 산맥 이남에는 전통
적 석유 생산지인 바쿠를 수도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동쪽 중앙아시아 남부에는 막
대한 가스매장량을 가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남쪽 고원지대에는 페르시아만까
지 영토가 이어지는 이란이 존재한다.

2. 지경학적 측면
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

제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석유는 그것 없는 경제발전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
큼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국가안보에서도 석유 없는 전쟁 수행
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총리 클레
망소(Georges Clemenceau)는 “한 방울의 석유는 병사의 한 방울 피와 같다”는 명
언을 남겼다.4)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 역시 바쿠의 석유를 장악하려는 목적에
서 카프카즈 침공을 감행했다. 전후가 되자 석유가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적 무기 중 하나라는 사실은 더욱 명백해졌다. 유전이 집중된 중동 일대와 페르시
아 만은 주요 강대국들의 사활적 이익지대가 되었고,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의 오일 쇼크는 석유에 대한 통제가 자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안정에 얼마나 중
요한 과제인지를 다시금 일깨웠다.
소련 해체 이후 카스피해는 대안적인 석유매장지로서 서방의 주목을 받게 되었
다. 그러나 이 지역 석유에 대한 관심은 이미 한 세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19세

4) Касенов(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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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제정러시아와 대영제국에 의해 전개된 ‘거대게임(the great
game)’은 궁극적으로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통제를 놓고 벌인 투쟁이
었다. 여기서 지정학적 통제의 핵심적 목표 중 하나는 원유에 대한 접근권 확보였
다. 이 때문에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이자 20세기 초 카스피해 유전의 소유주였던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은 당시 카스피해를 ‘석유, 피, 정치가 뒤섞
인’ 지역으로 묘사하기도 했다.5)
카스피해 석유채취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20년 아제르바이잔
의 압셰론(Absheron) 대륙붕에서 첫 번째 유정을 뚫으면서 채취가 시작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산업적 규모의 채취가 시작되었다. 1873년 압셰론 반도의 발라한
리(Balakhanli), 사분치(Sabunchi), 라만나(Ramana), 비비 헤이바트(Bibi Heybat)
근처에서 유전 탐사 및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1900년 당시 바쿠에는 3,000개 이상
의 유정이 있었고, 그중 2,000개가 산업적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었다. 19세기 말
이른바 ‘검은 금의 수도(black gold capital)’가 된 바쿠로 수많은 서방의 석유기업
들이 몰려들었고, 20세기가 되자 이미 국제적인 석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
러나 1920년 볼셰비키가 아제르바이잔을 점령하면서 바쿠의 석유산업 전체는 소
련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어찌 보면 ‘거대게임’의 진정한 승리자는 제정러시아도
대영제국도 아닌 소련이 된 것이다. 1941년 당시 아제르바이잔은 연간 2,350톤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바쿠는 소련 전체 석유채취의 약 72%를 공급했다.6)
소련의 갑작스러운 해체와 연안에 위치한 구성공화국들의 독립은 국제적인 석

5) Касенов(2006).
6) The Development of the Oil and Gas Industry in Azerbaijan.
http://www.azer.com/aiweb/categories/magazine/42_folder/42_articles/42_socarkhoshba
kht.html(accessed September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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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업들의 투자와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 전문가들은 카스피해의
석유매장량을 약 120~150억 톤으로, 가스매장량을 약 11~12조㎥로 추산했다.
1990년대 후반 확인된 석유매장량은 20억 톤, 가스매장량은 3조㎥ 이상이었다.7)
오늘날 카스피해에는 6개의 분리된 탄화수소 수역(hydrocarbon basin)이 있으며,
50개 이상의 석유 및 가스 매장지가 발견되었고, 추가적으로 400개 이상의 유망한
구조들이 존재한다.8) 카스피해 석유 및 가스 전체 매장량은 조사 시기, 기관, 범위
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석유 확인매장량은 당시 미국과
북해의 매장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64억 6천만 톤, 가스 확인매장량은 사우디아라
비아보다 많은 7조 2,700억㎥ 정도로 평가된다. 또한 석유 잠재매장량은 무려 250
억 2,400톤, 가스 잠재매장량은 8조 2,900억㎥에 달한다.9)
카스피해 석유의 국제적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94년 9월 이른바
‘세기의 계약(the contract of the century)’ 체결로 볼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매장지인 아제리(Азери), 치락(Чираг), 규네실리(Гюнешли) 개발을 위한 이 생산물
분배 협정에 아제르바이잔의 국영석유기업 SOCAR를 비롯하여 BP, 엑손모빌
(ExxonMobil), 스탯오일(Statoil) 등 13개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참여했고,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국제운영기업(АМОК: Азербайджан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перацион

7) Жизнин(2005), С. 256.
8) Askari(2006), p. 7.
9) Gelb(2006). 참고로 2009년 현재 카스피해 연안국들의 국가별 전체 석유 확인매장량은 아제르바
이잔 10억 톤(0.5%), 카자흐스탄 53억 톤(3.0%), 러시아 102억 톤(5.6%), 투르크메니스탄 1억
톤, 이란 189억 톤(10.3%)이다. 가스 확인매장량은 아제르바이잔 1조 3,100억㎥(0.7%), 카자흐
스탄 1조 8,200억㎥(1.0%), 러시아 44조 3,800억㎥(23.7%), 투르크메니스탄 8조 1,000억㎥
(4.3%), 이란 29조 6,100억㎥(15.8%)다. BP(2010), p.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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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я компания)이 설립되었다.10) 이후 2006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바쿠에서 터키의 지중해 연안 항구 제이한까지 직접 수송하는 이른바 BTC 송유관
의 개통으로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개발은 더욱 활성화됐다. 1998년 당시 세계적인
에너지개발기업 헬리버튼(Halliburton)의 CEO였던 딕 체니(Dick Cheney)는 카스피
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카스피해처럼 갑자기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된 지역을 우리
가 가졌던 때를 생각할 수 없다”11)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카스피해의 에너지 자원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연
안국들이 처한 입장 역시 차이를 보인다. 2006년 3월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외무장관 토카
예프(Kassym-Jomart Tokayev)는 자국에 있어 카스피해 석유의 의미를 “긴 연안
선과 카스피해 대륙붕의 자기 구역에 막대한 석유 확인매장량을 가진 국가로서 카
자흐스탄은 지역의 정치적 안정, 안보,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 가지 통합적인 목표
의 달성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목표 달성에 관심 있는 모든 국
가들과 협력을 견지하고 있다.”12)고 언급하였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근
해에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이 추산되고 있는 국가다. 2009년 현재 약 53억 톤(세
계 전체의 약 3.0%)의 석유 확인매장량과 1조 8천억㎥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카스피해의 카자흐스탄 근해에 위치해 있다.13)

10) Президент Азербайджана.
http://archive.president.az/browse.php?sec_id=57(accessed September 1, 2010).
11) The Great Gas Game.
http://www.csmonitor.com/2001/1025/p8s1-comv.html(accessed September 1, 2010).
12) Токаев(2006).
13)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와 함께 접하고 있는 카스피해 북부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약 80~100억
톤으로 추산된다. Жизнин(2005), С.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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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 해 석유생산량은 7,800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국
내 소비량은 1,200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0.3%에 불과하다.14) 따라서 카자흐스탄
에서 카스피해 석유의 개발과 수출은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다른 연안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석유 매장량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현재 석유 확인매장량은 1억 톤으로서 다른
연안국들에 비해 작지만, 가스 매장량은 8조 1천억㎥로서 세계 4위를 차지한다.15)
그러나 아직 투르크메니스탄 근해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적 규모의 석유 및 가스 채취는 기본적으로 내륙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차는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이 처한 입장차
와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내륙 유전의 대부분은 20세기에 고
갈되었다. 이 때문에 카스피해 유전은 국가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기반이 되
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스피해 석유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왔는데, 그 액수는 1998년 초에
이미 6억 5,000만~7억 5,000만 달러 규모로 평가됐다.16)
한편 카스피해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에너지 요인보다는 오히려 안보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이란 내륙에 충분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있는 데 반
해, 카스피해 근해에는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란은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의 거의 9%에 달하는 900억 배럴의 확인매장
14) BP(2010), p. 9, p. 12.
15) BP(2010), p. 6, p. 22.
16) Жизнин(2005), С.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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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란 원유의 대부분은 내륙 서남부 쿠제스탄(Khuzestan) 지
역에서 채취되고 있다. 원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거의 80%를 차지하며, GDP의
10~20%, 정부 수입의 40~50%를 차지한다. 이란은 또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가
스 확인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전체의 거의 18%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스피해의 이란 근해에는 가스 확인매장량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 카스피해 석유 및 가스 배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적 고립을 극복
하면서 역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다.17)
요약하자면, 카스피해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원의 불균등
한 분포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두 국가가 처한 입장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카자
흐스탄은 근해에 많은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주로 내륙
에 풍부한 가스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아제르바이잔 역시 내륙 유전의 고
갈로 주로 카스피해에서 석유를 채취하고 있는 반면, 이란의 주요 유전 및 가스전
은 카스피해가 아닌 내륙과 페르시아 만에 위치해 있다.
나. 직접적인 대외교역을 차단하는 지리적 장애물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세계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 매우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카스피해 연안 3개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은 대양으로의 출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17) 카스피해의 상황은 이란의 안보적 우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참여와 지지에 의한 카스피
해 자원 매장지들의 개발은 이란의 ‘하복부(подбрюшье)’에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아제르바이잔과
미국 및 NATO의 군사기지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이란에 대한 아제르바이잔
의 영토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란 영토에는 아제르바이잔과 공통적인 언어 및 문화적 뿌리
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 Жизнин(2005), С.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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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들의 협조 없이는 석유 수출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출되는 카자흐스탄 석유
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를 통과한다. 소련 시절 건설된 트란스네프트(Transneft)
의 아티라우-사마라 송유관(Атырау-Самара),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CPC)의 텡기즈-노보로시스크 송유관(Тенгиз-Новоросийск), 아티라우(Атырау)
에서 발틱 해 항구까지의 철도 수송, 악타우(Актау) 항에서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마하츠칼라(Махачкала) 항까지 해상 수송과 마하츠칼라-노보로시스크 송유관(Ма
хачкала-Новоросийск)을 결합한 형태의 수송 등이 그것이다.
물론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를 통한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
다. 일단 악타우(Актау) 항에서 바쿠(Баку) 항까지 수송한 다음, 바쿠-노보로시스
크(Баку-Новоросийск) 송유관 이용, 그루지야의 바투미(Батуми) 항까지 철도 수
송, 바쿠-숩사(Баку-Супса) 송유관 이용,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BTC, 2006
년 5월 완공) 이용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카스피해를 지나 이란의 영토를 통과
하는 악타우(Актау) 항에서 이란의 카스피해 항구 네카(Нека)를 거쳐 페르시아 만
의 항구들까지 수송하는 방식도 있다. 또한 중국으로의 수출은 켄키약(Кенкияк)아타수(Атасу)-알라샨코우(Алашанькоу) 철도 노선을 이용하거나, 얼마 전 중국이
국가적 사활을 걸고 개통한 아타수-알라샨코우(Атасу-Алашанькоу) 송유관을 이
용한다.18) 그러나 여전히 서방으로의 수출은 상당부분 러시아 통과 노선들에 의존
하고 있는 상황이다.

1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освоения казахстан
ского сектора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http://ru.government.kz/resources/docs/doc7
(accessed September 1, 2010); Диев(2007).

204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계획정 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림 2. 카스피해 주요 송유관 노선19)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서방으로의 수출노선 다변화를 위해 대안노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생각하고 있는 우선적인 대안은 카스피해를 횡단하
는 악타우-바쿠(Актау-Баку) 송유관을 건설하여 이것을 기존의 바쿠-트빌리시-제
이한(BTC) 송유관과 연결하는 것이다.20)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기업 SOCAR와

19) http://www.parstimes.com/images/Pipeline.jpg(accessed October 1, 2010).
20) 카스피해 횡단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다. 이 프로젝
트는 미국과 서방에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러
시아의 자원수출 독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공식적
으로 카스피해 법적 지위 문제와 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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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가즈무나이가즈(KazMunayGas)가 석유가스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정과 카스피해 횡단 프로젝트 공동실현에 관한 메모랜덤(협약서)에 서명하
고, 2006년 6월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와 알리예프(Heydar Aliyev)
가 카자흐스탄 석유의 수송 지원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21)
또한 이른바 남부 노선(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송유관 건설을 통해
페르시아 만으로 석유를 수송하려는 프로젝트 역시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경쟁
력이 있지만, 여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의 국제적 고립 상황이라는 정치적
인 요인이 개입하고 있어 그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22)
결국 카자흐스탄은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석유수출에 있어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즉 러시아 통과 노선의 확대와 카스피해 횡단 노선 건설을 위해
서는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양국관계와 카스피해 경계획정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연안국들의 합의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에서 석유가스 영역(특히 가스 채취)은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2009년 한 해 천연가스 생산량은 364억㎥이지만, 국내 소비량은 198억㎥에
머무르고 있다.23) 따라서 천연가스의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수송 노
선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러시아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은 러시아 가스를 제3국을 우회하여 흑해를 지나 터키까지 직접 공급하는 ‘블루스
트림(Blue Stream, Голубой поток)’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1)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по поддерж
ке и содействию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нефт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через Каспийское
море и территорию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ынки посредст
вом системы Баку-Тбилиси-Джейхан (Алматы, 16 июня 2006 г.).
22) Токаев(2006).
23) BP(2010), p. 24,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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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지나 터키에 이르는
현재의 가스수송 노선을 보완하고 있다.
그림 3. 카스피해 주요 가스관 노선24)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수출에서 현재 러시아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수송
노선의 다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1990년대 말 미국과 유럽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러시아와 이란의 영토를 우회하여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야 영토를 지나
터키까지 공급하는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999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가 이 프로젝트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문제 미해결로 인한 러시아와 이란의 반대, 아제르바

24)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02), Caspian Sea Region: Natural Gas Export
Options. http://www.eia.doe.gov/cabs/caspgase.html(accessed October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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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공급량 협상 결렬로 인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25)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의 협상을 포기했고, 2003년
4월 푸틴(Vladimir Putin)과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는 향후 20년간 가스
영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26) 아마도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카스
피해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가스수출 노선 건설을 저지하려던 러시아의 압력과 함
께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간의 유전 영유권 논쟁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27)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수출 노선 다변화 전략에서 남쪽으로 이란과의 협력 역
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이란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양국은 또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협력은 정치적으로도 상
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997년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이란 영토로
수송하는 첫 번째 노선인 ‘코르페드제-쿠르트쿠이(Корпедже-Курт-Куи)’ 가스관
200km를 1억 9천만 달러를 들여 건설했고, 2010년 1월에는 두 번째 노선인 ‘도블
레타바트-사라흐스-한게란(Довлетабат-Сарахс-Хангеран)’ 가스관 30.5km를 개통
했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스관의 개통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이란 수출이 연
간 최대 2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완공식에 참석한 이란
대통령 아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는 이 가스관 개통이 ‘투르크메니스

25) Манвелян(2007).
26) “Компания “Газпром” открыва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Turkmenistan.Ru,
22 августа 2003 г. http://www.turkmenistan.ru/?page_id=3&lang_id=ru&elem_id=2280&type
=event&sort=date_desc(accessed September 1, 2010).
27) Семедов(2009), С.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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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가스의 페르시아 만을 통한 세계시장 수출’이라는 양국간 향후 가스협력 발전
을 위한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28)
결국 대양으로의 출구를 갖고 있지 못한 두 중앙아시아 국가는 경제발전의 기반
이 되는 자원 수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카자흐
스탄은 러시아 통과 노선의 확대와 함께 카스피해 횡단 노선 건설 프로젝트의 실
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통과 노선 확대와 함께
횡단 노선 대신 이란 통과 노선의 개발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안보적 측면
가. 영유권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전략적 불안정 지대

소련 해체 이후 카스피해의 거대한 에너지 잠재력은 자원 매장지들에 대한 연안
국들의 영유권 논쟁을 촉발시켰다. 과거 소련 시절에는 이란과의 잠정적인 경계였
던 이른바 ‘아스타라-가산쿨리(Астара-Гасан-Кули)’선 이북의 바다 전체가 연방
소유였고, 구성공화국들은 경계획정에 관여할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하지만
1970년 소련 석유가스산업부(Министерство нефтяной и газ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
сти)는 효과적인 지질조사를 위해 편의상 해안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연안 구성공
화국들간 관할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카스피해 수면의 수위 변화로 인해 해
안선의 모양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연방 자체가 해체되

28) “Президенты Ирана и Туркмении открыли новый газопровод,” NEWSru.com, 6 янва
ря 2010 г. http://www.newsru.com/finance/06jan2010/gaz.html(accessed October 15,
2010).

20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 설정의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가기
관에서 자원개발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이 선이 소련 해체 후 연안국들간 영유권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세기의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아제리치락-규네실리(Азери-Чираг-Гюнешли) 유전 개발을 본격화하자, 1997년 2월 투
르크메니스탄은 아제리(Азери) 전체와 치락(Чираг) 일부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해 여름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해 공동개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루코일(Lukoil), 로스네프트(Rosneft)와 아제르바이잔 국영석
유회사 SOCAR가 카파즈(Кяпаз) 개발에 합의하자, 투르크메니스탄은 또다시 자신
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맹비난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외무장관의 공식 항의와
대통령 니야조프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러시아는 결국 프로젝트 참여 포기를 선언
하기에 이른다.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남부 양국 사이에 놓인 세 개
의 유전에 대해 소련 시절의 명칭 대신 자기 식의 명칭을 부여하면서 치열한 영유
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즉 카베로츠킨(Каверочкин)을 각각 치락(Чираг)/오스만
(Осман)으로, 26 바킨스키흐 코미사로프(26 Бакинских комиссаров)를 아제리(А
зери)/하자르(Хазар)로, 프로메주토츠노예(Промежуточное)를 카파즈(Кяпаз)/세르
다르(Сердар)로 명명했다. 이 유전들은 위도선에 기초한 해안간 중간선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섹터 또는 양국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 소련 석유가스부의 관할구역 설정 시에는 개발상의 편의
를 위해 이 세 유전을 아제르바이잔의 관할구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투르크메니
스탄은 1970년 당시 설정된 경계는 단지 경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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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립국이 된 지금은 국제법과 규범에 의해 인정되는 주권국가간의 새로운 경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9)
그림 4.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영유권 논쟁 지역30)

영유권 문제로 양국 관계가 첨예화되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서방의 입장, 특
히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미국 역시 바쿠-트빌리시-제이한
(BTC) 송유관 건설협정 체결 이후 카스피해의 전략적 상황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
계를 갖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양국간 논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게 되었
다. 그 결과 2003년과 2004년 미국의 지원하에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에서 두
차례의 해군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이것은 당연히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다른
연안국들(특히 러시아와 이란)의 불만과 우려를 샀다. 이에 맞서 투르크메니스탄도
해군력 강화에 나섰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크라이나로부터 10대의 군함을 구입했
29) Пресс-релиз МИД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тукмено-азербайджан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по опреде
лению координат срединной линии на Каспии от 9 мая 2001 г.
30) http://img.rg.ru/img/content/34/22/03/4986-7.gif(accessed October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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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해군 병력도 3천 명까지 증강할 것을 공언했다.31)
2007년 2월 베르디무함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w)가 니야조프의
뒤를 이어 투르크메니스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양국은 그간 단절되었
던 협상을 재개했다. 고위관리의 상호방문이 이어졌고, 바쿠의 투르크메니스탄 대
사관도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32)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아제르바이잔이
논쟁 중인 유전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도 카파즈(Кяпаз)에 한해서 공동개발을 논의할 의
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나머지 유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요구의 포기’를 촉구하
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중재재판소에 이 문제가 제소되더라도 투르크메니스탄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시
카스피해 연안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미사일이 장착된 신형 군함들을 수입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베르디무함메도프가 “밀수꾼들과 테러리
스트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해양 국경을 침범하거나 불안정한 정세를 조장
하려는 다른 모든 세력들과의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아제르바이잔과의 군사적 충돌 시 물
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했다.33)
한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에도 이와 유사한 영유권 논쟁이 있었다. 1997년
말 러시아는 공개입찰을 통해 자국 기업인 루코일에 약 8,500㎡에 달하는 세베르
느이(Северный) 블록 개발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과거 소련 석유가스산업부가

31) Манвелян(2008).
32) “Туркменистан готов на деление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Neftegaz.RU, 2 октября 2009 г.
http://www.neftegaz.ru/news/view/90728(accessed September 10, 2010).
33) Кирьянов(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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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관할구역선에 따르면, 이 블록이 카자흐스탄 구역의 흐발린스코예(Хвалын
ское) 매장지 구조에 대부분 속해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반발은 예상된 일이
었다. 1998년 7월 양국 카스피해 북부 바닥 경계획정 협정34)을 체결했지만, 양국
의 경계에 놓인 세 매장지 흐발린스코예(Хвалынское), 첸트랄노예(Центральное),
쿠르만가지(Курмангазы)의 영유권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몇 년간 양국
은 경계선에 위치한 매장지들의 석유가스 구조를 놓고 논쟁을 계속했고, 양국의 갈
등은 2001년 10월 카자흐스탄이 쿠르만가지 남쪽 블록에 대한 공개입찰을 선언하
면서 절정에 이르렀다.35)
그러나 양국은 2002년 4월 알마티(Almaty) 유라시아경제정상회의(Eurasian
Economic Summit)에서 가장 큰 매장지 쿠르만가지는 카자흐스탄이, 흐발린스코
예와 트랄노예는 러시아가 영유권을 갖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 달 뒤 1998
년 협정에 대한 부속협약36)이 서명되었다. 이 협약은 양국간 수정된 중간선의 지
리적 좌표들은 물론, 세 매장지의 개발 조건들도 포함하고 있다. 즉 양측은 세 매
장지들을 각각 50 대 50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간에는 아직도 몇 개의 작은 영유권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군사적 충돌의 잠재적 위기는 다른 연안국 간에도 존재한
34)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о разграничени
и дна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в целях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уверенных прав на
недропользование(Москва, 6 июля 1998 г.).
35) Бутаев(2004), ch. 4.
36) Протокола к Соглашению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о
разграничении дна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в целях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уверен
ных прав на недропользование(Москва, 13 мая 200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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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란 공군은 2001년 7월 자신의 해상국경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아제르바이잔
선박을 공격한 바 있다.37) 또한 2003년 11월에는 페르시아 만에서 카스피해로 미
사일 탑재선을 포함한 몇 척의 군함을 이동시켰다. 당시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긴
장관계에는 ‘알로프-샤르크-아라즈(Алов-Шарк-Араз)’ 유전의 영유권 갈등이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 이란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신의 군사적 잠재력
을 강화시키고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함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카스
피해의 탈군사화를 역설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
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의 영유권 갈등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상태에 머물
러 있는 것이다.
나.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패권경쟁의 무대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 미국의 전 국방장관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만일 러시아가 카스피해 지배권 장
악에 성공한다면, 이것은 NATO의 동진을 얻은 서방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승리
가 될 것이다.”38)
카스피해에 대한 미국, 유럽 국가들, 중국, 일본 등의 공통적인 이익은 우선적으
로 에너지 공급처 다각화 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카스피해 석유 및

37)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02), Caspian Sea Region: Regional Conflicts.
http://www.eia.doe.gov/cabs/caspconf.html(accessed September 1, 2010).
38) Глумсков(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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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개발 참여는 대안적인 공급처의 확보로 페르시아 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
킨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장에서는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 사이에 놓인 카스피해
가 국제 테러리즘에 맞서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통제를 확고히 하면서 이란과 러
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의 의미도 갖고 있다.
한편 카스피해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러시아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
고 있다. 특히 소련 해체 이후 나타난 지정학적 변화의 조건에서 국제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은 러시아의 영토적 통합성을 유지하
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한 전략적 이익은 분쟁
의 평화적 해결, 선린관계와 안정의 유지, 역내 협력 메커니즘의 강화에 있다.39)
터키 역시 자신의 기업들이 카스피해의 풍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의 세계시장 수출을 위한 수송
노선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수송노선에 대한 통제는 카프카즈와 중
앙아시아에 대한 터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유럽 석유 및 가스 수
송의 중심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제고시켜 유럽연합 가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40)
카스피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자신
의 대외정책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양국관계의 의미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러시아의 관계는 신뢰 및 전략적 동반자의 높은 수준에 있다.
러시아 벡터는 카자흐스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카자흐스탄과
39)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А.Медведевым 12 июля 2008 г.
40) Жизнин(2005), С.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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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간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이익의 고려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존재
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단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
다.”41)
1992년 5월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42)을 비준한 최
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1998년 7월 양국 정상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영원한 우호와
동맹에 관한 선언43)에 서명했다. 또한 2005년 1월에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 경계
획정 조약44)이 체결되면서 양국간 국경문제 또한 완전히 해결되었다. 러시아-카자
흐스탄 국경은 7,5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연속적인 육지 국경인데, 이것은
오늘날 탈소비에트 국가들간 경계 중 가장 안정적인 국경 중 하나이다.
현재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국이다. 양국의 교역량은 2005년 100억
달러, 2006년 1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그 중 70% 이상이 국경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CIS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27개 연방주체들 중 12개
가 카자흐스탄의 7개 주와 인접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카자흐스탄의 대
CIS 교역량의 75%를 차지한다. 물론 양국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석유가스 부문이다.45)
투르크메니스탄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속에서 대외적 중립노선을 택했다.
41)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 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Страт
егия вхож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в число пятидесяти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х стран мира” от
1 марта 2006 г.
42)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Москва, 25 января 1992 г.).
43) Декларация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о вечной дружбе
и союзничестве,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в XXI столетие(Москва, 6 июля 1998 г.).
44) Договор о делимитации казахстано-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Москва, 18 я
нваря 2005 г.).
45) Ешаманов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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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영구중립’ 결의안이 채택되
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노선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46) 투르크메니스탄이
영구중립 지위를 획득하려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에서 전개된
복잡한 국내 정치상황, 특히 체첸 전쟁이었다. 카스피해 맞은편 해안에서 벌어진
전쟁을 목도하면서 중앙아시아의 권력 엘리트들은 자국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연방의 부활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47) 이 때문에 독재권력을 확립하고자 했던 대
통령 니야조프는 대외적 고립을 선택했고, 대신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에너
지 자원, 특히 가스 자원을 이용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
정을 이루고자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미국과의 오랜 대립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상태에 놓인 이란과 특별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이다. 2003년
대통령 니야조프는 “우리는 이란 인민과 상호 의심이 없는 형제적 관계를 갖고
있다”며 양국의 우호를 자랑한 바 있다. 2006년 현재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의
교역량은 약 14억 달러로,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어 러시아 다음으로 중요
한 교역국이다. 이란은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석유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이미
1990년대 말에 절반 이상을 수입했으며,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가스협력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7년과 2010년 양국을 연결하는
두 개의 가스관이 개통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수많은 이란 기업들의 대표부
와 이란의 원조하에 건설된 산업 기반시설들이 존재한다. 또한 1996년 5월에는
이란의 원조로 양국을 연결하는 테드-세라흐스-메시헤드(Теджен-Серахс-Мешхед)
46)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50/80[A] Permanent neutrality
of Turkmenistan.
47) Куртов(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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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선이 개통되어 투르크메니스탄을 중동으로 보다 가깝게 연결하는 지름길이
열렸다.48)
독립 직후부터 니야조프 대통령과 당시 이란 대통령 라프산자니(Akbar Hashemi
Rafsanjani)가 한 해에도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양국의 정치적 관계도
급속도로 발전했다. 1997년 대통령이 된 하타미(Sayyid Mohammad Khatami) 역
시 취임 후 자신의 첫 해외 방문지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선택한 바 있다. 양국 정상
회담의 주제는 주로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정치적 문제
해결에서도 이란의 협조를 얻고자 노력했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패권경쟁 속에서 두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외정책적 대응
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인접국인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대외
정책의 우선과제로 설정한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 대외적 중립노선을 선택하는
대신 인접국 이란과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이다.

Ⅲ. 카스피해 경계획정 문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1. 문제의 원인
1556년 카스피해 북쪽 해안에 위치했던 아스트라한 칸국(Astrakhan Khanate)
이 이반 4세에 의해 점령되면서 러시아가 카스피해에 진출했다. 1569년 제1차 러시
아-터키 전쟁 결과 북부 해안이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었지만, 카스피해 전체에
48) Месамед(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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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배권이 확고해진 것은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의 페르시아 원정(1722~23년)
과 19세기 초 러시아-페르시아 전쟁(1804~13년, 1826~28년) 이후였다. 러시아는
1723년 페테르부르크 조약(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оговор)과 1729년 레시트 조약(Решт
ский договор)으로 카스피해에 대한 지배권을 페르시아와 분할했고, 1813년 굴리
스탄 조약(Гюлистанский договор)과 1828년 투르만차이 조약(Турманчайский д
оговор)으로 마침내 카스피해 전체에 대한 독점적인 지정학적 통제권을 확보했다.
즉 양 조약에 따라 러시아와 페르시아 무역선에 동등한 항해의 권리가 부여되었지
만, 러시아를 제외한 어떤 강대국도 카스피해에 해군을 배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세기 말 러시아의 법률가이자 외교관인 마르텐스는 당시 카스피해의 지
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이 바다는 공해와는 완전히 다른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바다는 같은 국가의 영토적 지배[영토]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
라, 대양과 어떠한 연결도 없다. 이것들은 한 국가의 지배하에 있으며, 그 국가의
경계 안에 위치하고 있는 내해다. 이러한 근거에서... 카스피해도 내해이다. 비록
그것이 러시아와 페르시아에 속하는 연안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러시아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49)
20세기 초 볼셰비키 혁명과 제정러시아의 붕괴는 카스피해의 지위를 다시 변화
시켰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던 러시아와 페르시아 간의
모든 조약을 폐기하고 카스피해에 대한 독점적 권리 또한 포기했다. 소비에트 러시
아와 페르시아가 체결한 1921년 조약, 그리고 소련과 이란이 체결한 1935년과
1940년 조약은 카스피해를 ‘소련과 이란 공동의 바다’로 규정하고, 항해와 어업을
포함한 모든 해양활동에서 양국에는 동등하고 제3국에는 배타적인 권리를 선언했

49) Мартенс(1904), С. 385; Эжиев(2007), С. 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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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양국은 10해리 범위의 어업구역을 제외하고 어떠한 해안경계도 설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940년 조약에서 카스피해 전체에 대한 양국의 자유로운 어업권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10해리 어업구역은 최소한의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에 불
과했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육지 국경을 직선으로 연장한 이른바 ‘아스
트라-가산쿨리(Астра-Гасан-Кули)’ 선은 소련 국내법에 의해 또한 암묵적으로 사
실상 소련과 이란의 경계선으로 인식되었다. 카스피해에 분명한 경계를 획정하지
않고 공동이용을 선언한 양국의 합의는 반세기 이상 카스피해에 평화와 안정을 가
져왔으나, 20세기 말 소련 해체 이후 연안국들간의 경계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2. 바다와 호수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과 경계획정의 원칙
소련 해체 이후 연안국들간 경계획정 논쟁에서 가장 큰 이슈는 카스피해의 법
적 지위 문제였다. 다시 말해 ‘카스피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에 대한 논쟁이었
다.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연안국들간의 경계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물론 카스피해
법적 지위 논쟁의 본질에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그에 따른 각국의 입장 대
립이 있었다. 그러나 갈등의 양상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법적 지위 문제를 중심
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
구된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면적이나 염도가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50) Бутаев(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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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둘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대양(Ocean: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과의 연결 여부이다. 바다는 반드시 대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
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22조에 따르면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는 둘 이상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좁은 배출구를 통해 다른 바다 또는 대양과 연결되거나, 또는 둘 이상 연안국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완전히 또는 주로 구성되는 만(gulf), 해분(basin) 또
는 바다(sea)를 의미한다.”51)
호수를 규정하는 국제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대양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강과 운하는 해
양법 규범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양으로 연결되는 수역 역시
호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연안국들의
합의에 의해 바다의 지위 선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
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바다의 경계획정에서는 영해(territorial sea),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공해(high sea) 등의 개념이 적용된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으로서,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범위에서 결정된다. 이때 연안국의 주권은 영
해의 상공, 해저 및 지하에도 미친다. 해역의 폭이 24해리 이하인 경우에는 양국의
합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하되, 일반적으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배타적 경제수
역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에 대
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으로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해역에서는 제3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항행, 상공비행, 해

51) 이에 근거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아조프 해(Sea of Azov)는 바다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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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선 및 도관 부설, 이에 부수되는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 공해는 내
수와 영해를 제외한 모든 해역으로서, 어느 국가의 주권하에도 들어가지 않고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는 해역을 말한다.
따라서 바다의 경계를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
해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해역의
폭이 24해리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선 원칙(median line principle)’을 따른다.
1958년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중간선은 두 국가의 기선(基線)들로부터 동일한 거
리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
된 중간선(modified median line)을 사용한다. 이는 해안선이 복잡하여 중간선의
정확한 획정이 어렵거나 영유권 논쟁 중인 도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석유 또
는 가스 매장지가 중간선 사이에 걸쳐 있을 때도 공동개발 또는 지분분할 등을 전
제로 통상 수정된 중간선을 사용한다. 중간선을 적용하지 않는 다른 경계획정 방법
으로는 위도 및 경도선 이용 방법, 도서 주위에 독립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엔클레
이브(enclave) 방법 등이 있다. 또한 해안선의 길이에 따라 해양공간의 면적을 분
할하는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 등도 사용된다.
그러나 둘 이상 국가의 경계가 교차하는 경계호수는 해양법 협약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연안국들의 내수로 분류된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경계호수의 법
적 레짐 설정은 연안국들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 경계호수의 법적 레짐은 연안국
전체의 합의하에 공동이용 또는 경계설정을 통한 국가별 영역 분할의 두 가지 방
식으로 설정된다. 국가별 영역 분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중간선의 원
칙 또는 수정된 중간선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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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안국들간 경계문제 논의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이 지역에는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이 형성되었다. 카
스피해 연안에는 소련의 법적 계승자인 러시아와 이란 외에 3개의 신생독립국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출현했다. 이들에 있어 카스피해 에
너지 자원의 개발은 대외적으로 정치적 독립 강화, 대내적으로 독자적인 경제발전
의 주요한 기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변경 및 경계획정
논의는 시급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서방의 자원개발 참여를 저지하고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
해 카스피해 경계문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는 1991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CIS 회원국 전체가 소련의 모든 조약 및 협정에 기초한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약속했기 때문에 카스피해에 관한 소련-이란 조약들 역시 법적으로 유효하
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연안국들의 합의에 의한 새로운 지위 규정까지 과거의 법
적 레짐(1921, 1941년 조약 등)을 준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신생독립국들은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아제르바이잔을 선두로 각자 카스피해에 자국의 영역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1996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 컨퍼
런스에서 공동이용 레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즉 카스피해를 연안 5개
국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다른 국가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이용 및 개발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카스피해 중심부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서방의 개입(자원개발과 송유관 건설 등)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
만,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은 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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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은 가장 적극적으로 카스피해의 완전한 섹터 분할을 주장한 국가
였다.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제안된 카스피해 법적 지위에 대한 최초의 협약안에는
“카스피해(경계호수)는 연안국들의 분리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인 주권적 섹터
들로 분할된다”고 명시되었다.52)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1994년 10월 대통령 알
리예프는 러시아 외무장관 코지레프(Andrey Kozyrev)와의 면담에서 1970년 소련
석유가스산업부에 의한 카스피해 관할구역 설정을 지적한 바 있다.53) 1994년 9월
에는 이른바 ‘아제르바이잔 섹터’에서의 유전개발을 위해 BP, 엑손모빌
(ExxonMobil), 스탯오일(Statoil) 등 서방의 메이저 석유기업들과 이른바 ‘세기의
계약(the contract of the century)’이 체결되면서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일
방적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이듬해인 1995년 11월
연안국 중 유일하게 헌법에 카스피해의 자국 섹터를 자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규정
했다.54) 이러한 조치는 서방 기업들의 자국 섹터 투자 및 개발에 보다 확고한 법
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55)
이러한 아제르바이잔의 행보는 카자흐스탄의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 1994년 뉴
욕을 방문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알리예프는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고집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전
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언급

52) Эжиев(2007), С. 99.
53) Suprun(1994), p. 14.
54) 아제르바이잔 헌법 11조(영토) 2항은 다음과 같다. “아제르바이잔의 내수, 카스피해(호수) 섹터,
영공은 모두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구성부분이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55) 한편 섹터 분할안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단호한 입장 뒤에 미국의 지지가 있었다. 1997년 6월
미국 대통령 CIS 담당 특별보좌관 제임스 콜린즈는 “아제르바이잔은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카스
피해의 섹터분할 원칙을 앞으로도 견결하게 고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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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56) 카자흐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러시아가 제안한 공동이용 원칙
에 반대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해의 지위를 ‘경계호수’로 규정했다면,
카자흐스탄은 그것을 ‘폐쇄해’로 보았다.
따라서 1993년 카자흐스탄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12해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제안했다.57) 이에 따르면, 카스피해의 해안간 폭이 충분
히 넓지 못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 설정될 것이고,
각국 해안에서 12해리 범위를 제외한 모든 수역에서 제3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
의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 전선 및 도관 부설, 학술연구 수행 등이 허용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4년에는 카스피해를 ‘호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내수로
다시 규정하면서, ‘바닥은 국가별 섹터로 분할하지만, 수역은 공동 이용한다’는 새
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당시 외무차관 기즈자토프(Vyacheslav Gizzatov)는 “카스
피해 바닥과 토층은 연안국들간에 분할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바다 영역에서
국가적 관할권과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련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될 것이
다”58)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입장은 카스피해 지위 문제를 우회하여 연안국들간에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카스피해를 아제르바이잔의
주장대로 ‘경계호수’로 규정할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누렸던 항행과 어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고, ‘바다’안을 고수할 경우에는 카스피해 수역에 대한 통제
를 원하는 러시아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56) “Aliyev: Position on Caspian Sea Status ‘Will Not Change’.” Turan(October 26,
1995) in FBIS-SOV-95-209(October 30, 1995), p. 74.
57) 1994년 1월 ‘카스피해 카자흐스탄 섹터의 석유가스 잠재력 평가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에 관한’
대통령령 1517호가 발표되었다.
58) Гиззатов(1994), С.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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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문제 및 경계획정 논쟁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초기입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보다 신중한 행동이 요구되는 중립국
의 지위에서 기인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1993년 10월 투르크메니스탄은 일방적
으로 12해리 영해를 선언하는 국경법을 통과시키면서 카스피해가 ‘바다’라는 카자
흐스탄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했다.59)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카스피해 공동이용 레
짐 안을 지지하면서 ‘섹터’라는 말 대신 ‘대륙붕’이라는 용어를 공식 문서에 사용
하기 시작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과의 영유권 논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카스피해
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견지했다.
1996년 11월 카스피해 연안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았다. 광물자원에 대한 각국의 배타적 관할
구역으로서 해안에서 45해리 범위의 국가별 섹터를 설정하고, 중심부 바닥(20~90
해리)은 5개 연안국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1997년 초에는 45해리 너머에서 각국이 이미 개발하고 있는 매장지에 대한 관할
권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카자흐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 소련 해체 이후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것은 이란이
었다. 1992년 초부터 이란은 카스피해 자원의 공동개발과 지역기구 창설을 적극
제안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카스피해가 ‘중간선 원칙’에 따라 국가별 섹터로 분할
될 경우 가장 적은 몫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었다.60)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세
기의 계약’ 체결과 미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 등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더 이상 기
59) Mehdiyoun(2000), p. 187.
60) ‘중간선 원칙’에 따른 섹터 분할로 각국이 차지하게 될 카스피해 바닥 면적의 대략적 비율은 러시
아 18.7%, 아제르바이잔 19.5%, 카자흐스탄 29.6%, 투르크메니스탄 18.7%, 이란 13.5%이다.

226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계획정 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존의 입장에 머무를 수만은 없게 되었다.
연안국들간의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1990년대 말 러시아는 카자
흐스탄이 제안한 ‘바닥 분할, 수역 공동이용’ 안을 전격 수용하게 되었다. 1998년 1월
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성명에는 “항행의 자유, 합의된 어업 규범들과 환경보호 보
장을 포함하는 수면의 공동이용 유지 시 카스피해 바닥의 공평한 분할 조건에서
컨센서스 달성을 찾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었다. 뒤이어 7월에는 21세기를 지향하
는 영원한 우호와 동맹에 관한 선언61)과 함께, 토층 이용의 주권적 권리 실현을
위한 카스피해 북부 바닥 경계획정 협정62)이 서명되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중
간선을 따라 바닥 경계를 획정하되, 도서나 지질학적 구조 등 특별한 환경도 고려
하는 ‘수정된 중간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
보다도 연안국들과 서방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카스피해 경계획정 문제의
장기화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방 메이
저 석유기업들의 경쟁적인 진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참여 제한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카스피해 경계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을 때,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도 일련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었다. 1998년 7월 이란-투르
크메니스탄 공동성명에서는 “연안국들간 섹터 분할의 경우 평등과 카스피해 자원
의 공평한 이용 원칙이 기초에 놓여야 함”이 선언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공동이용

61) Декларация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о вечной дружб
е и союзничестве,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в XXI столетие(Москва, 6 июля 1998 г.).
62)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о разграничени
и дна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в целях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уверенных прав на
недропользование(Москва, 6 июля 1998 г.).

22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레짐 주장에서 후퇴하여 섹터 분할에 기초한 법적 레짐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이란
의 입장 변화를 의미했다. 이란은 1998년 러시아-카자흐스탄 협정의 내용에 불만
을 표시하며, 카스피해를 카스피해의 바닥과 수역 전체를 20%의 동등한 다섯 개
섹터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200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란 외무장관 하라지(Kamal Kharazi)는 이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다.
“이란은 공동이용 레짐을(…) 법적 지위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간주
하지만, 분할 해결의 경우 최소한 20%의 공평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모든 연안국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채택되는 카스피해 법적 지위 규정까지 외국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에 카스피해 공간에서 석유영역의 활동 수행(개발, 채취, 수
송 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63)
이란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러시아-카자흐스탄이 합의한 중간선 기준의
섹터 분할의 경우 연안국들 중 가장 작은 몫인 13.5%에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
라,64) 이른바 ‘이란 섹터’의 토층에 확인된 석유매장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인접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이란의 구상대로라면 자
신의 섹터도 약간 확대되기는 하지만, 풍부한 매장지들을 이란에게 넘겨주어야 했
다. 중간선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넓은 섹터를 차지할 카자흐스탄 역시 이 제안에
반대했다.
1990년대 말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타협은 아제르바이잔의 입장 변화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제르바이잔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합의한 ‘바닥 분할,
수역 공동이용’ 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1년 1월 푸틴 대통령은 바쿠를

63) Эжиев(2007), С. 111.
64) 이란의 제안대로 분할할 경우 이란의 영역은 약 22,30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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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알리예프 대통령과 카스피해에서 협력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65)을 발표했
으며, 그 이듬해 9월에는 ‘중간선 원칙’에 입각한 카스피해 바닥 인접구역 경계획
정 협정에 서명했다.66) 2001년 11월 모스크바 CIS 정상회의에서는 아제르바이잔
과 카자흐스탄 간 카스피해 바닥 경계획정 협정67)이 서명되었다. 2003년 5월 마
침내 카스피해 바닥 인접구역 경계획정선 교차점에 관한 3자 협정68)이 서명됨으
로써 카스피해 북부 3개국간 경계획정이 최종 마무리되었다. 전체 5개국 중 3개국
이 ‘바닥 분할, 수역 공동이용’ 안에 합의하자, 남은 것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
의 선택이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에도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제르바이잔이 영유
권 논쟁 중인 아제리, 치락 등 유전 개발을 계속하자 투르크메니스탄은 더 이상 공
동이용 레짐 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 1월
외무장관 보리스 시크무라도프(Boris Şyhmyradow)는 “카스피해는 섹터로도 나눌
수 있고, … 각국의 45해리 지역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중립화할 수도 있다. 두 개
의 안에 우리는 모두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즉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가 이전
에 제안했던 45해리 관할구역 안,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이 제안했던 섹터 분

65)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прин
цип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Каспийском море(Баку, 9 января 2001 г.).
66) “Визит Г. А. Алиева в Росс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октябрь 2002 г.
http://www.mid.ru/dip_vest.nsf/99b2ddc4f717c733c32567370042ee43/714ef4e91e0bde
42c3256c86002af66e?OpenDocument(accessed August 26, 2010).
67)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разгра
ничении дна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Ре
спубликой(Москва, 29 ноября 2001 г.).
68)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ей о точке стыка линий разграничения сопред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на Кас
пийского моря(Алматы, 14 мая 200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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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안에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섹터 분할의 경우 카스피해 안쪽 투르크메니스탄 해안으로 깊숙이 뻗어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압셰론 반도를 고려하는 중간선 설정 불가’라는 조건을 내세웠
다.69) 이는 압셰론 반도를 고려하는 중간선으로 섹터의 경계가 획정될 경우 영유
권 논쟁 중인 유전들이 아제르바이잔 섹터에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카자흐스탄이 경계획정에 합의
한 직후인 1998년 7월 투르크메니스탄-이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제안에도 찬
성했다. 2001년 12월 니야조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는데, “카자흐스탄
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도 중간선에 따른 바닥 분할을 제안하지만,
연안국들의 47해리 경제적 이익지대를 설정하되, 남은 수면은 5개국 전체의 이익
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고 언급했다.70) 즉 카스피해 바닥에 대한 국가별
섹터 분할을 지지하지만, 수면에 대해서는 12해리 영해와 35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을 설정하고, 나머지 수면은 항행을 위한 공동의 바다로 규정하자는 제안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및 경계획정에 대한
연안국들의 모든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란을 배제하는 협정 체결만은 한사
코 반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란의 손을 들어주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과 긴밀
히 연대하고 있는 이란은 여전히 연안국들간 동등한 비율의 분할이라는 자신의 원
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1년 3월 하타미(Mohammad Khatami) 대통령
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발표된 러시아-이란 공동성명에서는 이란 측의 요구로 카스

69) Hossein(2006), p. 6.
70) Бутаев(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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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법적 레짐의 완성까지 어떠한 경계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과 합의는
연안국 전체의 동의가 있을 때 효력을 갖는다는 문구가 특별히 명시되기도 했다.71)
2002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하바드에서 제1차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
의가 열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3개
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의 입장차만을 확인했을 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
다. 그나마 유일한 성과는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향후 카스피
해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니야
조프는 “문서가 서명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다”라고 의
미를 강조했지만, 아제르바이잔과의 영유권 문제 해결과 이란의 동의 없이 3개국
의 제안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72)
제2차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는 2007년 9월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렸다. 카
스피해의 법적 지위 및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또다시 어떠한 실질적인 결론도 없었
지만, 이번에는 회의를 결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73) 먼저, 모든 연안국들은
카스피해를 평화적 목적에서 이용하며, 모든 문제들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
는데 합의했다. 또한 역내 안보의 상호 신뢰와 안정을 조성 및 강화하고, 상호관계

71) 그러나 이에 대한 러시아의 진심은 2001년 11월 카스피해 문제에 관한 대통령 특별대표 빅토르
칼류즈니이(Виктор Калюжный)에 의해 공개되었다. “만일 오늘이 1997년이라면 이란의 제안
이 충분히(경계획정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미 복잡해
졌다. 우선 1998, 2000년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대통령들은 카스피해 경계획정의 다른 원칙이
명시된 양자간 문서에 서명했고, 2001년 1월에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들에 의해 유사한
문서가 서명되었다. 국제법은 이 문서들의 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Бутаев(2004).
72) Романова(2002); “Президенты н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татусе Каспия.” BBC RUSSIAN.com,
16 октября 2007 г. http://news.bbc.co.uk/hi/russian/international/newsid_7046000/
7046453.stm(accessed October 10, 2010).
73) Итоговая Декларация саммита прикасп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в Тегеране(Тегеран, 16 октя
бря 2007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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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는 데 노력하며, 다른 국가(제3국)들이 연안국 중 하나
를 침략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토 이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논의에 일정한 성과가 있
었다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나자르바예프 역시 “아시하바드 1차 정상회의 결과 우리는 그 어떠한 합의에도 도
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늘 많은 것이 합의된 문서가 서명되었다”고 자
평했다.74) 그러나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한 이들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의
내용에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및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2009년 9월 카자흐스탄의 악타우에서는 카스피해 경계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
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4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초청되지 않은 이란의 항의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역내 안보 및 경제협력으
로 의제가 제한되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문제도
분명히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회의의 주된 목적이 이란을 배제한
상태에서 3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설득하는 데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란은 자신이 배제된 정상회의의 어떠한 결정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반발하
며 정상회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결국 당시 정상회의는 협의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으며, 공식문서에 대한 어떠한 서명도 제안되지 못했다.75)

74) “Следующий саммит стран Каспия пройдет в Азербайджане.” kvkz.ru, 16 октября
2007 г. http://kvkz.ru/2007/10/16/sledujushhijj-sammit-stran-kaspija.html(accessed
October 10, 2010).
75) “Почему не удается поделить Каспийское море? Итоги саммита в Актау.” Радио Сво
бода, 15 сентября 2009 г. http://www.svobodanews.ru/content/transcript/ 1824493.html
(accessed October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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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초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했다. 정
상회의 직후에 있었던 공동기자회견에서 일함 알리예프는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
의를 2011년으로 연기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 안에 바쿠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언
급했다.76) 이는 메드베데프와의 정상회의에서 날짜와 의제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남은 것은 나머지 3개국,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의 동의
여부다. 만일 이들이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해를 넘기더라도 카스피해 경계획정 문
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안국들간 경계문제 논의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을 정
리해보면,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초 러시아가 제안한 공동이용 원칙을 거부했지
만, ‘바닥 섹터 분할, 수역 공동이용’ 안을 제시하여 1990년대 말 러시아와의 타협
을 이끌어냈고, 여기에 아제르바이잔을 합류시키면서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문제
및 경계획정 문제의 장기화를 막으려 노력했다.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 1990년대
초에는 공동이용 원칙을 지지했지만, 1990년대 말 섹터 분할이 불가피해지자 이를
수용하면서도 압셰론 반도를 고려하는 중간선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자는 이란의 입장도 지지하면서, 이란을 배제한 협상에 반대하고 있
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러한 입장은 이란의 완강한 태도와 함께 카스피해 경계획
정 문제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76) “Оценка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и прикасп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в сент
ябре 2010 года.” Каспийский фактор, 8 октября 2010 г.
http://www.casfactor.com/rus/editor/13.html(accessed October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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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소련 해체 후 신생독립국이 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두 중앙아시아 국
가들에 있어 카스피해는 복잡한 지정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먼저 지경학적 측면
에서 카스피해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 경제발전 및 정치안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국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그러나 카스피해의 불균등한 자원분포로 인해 양국이 처한 입장에는 차
이가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해안 근처에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투르크메니스탄 근해에는 기대만큼의 매장량이 없었다. 오히려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어서는 내륙에 매장된 풍부한 가스 개발이 더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다.
또한 카스피해가 대외교역의 확대를 가로막는 지리적 장애로 작용하여 사실상
내륙국인 두 나라는 석유 및 가스 수출 경로를 주변국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
다. 이 때문에 양국은 한편으로 대안적 노선 건설을 추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
접국들과의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자신의 지리적 위치
에 따라 러시아 통과 노선의 확대와 카스피해 횡단 노선의 개발에 집중했고, 투르
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의 영유권 논쟁으로 인해 카스피해 횡단 노선을 포기
하고 페르시아만으로 연결되는 이란 통과 노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우선 카스피해 자원 매장지들에 대한 영유권 논쟁은 역내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양국은 신속한 타협 또는 군사력 증강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영유권 논쟁을 신속하고 성
공적으로 마무리한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아제르바이잔과의 논쟁을 해결
하지 못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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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는 또한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통제의 축으로서 강대국들(미국, 러시
아, 중국, 이란, 터키 등)의 지정학적 패권경쟁의 무대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양
국은 우선적으로 인접국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데, 카자흐스탄은
인접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투르크메니
스탄은 대외적 고립 또는 중립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란과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강
화하고 있다.
지경학적ㆍ안보적 차원에서 양국의 처한 다른 입장은 연안국들간 카스피해 경
계문제 논의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가 연안국들간 입장 대립에 의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바닥 섹
터 분할, 수역 공동이용’ 안을 러시아와 합의하고, 여기에 아제르바이잔을 합류시
키면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아제르바이잔처럼 카자흐스탄도 해안
근처에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별 바닥 섹터 분할에 대
한 조속한 합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원개발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안
적 석유수출 경로 중 하나인 카스피해 횡단 노선 건설 역시 경계문제에 대한 연안
국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자
원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 논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역내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경
계문제 논의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경계문제 논의과정 전반에 걸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카스피해가 아닌 내륙의 가스자원 개발이 더 중
요한 과제였고, 대안적 가스수출 경로에 있어서도 카스피해 횡단 노선이 아닌 이란
통과 노선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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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중간선에 따른 국가별 섹터 분할에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고, 인접국인 이란과의 우호관계 때문에 이란을 배제한 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카스피해 경계 문제의 해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표 1.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특징과 의미,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특징

지경학적
측면

안보적
측면

경계획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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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과 정치안정
막대한 에너지 자원
해안 근처에 막대한 내륙에 막대한 가스
을 위해 적극적인
의 불균등한 분포
석유 매장량 보유
매장량 보유
자원개발 필요
자원수출 경로 의존
직접적인 대외교역을 으로 인해 대안노선 러시아 통과 노선 횡단 노선 포기, 이란
막는 지리적 장애 개발 및 인접국들과 확대, 횡단 노선 개발 통과 노선 개발
협조 필요
영유권 논쟁 지속

안보적 불안정 요인
아제르바이잔과 논쟁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
으로서 군사력 강화
지속으로 군사적
타협
또는 타협 필요
대치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인접국들과 우호적 인접한 러시아와 우호 인접한 이란과 우호
패권경쟁
관계 필요
적 관계
적 관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공동이용에서 이란과
과 ‘바닥 분할, 수역
의 공조로 변화
공동이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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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1년 독립 당시부터 14년간 장기 집권해온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이하 키르기
스스탄)1)의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정권은 2005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 이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슬라브학보, 제25권 4호(2010년 겨울호)에 게재되
었습니다.
1)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동경 75° 00", 북위 41° 00")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멀
고 깊은 오지라고 해서 ‘최심국’이라고 불린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면적(19,8500㎢)
이 가장 작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인구는 2009년 기준 534만 5천여 명이며, 종족은 키르기스 인
(64.9%)과 우즈베크 인(13.8%), 러시아 인(12.5%) 등이며, 이슬람 인구가 75%에 달한다. 1인
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2,180달러, 수출입 규모는 2007년 기준 약 35억 5천 달러이다
(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326091/Kyrgyzstan(accessed June 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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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키르기스스탄의 야권과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아카예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
였다. 2005년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하였던 정치변동의 결과 아카예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당시 야당 총수였던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가 같은 해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결과적으로 1991년 소연방 붕괴와
함께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소국 키르기스스탄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에 이어 2005년 ‘레몬혁명’을 일으켜 구소연방 국
가들 가운데 세 번째로 시민혁명을 통해 독재체제를 타도한 국가가 되었다.2)
그러나 2005년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집권 후에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언론과
야당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으며,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기대하였던 국민들은 계
속되는 경제난과 부정부패 등으로 인하여 바키예프 정권에 실망하게 된다. 2010년
초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공공요금까지 대폭 인상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다시 비등
해졌다. 마침내 2010년 4월 6일과 7일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는 반
정부 시위가 키르기스스탄 수도와 지방에서 발생하였고, 수도 비슈케크에서 경찰
이 정부 청사로 몰려드는 수천 명의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
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2010년 봄 키르기스스탄의 반정부 시위는 많은
사상자를 내며 소요사태 이틀 만에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국외탈출과 망명 그리고
오툰바예바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2010년 4월 초 이후 현재까지(2010년 10월 말) 키르기스스탄의 오툰바예바 신
정부는 정국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여전히 키르기

2) 당시 아카예프의 독재에 반발하는 시위 군중이 변화의 상징으로 노란색 레몬을 들고 다닌 데에서
‘레몬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레몬혁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Pavlovski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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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탄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 뿌리 깊은 지역갈등과 민족갈등, 그리고 10월
총선 후 불안정한 정국의 지속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러시아와
미국 등에서 국제적인 지지와 원조를 획득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인 당면과제에 부
딪히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봄 발생한 키르기스스탄의 국내 정치변동의 주요 원인과 결
과 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1세기 유라시아
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그 전략적인 가치가 국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앙아
시아 지역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에서 2010년 4월 발생한 급격한 정치변동에 대
한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탈냉전시대 키르
기스스탄의 ‘민주화’ 또는 ‘정치변동’에 대하여서만 전문적으로 연구 조사한 국내
외 연구 논문은 수적으로 소수이거나 찾아보기 쉽지 않다.3) 특히 2010년 봄 발생
한 최근의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논문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91년 독립 이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키르
기스스탄의 정치발전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서 2010년 봄 발생한 급격한 정치변
동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은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유럽/카프카스 지역 구소연방 국가들인 벨로루
시,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의 정치적 변동과 특징 등을 논의할 때 일부분으로 분
석되거나 또는 ‘비교연구’4)되어왔다. 따라서 그동안 카르기즈스탄에 대한 연구는
3) 키르기스스탄 정치체제와 2005년 레몬혁명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참고. 서유림 & 신형곤
(2009), pp. 65~87.
4) 다음을 참고. 안성호(2008), pp. 237~260; 윤영민(2010), pp. 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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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로서 연구된 것으로 키르기스스탄 자체에 대한 심화연구라
고 하기 어렵다.5)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으로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정치발전과 정
치변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자 한다.6) 왜냐하면 탈냉전시대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인 발전과 문제점 등은
2010년 4월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격변 사태를 기점으로 다시 평가되고 재조명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탈
냉전시대 제3세계에서 성공한 민주화(시민혁명)이 상당한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재
차 새로운 정치변동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 등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색깔혁명’ 등 키르기스스탄과 유사한 정치상황을 경험한 국가들의 향후
정치발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의 국내 정치변동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반응
(reaction)’을 주요 사안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탈냉전시대에도 키르기스스탄의 외
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여전히 러시아 연방이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의 국내 정
치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러시아 연방이다. 이
러한 사실은 키르기스스탄의 급격한 국내 정치변동을 이해할 때 러시아 연방의 그
것에 대한 반응과 역할 등을 동시에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2010년
4월 유혈사태로 키르기스스탄 정국이 불투명해지자 중앙아시아의 강대국들인 러시

5)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로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를 다룬 논문은 다음을 참고. 엄구호(2009),
pp. 181~218; 박창규(2006), pp. 79~110; Peter Kokaisl(2008).
6)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의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보다는 2010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변동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반응을 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
탕으로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ㆍ외교 이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쟁과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정치ㆍ외교 이슈에 대한 최근의 국내연구는 다음을 참고. 황성우
(2010), pp. 477~497; 강봉구(2009.6), pp. 171~204; 강봉구(2009.5), pp. 1~30; 김인
(2007), pp. 79~93; 이문영(2005), pp. 735~759; 서유림 & 신형곤(2009), pp. 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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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국, 그리고 미국 등은 키르기스스탄 사태 추이를 주시하였다. 그중에서도 특
히 러시아 연방은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급격한 정치변동에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반응하였다. 구소연방 국가의 일원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탈냉
전시대 러시아 연방의 대CIS 외교정책과 목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대키르기스스탄 정책과 목적 그리고 키르기
스스탄의 대러시아 정책과 목적 등도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
(키르기스스탄-러시아)간 관계발전을 ‘쌍무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의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보며 분석하고자 한다.7)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이론적인 틀이나 연구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
한 연구방법(multilateral or open-ended research)’으로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한
다. 하나의 개념과 이론을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 목적을 고찰하고 분석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발전 과정을 독립 이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정치변동을 중심으로 각 정권(regime)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키르기스스탄 국내 정치변동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반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키르기스스탄 오툰바예
바 신정부가 향후 정국안정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
하여 간략한 전망하고자 한다.

7) 기존 키르기스스탄의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장병옥(2000), pp. 41~67; 강봉구
(2009.06), pp. 171~204; 김인(2007), pp. 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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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발전과 정치변동
21세기 들어 구소연방 국가들에서 소위 ‘색깔혁명’8)(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 등)으로
불리는 정치발전 내지 민주화(시민혁명)가 도미노식으로 진행되어 왔다.9) 주지하
다시피 탈냉전시대 구소연방 국가들은 여전히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측면 등에서
‘유사성(similarity)’과 ‘연대성(solidarity)’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소연방의 어
느 특정 국가에서의 급격한 ‘정치변동’ 또는 민주화 발전은 인근 구소연방 국가들
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4월 발생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은 향후 여타 구소연방 국가들의 정치적 발전에 직간접적
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미 2010년 6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자신을 ‘국가지도자’로 예우하는 법안(국가지도자 법안)을 거부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국가지도자’ 법안은 인접국인 키르기스스탄 바키예프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2010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서
명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 이 법안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
평생 동안 형사상 소추면책과 사유재산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재산을 박탈당한 바키예프 전 대통령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
라는 관측을 제기하였다.10)

8) Lane and White(2010); Hale(2008), pp. 1-25; 윤영민(2010), pp. 59~74; 황성우(2010),
pp. 477~497.
9) 탈냉전시대 구공산국가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임경훈(2003), pp. 477~494;
McFaul(1993).
10) 연합뉴스, 201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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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연방 붕괴 이후 1990년 대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발전은 기타
인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로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하였다.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2000년대 들어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민주화
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인근 국가들에 비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냈
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11) 소위 ‘레몬혁명’으로 불리는 2005년의 정치적 변동
은 키르기스스탄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며 1990년대 나타
났던 부정부패, 경제적 낙후성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갈구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레몬혁명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여망인 공정
한 사회ㆍ경제적 발전 등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다시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에 의
하여 키르기스스탄 정국은 2010년 4월 이후 현재(2010년 10월 말) 극심한 정치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1. 키르기스스탄의 독립과 아카예프 정권
1990년대 키르기스스탄은 다른 구소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체제전환
기를 경험하였다. 당시 키르기스스탄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1990년대 급격한 공산체
제의 붕괴와 ‘소비에트의 유산(Soviet legacy)’은 키르기스스탄이 시민사회를 건설
하는 데 심리적ㆍ가치관적으로 장애가 되는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1990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물리학자인 아카예프가 민주화 운동의
11) 1990년대 키르기스스탄의 민주발전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다음을 참고. Anderso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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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공산당 지도자인 마살리에프를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1년 8월 31일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키르기스스탄의 첫 대통령 또한 아카예프
였다. 키르기스스탄 헌법은 1993년 5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2003년 아카예프 대
통령의 제안으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개정되었다.
1990년 독립 후 처음 2년여 동안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거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오아시스’라는 명성을 누렸다. 이에 따라, 아카예프의 키
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신생독립국 중에서 향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가장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나라로 지목되곤 했다. 아카예프의 자유주의 정책들은
야당이 존재하는 가운데 언론의 자유 및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노력과 더불어 표면
상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적 이미지를 강하게 해주었다.12) 이러한 배경 아래 키르기
스스탄 정부는 1990년대 초기부터 무역자유화 정책을 시작했으며, 1998년에는
CIS 국가들 가운데에 처음으로 WTO에 가입하였다.
아카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소비에트 지배하의 사회주의 정치적 및 경
제적 구체제의 잔재를 급속하게 해체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즉 정치권력이 중앙 집
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언론의 자유, 정치결사의 자유, 그리
고 시장경제를 장려함으로써 시민사회를 향하여 나갔다. 결과적으로 아카예프의
개혁정책은 서방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1993년에는 서방이 키르기스스탄의 민주
주의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약 5억 달러의 차관에 보증을 서는 긍정적인 결
과를 이루어냈다.13)
키르기스스탄에 최초로 등장한 독자적인 정당은 ‘키르기스스탄 민주운동
12) 한편 장병옥은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적 원리의 뿌리는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유산에서도 찾을 수 있
다고 주장한다(장병옥 2005, p. 46).
13) Huskey(1997), p. 242.

250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2010년 정치변동과 러시아 연방

(DDK)’이었다. DDK 지도자들은 첫 번째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키르기스스탄 공
산당(KPSU)의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결과적으로 DDK는 새로운 정
치적 단체의 결성에 자극을 주었고, ‘아사바’, ‘에르킨 키르기스스탄(자유 키르기스
스탄)’, ‘아타-메켄’, ‘사회민주당’, ‘공화당’, ‘여성민주당’ 등 여러 정당의 창당을
가능하게 하였다. 당시 이들 정당은 특정한 성향을 지향하며 대개 저명한 정치적
인물의 보호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더불어 일부 정당은 특정한 지역적 성향을 강
하게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서 키르기스스탄 남부
정당을 창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4)
아키예프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첫째,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소연방 붕괴
이후 소련으로부터의 투입 상실로 인하여 심각하게 위축되었다.15) 냉전시대 키르
기스스탄 경제는 기본적으로 소연방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탈냉전시대의 이러한 변화는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근본적인 체제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이르면 아카예프 전 정권은 1990년대에 추진
하였던 시장경제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둘째, 아카예프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여전
히 특정한 지역의 공업과 생산에 집중되었고, 농업과 서비스업이 경제의 주요 영역
이 되었다.16) 달리 말해 1990년대 쇠퇴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를 진흥하려는 아

14) 장병옥(2005), p. 35.
15) 독립 초기 키르기스스탄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당시 경제정책은 다음을 참고. Koichuev(1996);
World Bank(1993).
16) 전통적으로 남부지역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주였고, 북부지역은 유목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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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예프의 개혁안은 완고한 의회와 첨예한 남북 지역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좌절되
었다. 이러한 결과 2000년대 초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여 산업노동자들이 농업으
로 이동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2002년 -0.2%의 성장률을 보여준 이후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6%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GDP의 50% 이상이 지하경
제로 창출되었다.17)
셋째, 아카예프의 경제개혁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키르기스
스탄의 고립적인 지정학적인 위치와 수입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구소연방 국가들
과 중국 이외의 지역과는 교역관계 발전이 지체되었다는 점이다.18) 이러한 이유로,
예를 들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1990년대 말 정점에 달했고 그 이
후에는 급격히 감소되었다.19) 그 외 1990년대의 또다른 키르기스스탄 경제문제는
러시아 인 기술자의 심각한 두뇌유출과 인접국가 타지크스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 그리고 고위관료의 부패 등에 기인하였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키르기스스탄 아카예프 전 대통령의 민주개혁은 1990년
대 중반에 이르면 새로운 위기에 이르게 되며, 소위 ‘권위주의 체제’20)로 회귀하게
된다. 먼저 1990년대 중반부터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항하여 국민투표
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채택
하기 시작하였다. 즉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말부터 점증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들을 점차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개헌을 통하여 입법부를

17) 키르기스스탄의 각종 경제수치는 다음을 참고. 한종만(2007), pp. 173~195.
18) 키르기스스탄이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그 전략적인 가치가 국제적으로 급부상한 것은
2001년 이후의 일이다. 1990년대 키르기스스탄의 대외교역은 다음을 참고. Chinaliev(2000).
19) 김 인(2007), pp. 82~83.
20)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전체주의적인 특성’, ‘씨족정치’, ‘이슬람 요소’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을 참고. 서유림 & 신형곤(2009), pp. 65~87; 박창규(2006), pp. 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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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시키면서 대통령에 권력을 집중시켰다. 나아가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국민들
과 야권의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2005년까지 대통
령 임기를 보장받았다. 키르기스스탄 의회 또한 2003년 아카예프와 그의 가족에게
종신 기소면제를 승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사법부와 입법부는 행정부
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아카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야권 탄압’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
면, 아카예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경쟁자였던 펠릭스 쿨로프가 2000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직전 투옥되었고, 2002년에는 대통령에 비판적인 베르나자로프 의회
부의장이 체포되어 대규모 항의사태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반대자들에 대한 아카
예프 전 대통령의 강한 억압은 결과적으로 정부 사퇴를 초래하였다. 또한 아카예프
정권의 고위관료 ‘부정부패’ 문제는 키르기스스탄 일반 국민들이 아카예프 전 대통
령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21)

2. 레몬혁명과 바키예프 정권의 정치발전
2005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키르기스스탄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여당이 대대적인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정부 시
위가 시작되었다.22)
아카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200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
를 앞두고 자신의 3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

21) 아카예프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Marat(2006); OECD(2005).
22)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결과 여당 59석 야당 6석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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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의 측근들은 2005년 2월 의회선거에서 압승을 만들어내려고 하였다. 국제감
시단은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선거의 1차 투표가 불공정했다고 선언하였다. 아카
예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혼란 속에서 자신과 유대관계가 취약한 지역인 남부에
서 시작된 다수 지배층의 이반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반대자에 대한 처벌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대중매체 책임자 및 대법관 등 다양한 지배층들이 반대진영에 가
담하였다. 반정부 시위 사태로 4월에 사임한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결국 2005년 5월
러시아로 망명하였다.23)
키르기스스탄 전 바키예프 대통령은 2005년 3월 총선 부정 논란으로 아카예프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고 마침내 소위 ‘레몬혁명’24)의 주역이 되었다. 키르기스스
탄 남부 잘랄라바드 출신으로 반정부 시위를 이끈 바키예프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가지고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레몬혁명의 주요
원인은 아키예프 정권의 장기 독재, 선거부정, 만연한 부패, 경제정책의 실패, 야당
탄압 및 인권 탄압, 대통령 권한의 확대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25) 레몬혁명을 비롯
한 색깔혁명의 발생과 성격에 대한 여러 시각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이것(색깔혁명)
이 CIS지역에서의 미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충돌의 연장선상에서 분석될 수 있다
는 것이다.26) 이러한 시각은 이 지역(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실제 선
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계 및 시각과 이에 대한 논쟁, 그

23) Hale(2005), pp. 157-158.
24) 키르기스스탄 북부 산악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 튤립을 혁명의 상징으로 내걸어 ‘튤립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시위군중이 레몬을 상징색으로 택하여 ‘레몬혁명’이라고도 한다.
25) 레몬혁명의 원인과 특징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Pavlovskiĭ(2005); Radnitz(2006),
pp. 132-146; 황성우(2010), pp. 477~497; 서유림 & 신형곤((2009), pp. 65~87; 윤영민
(2010), pp. 59~74.
26) 황성우(2008),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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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선거조직과 혁명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같은 대중동원 행위자에 대한 원조와
같은 사실들을 그 논점으로 삼고 있다.27) 이러한 맥락에서 2001년 12월 이후 키
르기스스탄에서 미군의 마나스 공군기지 사용은 이 지역에서 기존 세력인 러시아
와 미국의 헤게모니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레몬혁명의 특징은 키르기스스탄 시민사회가 혁명발생에 상당한 영향
력을 끼쳤으며, 시민혁명(무혈 정권교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물론
레몬혁명이 발생 초기부터 키르기스스탄 시민사회 및 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조직되어 시민혁명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시민
단체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레몬혁명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혁명의 주
동세력이 한때 키르기스스탄 지배계층에 속했었거나 연합한 이탈 엘리트라는 점이
다. 즉 혁명의 시발점이 지배 엘리트간 권력갈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레
몬혁명 후 대통령이 되는 바키예프는 아카예프 정권에서 2000~02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였고, 오툰바예바는 아카예프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과 부총리, 그리고 주미
대사 등 주요 역할을 하였다.28)
다른 색깔혁명과 레몬혁명의 유사점은 △ 기존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시위
의 동기유발로서 부정선거를 이용하였다 △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외부(서방)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 진보적인 청년운동(KelKel)이 조직되었다 △
외국의 자극과 격려에 의하여 야당세력이 단일화 되었다 △ 서방국가들에 의하여
외교적 압력이 가해졌다 △ 비폭력 저하운동을 통한 ‘시민파워(people’s power)’가
형성되었다29)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레몬혁명은 키르기스스탄 야당 지도
27) 윤영민(2010), p. 65.
28) 윤영민(2010), p. 70.
29) Heathershaw(2009), pp. 304-305(황성우 2010, p. 4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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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부정선거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인 분석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
가 있다. 더구나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은 다른 색깔혁명들보다 시민사회의 영
향과 학생운동의 역할 등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즉 키르기스스탄의 당시 반정부
세력들은 완성된 정당이나 시민사회 그룹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정치 엘리트들은
여러 가지 전술상의 이유로 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폭넓은 기반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30)
레몬혁명(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바키예프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아카
예프 전 정권 때보다 민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이다. 바키예프 정권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여망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대통령 개인에게 더 많은 권력
을 집중시키는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하였다.
바키예프 정권에서 특기할 만한 주요 정치적인 사항은 ‘국가개혁안’이다. 바키
예프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 20일 ‘국가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국가개혁안은 행
정부 인력 감축과 대통령 권한 강화 및 개각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바키예프 전
대통령이 국가개혁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2009년 7월 대통령 선거 결과31)에 대한
불복과 고질적인 부패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09년 7월 바키예프
전 대통령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재선)대통령 선거에 200여 명
의 선거감시단을 보낸 유럽안보협력기구는 해당 선거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
했다고 평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야당도 선거 결과에 불복하였다. 당시 바키예프

30) 서유림ㆍ신형곤(2009), p. 68.
31) 바키예프는 7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5명의 야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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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다. 한편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바키
예프 전 대통령은 정부 부처들의 예산 남발 등에 대하여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사실 키르기스스탄은 색깔혁명을 경험한 다른 국가(우크라이나, 그
루지아) 등에 비하여 부패 정도가 심하였다. 2009년 세계 투명성 조사에서 키르기
스스탄은 180개국 중 162번째이다.32)
2009년 10월에 공표되었던 키르기스스탄 국가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국가개혁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33) 개혁안은 대통령에 이전보
다 더욱 강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부를 신설하
고 의사결정 기구를 통합하여 국방ㆍ안보ㆍ법ㆍ경찰기관의 수장들과 외무부장관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종속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외 정책에 관한 모든 전략은 대통령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국가개혁안은 ‘행정부 구조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였다. 새로운 행정부는 14개부와
7개국으로 개편되었고, 신임총리인 우세노프는 국무위원들을 구성하였다. 동시에
개혁안은 남북 출신에 따른 지역 안배를 시도하였다.34) 즉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북부지역의 반발 해소를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국가개혁안은 ‘천연자원부’를 신
설하였다. 개혁안은 개혁을 통하여 기존 에너지부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에서 자원
부분을 분리하여 천연자원부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천연자원

32) www.freedomhouse.org 참고.
33) 이러한 현상을 ‘후견 대통령주의(patronal presidentialism)’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권력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권력이 사회 깊숙한 곳까지 작동하게 되어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34) 키르기스스탄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톈샨 산맥을 중심으로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정치성향이 확연
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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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국가개혁안은 ‘권력세
습의 기초 다지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2009년 개각을 통하
여 자신의 아들인 막심 바키예프를 개발투자혁신 총괄부 수장으로 임명하였다. 개
발투자혁신 총괄부는 대통령부 관할하에 있는 부서이다.
2009년 10월에 발표한 국가개혁안은 표면적으로는 부패에 대한 제어와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희석시키고 국가적 화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총리를
비롯한 상당수 개각 국무위원들이 이전 내각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개혁의 참신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개혁안은 키르기스스탄 의사
결정 기구를 더욱 대통령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권력집중 현상을 심화시켰다. 결
국 바키예프 전 정권은 더욱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변화하였고, 심지어 시대착오적
인 세습 부패구조를 만들려고 하였다.

Ⅲ. 키르기스스탄의 2010년 정치변동과 오툰바예바 정권의 등장
2010년 4월 7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 청사로 행진하자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으나 역
부족이었다. 시위대는 키르기스 내무부의 보안본부와 국영 방송국, 검찰청사 등 비
슈케크 곳곳에 위치한 주요 관공서를 장악했다. 시위대가 진압 경찰들을 쫓아가 무
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하는 등 상황이 점차 격화되자, 시위대에 밀리던 정부 보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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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의 주요 원인
2010년 4월 초 키르기스스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결과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국외로 급히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오툰바예바 당시 야당 당수는 과도정부의 수반
이 되었다. 2010년 봄 키르기스스탄에서 급격한 정치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정치ㆍ개혁 실패로 인한 실정’에 기인
한다.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2005년 3월 총선 부정 논란으로 아카예프 당시 키르
기스스탄 대통령을 몰아내고 소위 ‘레몬혁명’의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
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이 정쟁과 정국 혼란으로 점철되
면서 정국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을 실망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2007년
수도 비슈케크에서 수차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바키예프 전 대
통령은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대응하
였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다.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고,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
다. 그러나 외부 선거감시단은 이 총선이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서 국제적 선거 기
준에 못 미치는 투표였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바키예프 정권하에서도 키르기스스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정실인사’
가 횡행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시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정부 요직에 아들 등 친인척을 등용하였다. 특히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아들 막심
바키예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은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반정부 시위에 가세하였다. 막심 바키예프는 국가투자위원회를 만들어 국
가 대형 사업에 간여하면서 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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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바키예프 정권하에서도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난’은 지속되며 국민들의 기
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반정부 시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만성적인 전력
난과 실업난에 시달리던 키르기스스탄 서민들이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해외근로자
송금 등이 격감하는 등 생활난이 극심해지자 불만을 바키예프 정권에 분출하게 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상황은 러시아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정도로 열악
하였다. 이러한 키르기스스탄의 열악한 경제사정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
자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반정부 시위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바키예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은 2010년 봄 반정부 시위 발발의 직접
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2010년 1월부터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약 5배까
지 급격히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사회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앞서 2010년 3월 11일 동부 나린 시에서 수천 명이 공공요금 인상에 항의
하는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수도인 비슈케크에서도 2010년 3월 17일 수천 명이 시
위를 벌여 당국을 긴장시켰다.
그 외 바키예프 정권의 야당탄압, 언론탄압 등은 2010년 봄 정치변동 발생의 주
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2010년 4월 초 반정부 시위 사태로 키르기스스탄 정국은 남북 지역간 갈등 지
속과 민족갈등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키르기스스
탄 남북간 지역의 정치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슈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과 수도 비슈케크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대조
적이다. 사실 과도정부는 출범 초기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남부지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시 혼란스러운 정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었다.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고향인 키르기스스탄 남부 잘랄라바드로 피신한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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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태 초기 합법적인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완강히 저항하였다. 오툰바예바 신정
부가 정국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남부지역에서 반혁명 세력에 의한 남북간 내
전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10년 4월 반정부 시위 이후 민족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되고 있다.35) 이미 5월 19일 키르기스와 우즈베크 민족간 충돌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혈극이 발생하였다.36)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태의 배후는 친 바키예프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족간 유혈 충돌사태가 발생
한 남부 잘랄라바드에 5월 19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당시 유혈 사건을 우즈베크계와 키르기스계 간의 민족충돌로 보지 않으
며, 제3세력(바키예프와 마약세력의 음모론)에 의해 조직된 것이라고 말했다.37) 키
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6월 12일 민족분규(우즈베크계과 키르기스계)로 사회불안
이 확산됨에 따라 남부 오슈 주변지역(오슈와 인근 카라-수 및 아라반 지역)에 비
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민족분규로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2. 2010년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의 주요 결과
2010년 4월 초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정치변동의 주요 결과(2010년 10월
말 현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수도 탈출과 사임 그리고 망
35) 키르기스스탄의 민족문제에 대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장병옥(2005), pp. 30~47; 키르기스스탄의
민족갈등을 이해하려면 먼저 키르기스스탄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대한 이해를 전제
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강봉구(2009.5), pp. 1~30.
36) 연합뉴스, 2010년 5월 19일.
37) 연합뉴스, 201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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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이루어졌다. 시위 사태 후 바키예프는 정치적 기반인 남부 오슈 인근에 거처
를 마련해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2010년 4월 15일 대통령직에서 공식 사임하고 당
일 밤 급히 카자흐스탄(남부의 타라자)으로 향하였다.38) 그리고 4월 17일 바키예
프는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로 떠났다.39) 키르기스스탄 검찰은 반정부 시위로 축
출되어 벨라루스에 망명 중인 바키예프 전 대통령을 부패와 살인 연루 혐의와 관
련해 키르기스스탄에 인도해 줄 것을 벨라루스 정부에 요구하였지만, 루카셴코 벨
라루스 대통령은 바키예프의 망명을 개인적으로 보장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긴장이 격화되자 키르기스스탄에서 대사와 외교관을 철수시켰다.40)
둘째, 시위 사태 결과 과도정부가 구성되고 의회를 해산하였다. 2010년 4월 8일
야당 세력은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고 6개월 안에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야당 아크-숨카르당 지도자 테미
르 사리예프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의 구성을 알리면서 사회민주당(SDP)
당수 로자 오툰바예바41) 전 외무장관이 과도정부를 이끌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오
툰바예바는 6개월 동안 과도정부 수반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기간 내에 헌
법을 개정하고 대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38) 바키예프의 카자흐스탄으로의 피신은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사전 조율하에 이뤄진 것이다
(연합뉴스, 2010년 4월 17일).
39)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과도정부가 구성된 것과 관련,
러시아와 미국이 이를 쿠데타로 규정짓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연합뉴스, 2010년 4월 15일).
40) 연합뉴스, 2010년 5월 14일.
41) 오툰바예바는 2005년 레몬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에서 수학하였
고, 그 후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였다. 영어와 노어에 능통한 그녀는 1992년
말에는 미국과 캐나다 초대 대사를 맡았고, 1998~2001년에는 초대 영국대사, 2002~04년에는 그
루지야 유엔특별사절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2004년 말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온 그녀는 적극
적인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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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05년 레몬혁명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오툰바예바가 2010년 봄 정치변동
을 통하여 키르기스스탄 정치의 핵심 인물로 재등장하였다.42) 오툰바예바는 2005년
레몬혁명을 통해 동지였던 바키예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바키
예프 정권에서 소외되었다. 2005년 외무장관에 지명 되었지만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오툰바예바는 불명예를 만회하기 위하여 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하였고, 이때부터 야당 지도자로 돌아섰다.43) 키르기스스탄의 개
헌안 국민투표가 6월 28일 압도적 찬성(약 91%)으로 가결됨으로써 오툰바예바 과
도정부 수반이 합법적인 대통령이 되었다. 그녀는 키르기스스탄 역사상 첫 여성 대
통령으로서 2010년 7월 3일 취임하였다. 외교적으로 오툰바예바는 반미는 아니지
만 러시아에 기울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넷째, 2010년 봄 정치변동의 결과 오툰바예바 정부는 ‘의원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과도정부 수립
직후(4월 9일) 밝혔다.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키르기스스탄을 의원내각제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정부는 10월
에 총선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의원내각제를 시행할
경우 중앙아시아 최초의 의원내각제 형태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42) 일각에선 오툰바예바가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의 티모셴코, 그루지야 장미혁명의 부르자나제처럼,
여성으로서 이번에도 분명한 ‘혁명의 축’이었지만, 일이 끝난 뒤에는 ‘2인자’에 머물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연합뉴스, 2010년 4월 9일).
43) 오툰바예바는 2006년 실시되었던 총선을 겨냥해 야당 의원 3명과 아타 유르트(조국)당을 창당했
다. 하지만 선거 전 5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선거법 때문에 총선에 나갈 수 없었다. 영국
대사로 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 11월 새로운 민주헌법을 요구한 시위에서 주요 역할을
했으며, 잠시 아사바 국가부흥당 공동대표를 맡기도 하였다. 2007년 12월 사회민주당(SDP) 후
보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그녀는 2009년 8월부터 야당인 SDP 국회모임 의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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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반정부 시위 결과 과도정부는 국가금융(은행) 시스템을 동결하였다. 과
도정부는 도피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것을 우려해 국가
금융시스템을 동결한 것이다. 과도정부 관계자는 바키예프가 망명하기 전 국가재
정을 파탄 내 현재 키르기스스탄 은행들에는 9억 8,600만 솜(약 245억 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바키예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은행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44)
여섯째, 시위 사태 결과 과도정부에 의하여 ‘국민투표 및 대통령 선거’가 치러
졌다. 민족분규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행되었던 개헌안 국민투표
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6월
29일 최종 개표 결과 투표율 72.30%에 찬성 90.56%, 반대 8.06%로 개헌안이 통
과됐다고 공식 발표하였다.45) 이것은 오툰바예바 과도정부 대표가 당시 과도정부
내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투표를 강행하는 승부수를 던졌던 결과이다. 오툰바예바
의 정치적 승부수가 일단 성공함으로써 과도정부는 그동안의 합법성 논란을 잠재
우고 새 헌법에 따른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추진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계기
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제 선거감시단은 당시 헌법 국민투표가 평
화적이고 투명한 과정이었다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46)
일곱째, 오툰바예바 정부는 예정대로 10월 총선을 실시하였다. 2010년 10월 10일
키르기스스탄 총선이 2,289개 투표구에서 실시되었다. 임기 5년의 120명의 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은 29개 정당에서 3,300명 이상의 후보가 나섰지만, 개인 후보들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도록 되어있었다. 의석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
44) 연합뉴스, 2010년 4월 10일.
45) 연합뉴스, 2010년 6월 29일.
46) 연합뉴스, 2010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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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국에서 최소 5% 이상, 각 행정구역과 두 주요 도시에서 최소 0.5% 이상 획
득한 정당에 돌아간다.47) 그러나 10월 총선 결과48)는 과거로의 회귀, 그리고 최악
의 경우 의정 마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어떤 여론
조사도 ‘아타-주르트당’이 1위 득표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49) 아타주르트 당의 지도자 캄치벡 타시예프는 바키예프 전 대통령 정부에서 2년간 비상
사태 부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당 고위지도자들 대부분이 전 정부에서 높은 지위
를 역임하였던 인물들이다. 아타-주르트 당은 남부지역의 키르기스 인들을 주요 지
지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강한 민족주의적 정강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정당은 바키예프 전 대통령과의 연계 가능성으로 인해 여러 정파들로부터 많은 비
판을 받기도 하였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의회를 구성하면 구소연방에서 독립한 중앙
아시아 5개국 가운데 최초로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오툰바예바 정부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지만 일단 선거를 무난히 치른 데 의
미를 두고 있다.50) 선거 결과 키르기스스탄 정국은 연정이 불가피한데, 총리 임명
이나 내각 구성이 새 의회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47) 연합뉴스, 2010년 10월 11일.
48)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선거위원회(CEC: theCentralElectionCommission) 의장 아킬벡 사리예프
(Akylbek Sariyev)는 선거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련의 실수들로 인해 10월 10일에 있었던 의회
선거의 최종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rferl.org/content/Kyrgyzstan_Vote_Count_Official_Says_Mistakes_Hold_
Up_Release_Of_Final_Results/2204012.html(accessed November 2, 2010).
49)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0월 총선 전 아타메켄, 사회민주당, 민족주의당 3개 정당이 두각을 나타냈
다. 사회민주당과 아타메켄은 과도정부를 지지했지만, 전직 총리가 이끌고 러시아의 지지를 받은
민족주의당은 대통령제 회귀를 요구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 모두 120석짜리 의회에 진입하
기 위한 득표율 5%선은 넘겠지만, 단독 여당이 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50) 2010년 10월 총선 결과에 대하여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최초의 자유선거라고 평가
하며, 잘 진행되면 10월 10일은 키르기스의 국가 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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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의회로 이양할 것이며 자신은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임무를 마친 뒤 물러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51)

Ⅳ. 키르기스스탄의 2010년 정치변동과 러시아 연방의 관계
2010년 4월 유혈사태로 키르기스스탄 정국이 불투명해지자 중앙아시아의 강대
국들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등은 키르기스스탄 사태 추이를 주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 연방은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급격한 정치변동에 매우 민감하
고 신중하게 반응하였다. 구소연방 국가의 일원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의 급격한 정
치변동은 탈냉전시대 러시아 연방의 대CIS 외교정책과 목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52) 사실 러시아 연방은 2005년 레몬혁명의 결과로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상대적으로 친미적인 정권(바키예프)이 등장한 것에 대하여 매우 경계하였다. 따라
서 2010년 봄 유혈사태 이후 키르기스스탄에서 친러시아적인 정권 수립과 유지가
러시아 연방으로서는 향후 대CIS 외교정책을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미국도 중앙아시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급격한 정치
변동에 신중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
하는 데 중간 수송기지 역할을 하는 키르기스스탄의 지정학적인 전략적 가치가 매

51)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일은 중앙아시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떠밀려 사임하
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0년 10일 11일).
52) Nicole(2003), pp. 76-80.

266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2010년 정치변동과 러시아 연방

우 중요하다.53)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에서 반정부 시위 사태 발생 이후 미국은
운용 중인 마나스 공군기지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2010년 4월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정치변동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역학 구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54) 반
정부 시위가 발생한 후 키르기스스탄 주재 미국대사관과 러시아 외교부는 거의 동
시에 키르기스스탄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중앙아시아에서 지역안보와 자원외교를 강화
해온 중국 역시 키르기스스탄의 반정부 시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정부
는 신장 자치지구가 키르기스스탄과 인접해 있는 데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 이슬람 무장세력의 침투를 막는 완충지대로서 중요한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정
치적 혼란을 원치 않는다.55) 이것은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정치적 불안이 중국의 국
경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티베트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독립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으며, 결국 서부지역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1. 키르기스스탄-러시아 연방 관계
탈냉전시대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온건한 현실주의적 세계인식을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미국과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강화 정책을 추

53)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 남쪽 23㎞에 있는 마나스 기지는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나토군에
대한 군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한 해 약 6천만 달러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연합
뉴스, 2010년 4월 8일).
54) 최근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 박상남(2010), pp. 142~166.
55)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1992년) 최초의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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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56)
2001년 키르기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었던 ‘Enduring Freedom’ 작
전을 지원하도록 마나스 공항에 공군기지를 제공하겠다고 UN에 제의한 후 키르기
스스탄-UN 관계는 긴밀해졌지만, 키르기스스탄-러시아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2002년 미군의 키르기스스탄 주둔 이후 아카예프 키르기스스탄 전 대통령은 미군
주둔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였다.57) 바키예프 전 대통령 역
시 미군을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초기 정책으로 균형유
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2005년 레몬혁명 이후 바키예프 정권하에서
같은 해 9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와 무기판매 및 에너지설비 건설 원조
를 확대하는 양국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결과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58)
일반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의 목표는 ‘자국의 독립’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등에 관한 것이다.59)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4월 정치변
동 이후 출범한 오툰바예바 과도정부 수반은 극심한 정국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같
은 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행해졌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5주년 기념행사에 참
석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전 세계에 나타내었다.60)
기본적으로 오툰바예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자국 외교정책의 골간이 변하지

56) 키르기스스탄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는 다음을 참고. 장병옥(2001), pp. 241~276; 이문영(2005.
11), pp. 754~755.
57) 아카예프의 대러시아 정책은 다음을 참고. 이문영(2005.11), pp. 735~759.
58) 김 인(2007), p. 87.
59) 양국은 1992년 상호간 이익과 평화를 위한 정치ㆍ경제 문제와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였다.
60) 이와는 반대로 2008년 8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그루지야의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이 기념행사
에 초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8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2010년 정치변동과 러시아 연방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유럽연합과 미국과도 동반자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안보는 물론 경제난과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러시아와 미국, 유럽 등의 지
원이 절실한 키르기스스탄으로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함을 의식한 발
언이다. 하지만 오툰바예바의 ‘줄타기 외교’61)는 마나스 공군기지 문제 등을 둘러
싼 러시아ㆍ미국 간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미 러시아는 마나스 기
지의 미군 영구존속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여전히 키르기스스탄은 오툰바예바 체제
에서도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62)
탈냉전시대 러시아 연방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중 하나는 러시아 연방에 우호
적인 구소연방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구소연방 국가들이
러시아 연방의 대내외 정책에 적극 협력하게 하는 것이다.63)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active engagement)’는 1992년 초
발생한 타지크스탄 내전이 계기가 되었다. 타지크스탄 내전은 소연방 해체 시기 중
앙아시아에서 나타난 ‘이슬람 부흥’이라고 하는 현상이 국경을 넘어 복잡한 민족구
성과 지역의 불안정화를 초례한 사례가 되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
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정세가 자국의 안
전보장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근외 러시아계 주민

61) 국내총생산(GDP)의 약 45%를 러시아에 일하러 간 자국 근로자들의 송금이 차지하고, 러시아
및 미국의 군사기지 설치 이용 대가 등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오툰바예바는 러시아와 미국 등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62) 키르기스스탄의 대러시아 의존성 및 유사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McMann(2006).
63) 1990년대 구소연방 국가(중앙아시아)들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다음을 참고. Nygren(2008);
Donaldson and Nogee(1998), pp. 155-188; 러시아의 대키르기스스탄 정책의 역사적 발전관
계는 다음을 참고. 이문영(2003), pp.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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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등을 이유로 양국 관계 및 다자간 관계(CSTO, SCO, GUUAM, CACO)
를 통하여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추구하고 있다.64)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중요성은 다음 몇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첫째, 러시아 정부는 지정
학적인 측면에서 21세기 그 ‘전략적인 가치’가 국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키르
기스스탄을 적극 활용하여 유라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협조 없이 미국이 대테러 아
프가니스탄 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러시
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에 협조하면서 그 반대급부를 미국으로
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카드로 키르기스스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새로운 정치변동의 결과 등장한 친러시아적인 정권은
러시아 연방의 대CIS 정책 수행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키
르기스스탄에서는 2005년 레몬혁명(다소 친미적인 정권의 등장) 이후 다시 2010년
봄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인하여 친러시아적인 정권이 등장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의 이러한 정치적인 결과는 2000년대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색깔(시민)혁명이 발생
하였던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의 국내정치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왜냐하
면 2010년 키르기스스탄의 사태는 구소연방 국가들에 친러시아 정권의 재등장이
라는 도미노식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루지야는 지난 2008년 압하
지야 문제로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고 함께 민주화 혁명을 이루었던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에서 최근 잇달아 친러시아적인 성향의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러시아
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64) 박창규(2009),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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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러시아 정부의 효과적인 대키르기스스탄 사태 개입은 러시아 외교의 대
CIS 정책의 효용과 구소연방 국가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러시
아의 이러한 장악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미국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미국을 이 지역에서 압박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2. 2010년 정치변동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반응
키르기스스탄의 바키예프 정권과 그리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던 러시아 정부는 2010년 4월 키르기스스탄에서 급격한 정치변동이 발생하
자 오툰바예바 과도정부를 인정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2010년 키르기스스
탄의 정치변동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었다. 이번 사태에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냈다가는 ‘내정간섭’이라
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었고, 반대로 관망만 하고 있었으면 미국과 중국의 키르기
스스탄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러시아 정부는 2010년 4월 7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시위대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체코를 방문 중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을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시위 사태를 키르기스스
탄의 ‘국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와는 상당 부분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
력하였다.65) 특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키르기스스탄 사태가 내전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경계하였다.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에서의 내전이 제2의 아프가
65)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시위 형태는 정권에 대한 일반대중의 분노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유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0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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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탄 사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며,
새로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선거를 통해 ‘합법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나아가 메드베데프는 향후 키르기스스탄에 적법한 권력기관
이 세워진 이후에 러시아 정부와 완전한 의미의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66) 러시아 정부는 과도정부에 총 약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약
속하였다.
2010년 5월 중순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였던 루샤일로 러시아 대통령 특사67)
는 키르기스스탄에 실질적인 정치,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언급하였다. 그는 러시아 전문가들이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헌법 초안에 참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68)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유혈 반
정부 시위의 배후에 러시아가 깊이 개입해 있다는 ‘러시아 개입설’에 대한 의혹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었다. 사실 러시아 정부는 바키예프 전 정권의 대미국 정책 등
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2009년 11월 푸틴 러시아 총리는 양국 정상회의에서 키르기스스탄 내 미
공군기지 폐쇄 번복과 바키예프 전 대통령 가족의 횡령 의혹에 대해 키르기스스탄
측에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었다.69) 키르기스스탄은 2009년 초 러시아
가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뒤 자국 내 미국 마나스 공군

66) 연합뉴스, 2010년 4월 20일.
67) 2010년 5월 14일 루샤일로는 바키예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남부지역에서 소요를 일으키자 푸
틴 총리에 의해 특사로 임명되어 키르기스에 전격 파견되었다.
68) Itar-Tass, May 18, 2010.
69) Washington Post, May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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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를 폐쇄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임대료를 3배나 올려 지급하기로 하자 4개월 만
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2010년 2월, 2009년에 약속한 금융
지원금 가운데 17억 달러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요약하면, 바키예프
전 대통령 가족의 전횡과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 공군기지 임대료 인상 추진 등
으로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러시아 정부는 키르기스스
탄 바키예프 전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키르기스스탄 정권
의 향방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미국 양국 기지의 존속 및 철수 여부가 결
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정치분석가인 알렉산더 크니야제프에 의하
면, 바키예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키르기
스스탄 국민들은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등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했고 이런 분
위기가 시위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다.70)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키르기스의 반정부 시위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각
에서 제기되고 있는 ‘러시아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푸틴 러시아 총리는
키르기스스탄 시위 사태는 러시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방은 사실상 2010년 4월 발생하였던 키르기스스탄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바키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실정을 비난하였
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가 키르기스스탄 사태 수습에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이미 시위 사태 발생 당시
키르기스스탄 내 자국 군 기지시설 보호를 위해 공수부대 인력 150명을 파견하였
고, 사태가 악화되면 과도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명목으로 치안유지군 성격으로
더 많은 러시아 군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러시아 특수부대가 키르

70) 연합뉴스, 2010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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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스스탄에서 축출된 바키예프 전 정권의 경찰 최고책임자 콘간티예프 전 내무장
관을 체포하여 당일 밤 사이에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로 압송해 과도정부에
인도하였다.71)
사실 러시아는 이번 키르기스스탄 사태를 이용하여 미군의 마나스 수송기지 폐
쇄 압력을 높여가면서 군사적인 문제나 자국의 오랜 목적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등을 놓고 유력한 대미국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
황에서 러시아의 실권자 푸틴 총리는 오툰바예바 과도정부가 들어선 지 수시간 만
에 과도정부를 ‘사실상’ 인정하며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분명한 것은 권좌에서 물러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친미적인 성향이었고, 오툰바
예바 과도정부 수반은 친러시아적인 성향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
아 정부는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로의 망명 가능성에 대하여도 일찌감치 미
리 거부하였다.72)
한편 키르기스스탄 반정부 시위에 수도를 탈출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2010년
4월 시위 사태에 대하여 외부세력 개입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러시아 라
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바’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일사불란한 시위를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
능하다”면서 러시아 배후설을 제기하였다.73)
대체로 러시아와 유럽연합은 2010년 키르기스스탄의 급격한 정치변동 초기에
거의 바로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지만, 미국은 일단 유보적

71) 연합뉴스, 2010년 4월 20일.
72) 2010년 4월 키르기스스탄 시위 사태 직후 러시아 정부의 한 소식통은 바키예프가 러시아로 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다(연합뉴스, 2010년 4월 10일).
73) 연합뉴스, 2010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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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장을 취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이 오툰바예바 과도정부를 즉각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마나스 수송기지 때문이었다. 미군 수송기지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인근 마나스 국제공항 내 미 공군시설로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
행에 필요한 병력 및 군수품 수송을 위해 2001년 12월 개설하였다.74)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에 정국
안정을 촉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클린턴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소
재 마나스 미 공군기지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오툰바예바는 기존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75) 시위 사태 이후 과도정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
던 미국이 2010년 4월 11일 마침내 오툰바예바 과도정부를 공식 승인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과도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에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2010년 4월 발생한 키르기스스탄 반정부 시위사태가 다소 진정된 후 6월 다시
민족분규 문제로 키르기스스탄 오툰바예바 과도정부는 새로운 위기 국면에 직면하
였다. 키르기스스탄 민족분규 사태에 대하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
스스탄의 민족분규로 인해 나라가 분할될 수 있으며 과격분자들에게 권력을 허용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어 키르기스스탄 과격분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러시아 연방이 키르기

74) 미국은 2001년 키르기스스탄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카시-카나바드에 아프간전 지원 기지를 건
설했으나, 우즈베크 당국이 2005년 자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해 미국 측이 비판
적 태도를 표명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미군을 철수시켰다. 이로써 마나스 기지는 2005년 이후
부터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내 유일한 기지가 되었다. 러시아는 2005년부터 중국과 함께 마나스
기지 폐쇄를 요구해왔다.
75) 연합뉴스, 2010년 4월 11일; 반정부 유혈 시위로 병력 수송이 중지됐던 키르기스스탄 내 마나스
미 공군기지(수송센터)가 정상을 되찾았다고 미 대사관이 밝혔다(연합뉴스, 2010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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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탄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76) 즉 민족분규 초기 사태
에 대하여 오툰바예바 과도정부 수반이 6월 12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군대를 파견해 자국 남부에서 일어난 민족간 충돌상황을 진압해 달라고 요청했으
나, 키르기스스탄에 군 기지가 있는 러시아는 국내문제일 뿐이라며 키르기스의 요
청을 거부하였다. 기본적으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민족분규는 스
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6월 중순 키르기스스탄 남부가 사실상 내전상태로 빠져들면서 러시아는
북부에 있는 자국 공군기지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파병하였다.77) 주
지하다시피 키르기스스탄 북부에는 미국과 러시아 군부대가 각각 주둔해 있다. 이
런 가운데 미국의 마나스 기지(수송센터)와 관련,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마
나스 기지에 반대하지 않지만 영구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전 이후 미군의 마나스 기지 주둔을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4일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민족분규 사태
를 역내의 비상상황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또 민족분규 사태와 관련, 구소련 연
방국가들의 안보모임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78)의 긴급 정상회의 소집 가능성
을 제기하였다. 러시아 단독으로는 ‘내정에 간섭’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위험하므

76) 연합뉴스, 2010년 6월 25일.
77) 러시아는 2010년 6월 13일 공수대대를 보내면서 이는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러시아 군 기
지와 장병 및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러시아 인들의
설명은 다음을 참고. Russkie v novom zarubezhʹe-Kirgiziia: ėtnosotsiologicheskie ocherki
(1995).
78) CSTO는 러시아 주도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
스탄 등 구소연방 국가들이 1992년에 창설한 군사ㆍ방위 협력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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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2년 결성된 ‘러시아판 나토’인 CSTO 차원에서 병력을 파견해 치안을 유지
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79)
한편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구소연방 국가들에서 2010년 봄 키르기스스
탄에서 발생한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브릭스
(BRICs)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기
자회견에서 “도피한 바키예프와 같은 정책을 쓴다면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시나리오
가 다른 구소련 국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80) 메드베데프의 이러한 발
언은 구소연방 붕괴 이후 경제적으로 낙후한 데다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지
못해 야당 인사와 언론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일부 구소연방 국가들에서 언
제든지 국민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툰바예바 신정부의 정치개혁에서 핵심 요소인 키르기스스탄의 ‘의원내각제’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과도정부에 의하여 공표되었듯이,
키르기스스탄의 새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양도하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서 바키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축출 후 정권을 장악한 과도정부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순조로운
국민투표를 환영하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 최초로 채택한 키르기스스탄의 새 내각
제 헌법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분명하게 나타내었다.81) 2010년 6월 말 캐나다에

79) 연합뉴스, 2010년 6월 18일.
80) 연합뉴스, 2010년 4월 16일.
81) 메드베데프는 의회민주주의는 러시아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9월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구 의회제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현재 러시아 정부체제에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에 강력한 권한을 주는 새 헌법에
따라 10월 선거를 실시하는 키르기스스탄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그 길로 갔으나 러시아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0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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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
탄에서 의원내각제를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의원내각제는 일련의 문
제를 일으키고 극단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과도정부
를 파괴하려는 위협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을 피하려면 강하고 잘 조직
된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82) 이 같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은 민주정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앙아시아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자신의 영역(구소연방 국가들)으로 여기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앞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내각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10월 총선 이후 다수의 키
르기스스탄 정당 지도자들이 러시아로부터의 지지 획득과 연대 강화를 위하여 모
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것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예정대로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더
라도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그리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
로 나타내는 것이다.83)
요약하면, 러시아 정부는 부패와 무능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바키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더 이상 파트너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과도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대로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키르기스스탄에서의
82) 연합뉴스, 2010년 6월 28일.
83) 10월 10일 총선 득표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을 키르기스스탄 5개 정당(아타-주르트당, 사회
민주당, 아타-메켄당, 공화당, 아르-나미스당)의 지도자들이 연립정부 구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
데, 4개 정당의 지도자들이 은밀한 협의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방문은 키르기스
정치가들이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국정을 맡기 위해서는 크렘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묵적
으로 드러내는 징표다. 아타-주르트당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러시아 군사시설의 키르기스 주둔
지속에 찬성하였으며, 반면에 미군의 마나스 공군기지 임대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암
시하고 있다. 결국 선거 후 모스크바를 방문하지 않은 지도자는 아타-메켄당의 오무르벡 테케바예
프 한 사람뿐이다. 아타-메켄당은 과도정부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서방적 성향의 정당이
다. (http://www.eurasianet.org/node/62212(accessed October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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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입지는 이전 바키예프 정권 때보다 대폭 강화될 것이지만, 러시아의 키르
기스스탄 내각제 반대 등 향후 러시아-키르기스스탄 관계 발전은 국내외적인 여러
변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론
2010년 4월 발생하였던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은 중앙아시아 및 구소연방 국
가들의 정치적 민주화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
탄의 대외관계, 특히 대러시아 및 미국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것은 키르기스스탄의 또 하나의 급격한 정치변동이 키르기스스탄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변화
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오툰바예바 신정부가 향후 정국안정을 위하여 이루어
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최초로 도입되는 ‘의
원내각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10월 총선 결과 키르기스스탄 정치권
의 분열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10월 총선 전 오툰바예바는 신정부 내 출마 예
상자들에게 미리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들은 오툰바예바에 대하여 심하게 반
발하였다.84) 따라서, 오툰바예바 신정부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내각 내 경쟁자들
로부터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84)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 대통령 대행의 비서실장이 2010년 6월 7일 사임을 발표하고 창당할 계획
을 밝힘으로써 허약한 과도정부가 타격을 받았다(연합뉴스, 2010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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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부지역의 민족분규에 따른 ‘치안불안’을 안정시켜야 한다. 2010년 4월
반정부 시위 사태 이후 남부지역의 치안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였다. 더구나 10월
총선을 전후해 남부지역을 바탕으로 한 바키예프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의 발호가
예상되었을 정도로 남부지역의 치안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따라서 남부지역의 치
안안정은 향후 키르기스스탄 정국안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실업난 등 ‘경제 회생과 발전’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야 한다. 키르기스
스탄 일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는 경제안정과 발전에 달려 있다.
중앙아시아의 최빈국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바키예프 정권 동안 별다른 경제적인
발전과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오튠바예바 신정부는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단시
일 내에 이루어야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남쪽은 실크로드
를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주였고, 북쪽은 유목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기반이다. 신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정국을 안정시킬 것이다.
다섯째, 신정부는 ‘부패 근절’ 등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전 정권들(아카예프/바키예프) 실각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도덕성 결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툰바예바 신정부는 부패청산을 최우선 순위로 천명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 고위 인사들의 공금유용 등에 관한 대화
내용이 인터넷에 폭로돼 과도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고 있다.85) 오툰바예바 정
부에서 다시 부패 사건이 일어나면 키르기스스탄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

85) 베크나자로프 검찰총장 대행과 사리예프 재무부 장관이 100만 달러의 공금을 유용하자는 대화 내
용이 유튜브에 유포되었는데, 두 사람은 대화에서 중앙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안전을 위해’ 재무
부로 옮기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100만 달러를 유용하자고 언급하였다(연합뉴스, 2010년 5월
22일).

280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2010년 정치변동과 러시아 연방

이고, 이것은 정국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여섯째, 오툰바예바 신정부는 2011년 말 평화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한 안정적
인 정권이양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키르기스스탄 정국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신정부는 향후 국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신정부는 무엇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
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생존 차원의 외교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주
지하다시피, 바키예프 정권 시기 양국관계는 그리 원활하지 못하였다. 러시아 또한
대CIS 정책의 핵심인 구소연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대미국 견제 전략의 하나
로서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세력의 교차 지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오툰바예바 신정
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회복 등에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신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미국
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지 사용료와 인도적인 차원의 원조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의존을 하는 미국을 신정부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마나스 기지(수송센터) 영구
주둔에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키르기스스탄 신정부가 어떻게 향후 러시
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신
정부의 중요한 외교 현안이다. 따라서 신정부는 당분간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줄
타기 외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오툰바예바 신정부는 새로운 지역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웃국가인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상
하이협력기구 등 지역 안보기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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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지역 강대국의 반열에 이르렀다.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외교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넷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구소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우즈베크 인들과 키르기스 인들간
의 민족갈등이 있었던 남부지역의 향후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요약하면, 키르기스스탄 오툰바예바 신정부의 미래는 향후 연정을 어떻게 구성
하여 정국을 안정시키는가에, 그리고 러시아 연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발
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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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불법거래와 전 지구적 확산이 인류 공동의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아편과 헤로인, 해시시 등의 마약은
9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 및 생산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는 마
약이 중대한 국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다. 소연
방 붕괴와 아프가니스탄 내전 그리고 탈레반의 등장과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복합

* 이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슬라브학보, 제25권 4호(2010년 겨울호)에 게재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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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아프간 마약의 비약적인 확산을 초래했다.
특히 아프간산 불법 마약의 확산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
보를 위협하는 주요 위협이 되고 있는바, 중앙아시아가 아프간 마약의 지구적 확산
을 위한 전초기지로 역할하고 있다는 우려가 공포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형국
이다. 국제 테러리즘 등과 같이 전 지구적 세계화 추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안
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마약이라는 형태로 또다른
세계화의 음지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과 1,206km에 이르
는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아프간 마약이 러시아와 CIS 권역 그리고
유럽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타지키스탄의 안보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은 늘 아
프가니스탄과 함께 놓고 예의 주시해야 할 나라다.
본 논문은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마약 문제가 냉전
종식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에 기인한다고 본다. 일개 국가의 국
경을 초월하여 범지역 더 나아가 범지구적으로 확대되는 마약의 확산은 초국가 범
죄로서, 이에 대한 대처 역시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기존의 국가안보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 비정부
조직이 지구적 차원의 안보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범지구적 마약 확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아프가니스
탄과 타지키스탄은 인간안보의 실험대인 셈이다.
세계화와 인간안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지구적 확산과 그에 직결되는 타지키스탄의 마약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와
타지키스탄 정부의 마약근절 노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타지키스탄 마약 문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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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다룬 연구는 동서양 학계를 막론하고 대단히 희소하다. 아직은 아프가니스
탄 마약의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의 일부로서만 조명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UN 마약ㆍ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를 비롯한 UN 기관과 주 타지키스탄 미국대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
본적인 1차 자료로 삼아 논리를 전개해 나가되, 영ㆍ미권과 러시아의 연구자들이
낸 소수의 연구적 성과도 검토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가고자 한다.1)

Ⅱ. 이론적 검토: 세계화와 인간안보
냉전 이후 범세계적 규모로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각 지역과 개별 국가의
정치ㆍ경제는 물론 사회ㆍ문화를 바꾸는 이러한 변화를 흔히 세계화(globalization)
로 개념화한다. 오늘날 자본과 상품, 이념과 인간의 이동은 개별 국가를 틀 짓는 국
경을 초월하여 지구상 서로 다른 지역을 긴밀하게 연결한다.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1) 아프가니스탄 마약 문제를 다룬 연구는 상당히 많다. 단지 이들 연구의 대다수는 공간(公刊)된 UN
기관의 공식 보고서와 미ㆍ러 마약단속 기관들의 조사보고서 등을 기본 자료로 삼아 이루어진 것들
이다. 마약이나 범죄라는 주제의 성격상 공식적인 문건만으로는 완성되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타지키스탄의 마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
직 시초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는 연구 성과로는 단연 Letizia Paoli,
Irina Rabkov, Victoria A. Greenfield and Peter Reuter(2007), “Tajikistan: The Rise
of a Narco-State,” Journal of Drug Issues(Fall)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공간 자료들 뿐
아니라 필자들의 현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타지키스탄 마약 문제에
관한 거의 유일한 학술적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문 안에서 필자들도 진술하고 있듯
이 마약 문제 연구가 비공식적인 자료와 정보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 정확한 통계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결함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2008년에 출판된 L. Paoli, V. Greenfield and P. Reuter(2008), The World Heroin
Market: Can the Supply Be Reduce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에 거의 그
대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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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 등 세계화 현상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는 않으나, 열린 국경
으로 인해 개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질서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안
보위협이 등장하게 되었다.2) 새로운 안보 위협에는 테러리즘과 환경파괴, 성장과
발전을 둘러싼 갈등, 이주 문제, AIDS와 기타 월경(越境) 질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문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그리고 본 논문에서 집중 고찰하게 될 마약 문제 등이
포함되며, 안보 연구자들은 이들 문제를 ‘비전통 안보 위협(NTS: Non-Traditional
Security)’으로 범주화한다.
전통적으로, 특히 국제정치학상 현실주의적 시각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냉전
시기에는 ‘안보’란 주로 ‘국가안보’를 의미했다. 다시 말해 주권국가들 사이의
군사경쟁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었
다. 조직범죄나 마약 문제 등은 국제 안보의 이슈거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범죄 연구나 사회학 연구의 대상이었지 정치학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
러나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안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
려운 ‘비전통 안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인
간안보’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인간안보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국가뿐만 아
니라 개인과 다국적기업 등도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파악한다. 따라서 개별 인간
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경파괴나 월경 질병의 확산, 인구의 폭발적 증가,

2) 안보에 대한 정의는 기타 학술 개념들이 그러하듯 학자들 사이에 정확한 합의가 도출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아놀드 월퍼스(Arnold Wolfers)가 정의한 “‘안보’란 객관적인 의미에
서는 획득된 가치에 대한 위협의 부재를 측정하며, 주관적 의미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공격받을 두려
움이 없는 상태”라는 정의를 채용하기로 한다. 전 웅(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권 1호, p. 2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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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의 고갈, 기근 등 ‘비전통 안보 위협’이 안보 개념의 주요 쟁점이 된다.3)
인간안보 개념이 처음 문서화된 것은 1994년 UN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연례보고서 형태로 발행하는 ｢인간개발보고서(the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이다.4) 이 보고서에는 인간안보를 7개 영역,
즉 경제안보와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 안보 그리고 정치
안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 인간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인구의
무절제한 증가,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강압적인 이주, 환경파괴, 마약 밀거래 그리
고 국제 테러리즘의 여섯 개로 명시하고 있다.5) 모두 ‘비전통 안보 위협’에 포함되
는 요인들이다.
그런데 혹자는 이러한 비전통 안보 위협들이 국가와 인간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냉전 종식 이후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인류가 인신매매나 월경
범죄 그리고 마약 밀거래와 같은 문제들에 골머리를 썩인 것이 최근 들어 생긴 현
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범죄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탈
냉전 이후이며, 세계화가 비전통 안보 위협의 급속한 확산과 영향력 강화를 조장한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독감 사스(SARS)의 위력을 생각
해보면 세계화와 비전통 안보 위협의 관계를 확실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안보 개념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위협들이 한 개인 혹은 한 국가의 지방적(local)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매우 심각한 지역적(regional), 지구적인(global) 효과를 가질

3) 김성원(2007), ｢국제법상 인간안보개념의 전개에 관한 일고찰: 국제공중보건레짐의 전개를 중심으
로｣, 법학논총, 제24집 4호, pp. 99~100.
4) 전 웅(2004), 앞의 글, p. 26.
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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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본다.6)
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DR: 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인간개발’ 개념이 제시되면서 인간안보와 개발을 연계시키고 이를
수량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 국가 내의 저개발 문제는 그 국가의 국민을 위협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들간의 관계, 나아가 다른 국가의 국민들도 위협하는
초국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7) ｢인간개발보고서｣에는 인간이 스스
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수명을 증진시키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교
육과 적당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하에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와 여성개발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그리고 인간빈곤지수
(HPI: Human Poverty Index)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00년 UN
가입국 정상간 회합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주창
되었는바, 빈곤퇴치와 기아로부터의 해방, 기본 교육권과 건강할 권리, 성 평등, 영
ㆍ유아 사망률 감소, 모체(母體) 보건, HIV/AIDS 및 말라리아 등 전염병과의 투쟁,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이 인류 공동의 과제로 제시되었다.8)
본 논문과 관련하여, 인간안보와 인간개발 개념은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
속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2005년 UN은 중앙아시아 인간개발과 인간안보를 위한
지역협력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상호

6) 박한규(2007),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안보 개념의 다차원적 분석: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연구, 제11권 3호, p. 994.
7) 위의 글, p. 994.
8) W. Andy Knight and Vandana Bhatia(2010), “The United Nations and Central
Asia,” in Emilian Kavalski(ed.). The New Central Asia: The Regional Impact of
International Actors(Singapore: World Scientific),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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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수많은 도전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 제시한 최초의 시도였다. 여기에는
빈곤 문제와 통치의 취약성, 부패, 인간의 안보 불안, 무역상 어려움, 인신매매, 환경
악화 그리고 분쟁을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최대 현안으로 규정하고 있다.9)
그런 한편으로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인간안보의 개념 자체가 너무 원대하고 광범위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현되
기가 어렵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10) 또 비전통적 위협과 더불어 전통적 위협, 즉
폭력 분쟁으로 초래되는 안보상의 위협이 너무 경시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도처
에서 들렸다. 실제로 전 세계가 소말리아(1992~93년), 보스니아(1992~95년), 르완
다(1994년), 코소보(1997~99년)에서 발생한 내전을 목도하면서 이상주의에 사로잡
힌 인간안보를 현실화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렇다고 해
서 인간안보가 주창한 비전통적 위협의 심각성 자체가 감소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에 인간안보는 폭력(전통적 위협)과 비폭력(비전통적 위협)으로부터 공히 개인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11)
더욱이 인간안보의 핵심 추동체인 UN이 민족국가들의 집합체라는 태생적 한계
를 안고 있는 이상, 세계적 차원의 안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국가
9) Ibid., p. 99.
10) Yuen Foong Khong(2001), “Human Security: A Shotgun Approach to Alleviating
Human Misery?” Global Governance, vol. 7, no. 3, pp. 231-236.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간안보 개념의 양대(兩大) 목표는 인간안보 개념을 협의적으로 정의
할지, 아니면 광의적으로 정의할지에 따른 해석의 차이도 반영한다. 즉 인간안보를 국가 혹은 다른
형태의 정치집단에 의해서 인간에게 자행되는 폭력으로만 정의할 경우, 인간안보 개념은 공포로부
터의 자유라는 협의의 개념으로만 제한된다. 반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치명적인 위협들로
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간안보를 정의할 경우,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총체
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간안보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박한규
(2007),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안보 개념의 다차원적 분석: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pp. 993~994.
11) W. Andy Knight and Vandana Bhatia(2010), “The United Nations and Central Asia,”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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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안보를 경시할 수 없으며, 또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현실
상 개별 국가 단위의 대처와 각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가 불가능하
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
기보다는 국가중심의 안보 개념을 보완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2)
시각을 본 논문의 주제인 마약 문제로 좁히면 포괄적 인간안보 개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국내의 대표적인 마약 문제 연구자인 조성권은 마약 밀매를 세계
화 시대의 전형적인 초국가적 위협이자 21세기 정치학의 새로운 이슈이며, 향후
상당 기간 ‘지하세계 정치학’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13) 그러나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존재하는 국제 마
약통제 시스템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미 초국가적 마약 밀거래 네트워크는 기
존 시스템에 기반을 둔 국제적 노력을 추월하며 진화하고 있다. 마약 시장은 일국
은 물론 일개 지역의 틀을 넘어 범세계화한 지 오래다. 그에 따라 마약 공급 및 이
동 루트도 점점 더 ‘세련’되어 가고 있으며, 아시아와 중남미의 특히 중앙정부의

12)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통합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조성권(2010), ｢초국가
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연계와 새로운 대응시각｣,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집 1호,
pp. 317~340. 또 인간안보에서 국가의 역할 및 무력을 동원한 인도주의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박한규, 앞의 책, pp. 994~997.
13) 조성권(2004), ｢비군사적 안보위협: 한반도 주변 마약밀매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2권 2호, p. 256. ‘초국가적 위협’의 개념 정의를 둘러싸고도 역시나 학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개인 및 사회를 넘어 일국에 한정되지 않고 위협의 수준이 국
가 경계선을 넘어 확대되는 글로벌 차원의 위협들”이라는 조성권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마약
밀매와 테러리즘, 조직범죄 등 대표적인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분석한 조성권은 21세기 들어 세
계화와 정보혁명에 힘입어 확대일로에 있는 초국가적 위협들이 글로벌 안보와 일국의 국가안보는
물론 개인과 사회 안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간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조성권
(2010),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 아프간과 미얀마의 사례연구를 중심
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4호, pp.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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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이 취약한 국가들이 대규모 마약 생산의 거점이 되고 있다. 마약 밀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이러한 불안정 지역을 확대시키고 초국가적 범죄집단과 반군들의 세
력확대와 자금원으로 전용된다. 결과적으로 국제안보 불안으로 초래된 마약 문제
가 다시금 국제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9ㆍ11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도 국가권력에 도전하며 때로는 무력을 동원하
기도 하는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자금원으로 마약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아직 뚜렷한 존재가 입증되지는 않
았지만, 이들 비국가 행위자들이 남미나 중동에서처럼 정규군과의 무력충돌 내지
는 테러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14)

Ⅲ. 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지구적 확산
1. 아프가니스탄 마약의 역사
아프가니스탄 내 마약 농작물 재배는 그 역사가 길며 전통적인 산업이기까지 하
다. 1978년 친공산 쿠데타가 발발했을 당시 아프간 농민들이 생산하는 아편은 연
간 300미터톤(MT)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면 아프가니스탄 국내와 주변 지역에

14)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Zeyno Baran et al.(2006), Islamic Radicalism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Implications for the EU(Washin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 A Joint Transatlantic Research and Policy
Center); Svante E. Cornell(2006), “The Narcotics Threat in Greater Central Asia:
From Crime-Terror Nexus to State,”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4,
no. 1, pp.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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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급하고도 일정 분량의 헤로인을 서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정도였다.15)
탈레반이 등장하기 이전 아프가니스탄의 구체제, 즉 무함마드 다우드(Mohammed
Daoud), 누르 무함마드 타라키(Nur Mohammad Taraki), 바브라크 카르말(Babrak
Karmal), 무함마드 나지불라(Mohammad Najibullah) 정부는 1970~80년대 기간
동안 마약작물 재배지를 축소하고 마약 생산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
를 간구했었다. 일련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원인들 때문에 이들 조치가 커다란 효
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의 마약근절 의지만큼은 확실했다.
나지불라 정권은 부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마약 대책 프로그램을 입안하는 최고위
원회까지 창설할 정도였다.
당시 아프간 정부는 농민들이 마약 재배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대체산업 개발에 주력했다. 예를 들어 반(反) 공산 무자히딘(이슬람 반군)
측 야전 지휘관들과의 휴전협정 속에는, 정부가 각종 작물의 씨와 농업 기자재, 비
료 등을 일정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조건하에서 마약의 생산과 밀수의 중지
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활동은 다소의 성과를
거두기도 해서, 향정신제와 양귀비 등의 마약 수백 kg이 불법 유통 과정에서 압수
되었다는 보도가 종종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인 1991년에는 수도 카불에 UN 마약통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파키스탄에서 마약 불법 유통에 관한 무자히딘 지도자들과
미 국무부 대표 사이에 교섭을 주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지불라 정부의 붕괴와
15) Jonathan C. Randal(1978), “Afghanistan’s Promised War on Opium,” Washington
Post(Nov. 2);Stuart Auerbach(1979), “New Heroin Connection: Afghanistan and
Pakistan Supply West With Opium,” Washington Post(Oct. 11); Christopher M.
Blanchard(2009), Afghanistan: Narcotics and U.S. Policy,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Jun. 18), pp. 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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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상황은 급변했다. 마약 생산 동향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는 ‘탈레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
1994년 말, 즉 북부동맹과의 권력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탈레
반은 마약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비쳤다. 칸다하르(Kandagar)와 님루즈(Nimruz)
그리고 남부에 속한 몇 개 주에서 양귀비 밭이 일소되었으며, 탈레반 지도자들은
마약이 진정한 이슬람 가치와 불일치함을 선언했다. 카불에 정권을 수립한 직후 탈
레반은 마약 통제에 협력해줄 것을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hali) UN 사
무총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또 1996년 12월 2일 탈레반의 지도자인 물라 무함마
드 랍바니(Mullah Mohammad Rabbani)는 탈레반의 선전 방송인 ‘라디오 샤리아’
를 통해 마약의 생산과 사용, 거래야말로 가장 병적인 국제 문제이며, 인류에 있어
치명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반소 저항을 계기로 양귀비 재배가 아프
가니스탄에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아프가니스탄(탈레반 정권) 외무부는 UN 및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만반
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16)
나는 최근 수립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이 국제협정과 기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 영토 내에서 마약의 생산과 사용 및 거래를 단호히 추궁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에 대한 감독이며, 이는 국제 차원에서
중대히 다뤄야 할 문제이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략) 아프간
신정부는 마약과 관련된 여러 캠페인이 계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UN 마약통제 프
로그램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에 재정과 기술 원조에 관한 효과 있는 조치와 필요
한 결정을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

16) Князев А. Афганская война: связь с наркопроизводством.
http://www.narcom.ru/publ/info/527(accessed August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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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에도 탈레반 최고 지도자 무함마드 오마르(Mohammed Omar)는
양귀비밭을 1/3로 줄이도록 명령하면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처벌된다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탈레반 지도자들은 국내의 양귀비 재배를 완전히 중지시킴
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진척시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원조를 제공해 주도록 국
제사회에 호소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탈레반이 마약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공식 승인받으려는 계산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탈
레반이 아프간 내전에서의 승리와 주변국 이슬람 과격파 지원을 위해 마약산업으
로부터 얻은 수익을 이용한 것도 사실이라는 게 미 당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사실 1999년 UN 마약통제 프로그램(UNDCP)은 아프가니스탄이 4,600톤이나
되는 아편 원료를 생산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 2,500 톤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영내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토지의
90%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아프간산 양귀비의 97%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으며, UN 안보리 역시 결의문을 채택하여 탈레반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마약
의 재배와 생산 그리고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17)
미 정부와 UN의 공식 입장에 동조하는 논자들은 1990년대 말까지 마약 근절을
위해 탈레반이 취한 여러 행동들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
적한다.18) 하지만 탈레반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당시에 마약 재배와 생산이 크
게 줄었고,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이후 마약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들어 마약과 탈레반 연계설을 미국의 음모로 생각하는
17) Там же.
18) Ahmed Rashid(2000), Taliban: Militant Islam, Oil, and Fundamentalism in Central
Asia(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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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들도 적지 않다.19)
그림 1. 아프가니스탄 아편 생산량 추이(1981~2008년)

자료: Christopher M. Blanchard(2009), Afghanistan: Narcotics and U.S. Policy, p. 3 전재.

2. 탈레반 붕괴 후의 마약 산업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마리화나와 해시시의 원료가 되는 인도대마도 재배되
지만, 주로 아편과 헤로인 등 양귀비 계열의 마약이 대부분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와 양귀비계 마약의 밀매는 탈레반 붕괴 이후 더욱 급속하게 활성화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인 분쟁으로 취약해진 아프가니스탄을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국제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가 재건이
19) 미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탈레반과 마약 산업의 연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로는 다음 논문이 있다. 本山美彦(2005), ｢アフガニスタン再建の躓きの石―麻薬取
引のグローバル化｣, 立命館経営学, 第43巻 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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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아프가니스탄 국가의 정치와 경제 질서를 좀먹는 심각한 폐해라는 데 아무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01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 그
리고 주변국들의 마약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유통되는
불법 아편의 90%와 헤로인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주 근원지로서 여전히 위협적
이다.20) [그림 1]21)과 [그림 2]는 탈레반 붕괴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산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림 2. 아프가니스탄 내 양귀비 재배 현황(1986~2008년)

자료: Christopher M. Blanchard(2009), Afghanistan: Narcotics and U.S. Policy, p. 4 전재.

20)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Government of Afghanistan
Ministry of Counternarcotics(MCN)(2008), “Afghan Opium Survey 2008.”
http://www.unodc.org/documents/publications/Afghanistan_Opium_Survey_2008.pdf
(accessed July 21, 2010).
21) 일반적으로 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나 UN보다 낮은 산출 추정량을 제시하고 있다. CIS 범
죄마약센터가 제시하는 2008년 아편 재배량은 116,365헥타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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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1 테러 이후 미국을 위시한 동맹군의 아프간 대테러 작전은 이 지역에서
마약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과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양귀비 재배에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아프간 농민들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 주
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마약의 폐해를 강조하는 대주민 캠페인과 사법제도
의 정비, 경제 및 농업 개발 지도 등의 연성(軟性) 방식과 더불어, 마약 박멸 작전
이나 양귀비 파괴 작전, 마약 밀매 단속 등 강도 높고 경성(硬性) 방식도 꾸준히
시행되었다. 마약 산업과 관련한 부패척결 노력도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헬만드(Helmand) 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보상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만연한 부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2006~07년 기간 동안 양귀비
재배는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확한 양
귀비의 양은 8,200MT로서 이는 세계 전체 공급량의 93%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
치이다.
2008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내 양귀비 재배와 아편 생산량이 약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방 관리들의 노력과 밀 가격의 상승, 가뭄, 아편 가격의 저하 등
이유들로 인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6만 6,500가구가 2007~08년 기간에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06년에 비해 28% 감소한 것이지만, 240만 명이라는 계

22) 하지만 7,700MT의 아편으로 770~1,160MT의 정제된 헤로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Government
of Afghanistan Ministry of Counternarcotics(MCN)(2004), “Afghan Opium Survey
2004,” pp. 105-107. http://www.unodc.org/pdf/afg/afghanistan_opium_survey_2004.pdf
(accessed July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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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따지면 아프간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들어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중부, 동부 지역에서 양귀비 재배의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와
는 대조적으로 마약 생산이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중 현
상 또한 뚜렷해지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다. 2008년 UNODC와 아프가니
스탄 정부 부처인 대(對)마약부가 실시한 아프가니스탄 아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7~08년 동안 34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23)
그림 3. 아프가니스탄 양귀비 재배 지역 추정도(2008년)

자료: Christopher M. Blanchard(2009), Afghanistan: Narcotics and U.S. Policy, p. 6 전재.

23) 이는 아프가니스탄 영내 경작 가능 토지의 2.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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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2008년도 양귀비 재배 지역 추정도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배는 분쟁이 한창인 헬만드 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의 양귀비
재배량은 10만 3,000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국내 총생산량의 66%에 해당한다. 또
UN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양귀비와 여기에서 추출한 아편제 수출액은 30억 달
러에 달하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 GDP의 약 33%에 상당하는 액수로서 이 나라
의 경제가 마약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24)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과 범죄 조직, 부패 관료들이 마약
을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Karzai)
정부의 경제 재건과 민주화 노력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
수행에도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마약 확산이
증가하는 모순도 무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선거나 지명으로 관료가 된 이들 가
운데 마약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오
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3월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횡행하는 마약 거래로 인해
약화되고 있으며, 마약은 범죄를 조장하고 반군의 재정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또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도 아편 경제를 아프가니스탄의 장기적 안보
와 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통치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규정하였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는 헤로인 제조를 위한 이동 가능한 소형 작업장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민간 가옥에도 이러한 작업장이 설치되어 매일 40kg이나
되는 헤로인을 생산해내고 있다. 마약 생산의 성장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세계시

24) Edouard Martin and Steven Symansky(2006), “Macroeconomic Impact of the Drug
Economy and Counter-Narcotics Efforts,” in Doris Buddenberg and William A.
Byrd(eds.), Afghanistan’s Drug Industry: Structure, Functioning, Dynamics, and
Implications for Counter-Narcotics Policy(World Bank/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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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헤로인 가격은 폭락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마약 가격의 저하는 더욱 광범위
한 지역에서 구매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3. 아프간 마약의 세계적 확산
1990년대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ㆍ생산된 마약이
세계시장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① 페샤와르(Peshawar, 파키스탄)−카라치 항(Karachi, 파키스탄)−해로(海路)로
아ㆍ태 지역 및 유럽으로 확산
② 잘랄라바드(Jalalabad)-칸다하르-길멘드(Gilmend)−이란−터키−유럽
③ 칸다하르−헤라트−투르크메니스탄−CIS−유럽
④ 칸다하르−발흐(Balkh)−주즈잔(Jowzjan, 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CIS−
유럽
⑤ 쿤두즈(Kunduz)−타지키스탄의 카틀론(Khatlon) 주−러시아−유럽
⑥ 페샤와르−치트랄(파키스탄 북서 변경주)−바다흐샨(아프가니스탄)−고르노바
다흐샨 자치주(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CIS−유럽25)

25) 마약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려는 파키스탄 당국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치트랄 지
역은 마약 생산에서 대단히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마약 매각은 깊숙이 숨겨진 지
하 네트워크에서 그들의 현지 대리인을 통해 행해진다. 치트랄 주에서는 이미 제조된 마약, 특히
아편이 매매된다. 마약은 대부분 아프가니스탄의 바다흐샨 출신 난민들이 구입하는데, 헤로인 1kg
당 650달러라는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밀수 루트는 최대한 정비되
어 있으며 안전하다. 이 지역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임무는 파키스탄의 세관
직원과 경찰관을 매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헤로인 10~12kg에 대해 매겨진 관세로 그들은
150달러의 ‘보상금’을 받는다. Князев А. Афганская война: связь с наркопроизводств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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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6개 루트는 이동 방면에 따라 크게 서향 루트와 남향 루트 그리고 북향
루트 3개 방면으로 묶어서 구분할 수 있으며, ①은 남향 루트, ②는 서향 루트이고,
③~⑥은 북향 루트에 해당한다.
파키스탄에서 출발하거나 파키스탄을 경유지로 하는 ①번 루트는 남향 루트이
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경로였다. 탈레반 정권 붕괴 이전에는 전체 마
약 운송의 약 60%가 이 남부 루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①번 루트의 출발지는 파
키스탄 북서 변경주의 중심 도시인 페샤와르인데, 이 지역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
스탄 두 나라의 국경에 걸쳐 있으며, 주민의 대다수가 아프가니스탄의 중심 민족인
파슈툰 인들이다. 페샤와르를 출발한 마약은 파키스탄 남부의 카라치 항으로 집결
하였다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
그림 4. 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국제적 확산 루트

자료: Сатпаев Д(2005). Нелегальный рынок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 13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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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프가니스탄 국내에서 생산된 마약이 아프가니스탄 서남부에 위치한 슐
레이만 산맥을 넘고 벨루지스탄(Belujistan) 지방을 거쳐 파키스탄의 카라치 항으
로 운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남향 루트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북부 루트가 등장하면서 남부 루트의 역할은 크게 감소했다.
서향 루트 또한 남향 루트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경로이며, 위 경로 중 ②번이
이에 해당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를 출발해 칸다하르와 길멘드를 거쳐
이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의 국경지대(라바트)를 통해 이란, 터키, 유럽으로 나간
다. 한때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도 주로 이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향
루트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란정부의 마약 근절 노력으로 인해 일찍이 영향
력이 저하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전체 마약 수출의 7% 이하만이 이 경로를 통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6)
소연방의 붕괴 이후 각광받고 있는 것은 북향 루트로서 중앙아시아 각국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으로 나가는 경로이다.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향 루트의
이용률은 전체 마약 수송의 65~80%를 차지한다. 특히 탈레반 정권이 종식된 직
후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지방인 발흐(마자리샤리프)와 쿤두즈, 타하르, 바다흐샨
등지에서 아편 생산이 급격히 늘어난 현상은 북향 루트의 중요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들어 양귀비 재배와 아편의 생산이 아프간
남부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향 루트의 중요성은 저하되지 않고
있다.
26) ②번 루트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은 마약은 터키에 있는 대규모 지하공장에서 가공된다.
여기서 제조된 헤로인은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확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
인 ‘디아스포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 일부 정보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아프간산 마약의
수송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Сатпаев
Д.(2005), Нелегальный рынок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Алматы, 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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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CIS 영내에서는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에 이르며 그 압도적
다수가 젊은이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마약으로 인한 장애로 고
생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연히 범죄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그 최대
원인은 마약 중독이다. 서방 각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마약과 알코올로 인한 관련
범죄가 전체 범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급속히 진행 중이며, 아프간 제 마약이 러시아 암시장
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7)

Ⅳ. 타지키스탄 마약 산업의 실태
1. 중앙아시아와 타지키스탄의 마약 산업
중앙아시아에서 마약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투르케스탄 지방(현
키르기스스탄 영내)에 거주하던 위구르 인과 둔간 인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 이곳에서 거래된 아편
과 해시시의 양은 100톤에 달했다. 중앙아시아의 마약 밀매가 줄어든 것은 소비에
트 정권이 들어서고부터였으며,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의학용 마약이 재배되기
도 했으나 마약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철저했다.
중앙아시아에서 마약 지배와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게 된 계기는 소연방의 붕괴

27) 일부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 전체의 부동산 투자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약 판매로부터 얻어진
현금이며, 주택 매매에서 거래되는 검은 돈 가운데 1/3 이상이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있
다. Там же. С.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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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로 인한 통제의 부재였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아
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상황이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불법 마약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생 인도대마를 원료로 하는
해시시와 마리화나가 주종을 이룬다. 재배와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요
하는 양귀비 계열의 마약, 즉 아편과 헤로인은 주로 내수용으로 재배ㆍ생산되지만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들어오는 아편과 양귀비의 양이 막대하기 때문에 소량에 그
칠 뿐이다.
표 1. 아프가니스탄/중앙아시아/러시아의 마약 산업 실태 비교
국가명

생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99.50%
0.50%

경유

목적

59.60%
0.02%
24.90%
10.70%
3.9%
0.85%

89.16%

헤로인

아편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67.78%
12.20%
16.40%
2.40%
0.02%
0.01%

44.4%
45.1%
88.10%
21.20%
13.70%

자료: 러시아연방 마약거래통제국(http://www.ugnk.mos.ru/)의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 작성.

위의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중앙아시아에서의 마약 재배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
은 아니다.28) 마약과 관련해 중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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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니스탄 마약의 수송 중계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 마약거래통제국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성한 이 표는 러
시아와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산업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상 마리화나나 해시시 등 대마 계열의 마약은 생략하고 양귀
비 계열의 마약만을 수록하였다. 이 표를 놓고 볼 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중
계ㆍ경유지로서의 타지키스탄이다.
표 2.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압수한 아편계 마약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타지키스탄
총 압수량
헤로인
압수량 (kg)
(kg)
11
21
113
321
1749
3565
6.4
4533
60
2951
271
2565
709
7129
1883
8802
4239
6724
3958
9603
5600

우즈베키스탄
총 압수량
헤로인
압수량 (kg)
(kg)

285.5
844.3
1884.5
2470.3
2188
3617.1
2683
708.3

18.5
70.3
252.7
324.8
675
466.6

키르기스스탄
총 압수량
헤로인
압수량 (kg)
(kg)
50
153
약 199
약 621
807
683.4
171

0.305
1.035
4.2
24.7

자료: Сатпаев Д(2005), Нелегальный рынок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 23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28) 타지키스탄 정부는 소규모의 이동식 아편 공장(작업장 수준)이 남부의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대에 존
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욜(Yol) 과 사리고르(Sarigor)
근처의 슈로오보드(Shuro-obod) 지구에 주목하고 있다.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Dushanbe, Tajikistan, “2009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Tajikistan.”
http://dushanbe.usembassy.gov/pr_07212009.html(accessed July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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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2003년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표 2]는 타지키스탄에서 주변 공
화국에 비교할 때 마약의 유통이 월등하게 활발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나라가
아편의 수송과 소비로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은 소연방 붕괴 직후부터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타지키스탄에서 헤로인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아편 역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에 이르는 15여 년 동안 타지키스탄은 아프간
아편의 주요 수송 국가로 부상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버금가는 불법 마약 산업 국
가로 변모했다. 소연방 붕괴 직후부터 1997년까지 계속된 파괴적인 내전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한 이 나라에서 오늘날 불법 아편 거래는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
고 있다. 타지키스탄 국내 총생산의 30%가 마약 거래의 결과라는 통계가 이를 잘
입증해준다.29)
타지키스탄 영내에서 마약의 직접 재배와 생산은 이미 언급했듯이 미미한 양에
불과하다. 타지키스탄에서 마약 단속을 주도하는 마약통제국이나 국제기관의 평가
도 타지키스탄이 결코 마약 생산국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귀
비나 마리화나의 재배가 전무한 것은 아니어서, 특히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의 국경지대인 수그드(Sughd) 지방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인 바
다흐샨 지방에 소규모나마 마약 재배가 보고되고 있다.30)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29) 타지키스탄 UNDP 대표 커헤인(Matthew Kahane)의 추산.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1), “Tajikistan: An uncertain peace,”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no. 30, http://www.crisisgroup.org/home/index.cfm?l=1&id=1438(accessed
July 11, 2010).
30) 2008년에 타지키스탄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양귀비-2008’ 마약 박멸 작전에서는 이들 두
지역에서 총 8만 5,000다발의 마리화나가 적발되어 소각된 바 있다.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Dushanbe, Tajikistan, “2009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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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은 대규모 마약 공정 작업장은 보고된 바 없다. 대부분의 마약은 아프가니
스탄을 통해 유입된다.
타지키스탄 주민들의 마약 중독 정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마약 입수도 비교적 용이하다. 2008년에 공개된 UN의 비공식 추계에 따르면, 타
지키스탄 영내의 등록된 마약 사용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19명 꼴이지만, 비
등록된 마약 사용자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또 타지키스탄
보건부는 2008년 상반기에 모두 8,732명의 마약 중독자가 당국에 등록되어 있고
(2006년 7,791명, 2007년 8,117명), 그들의 대다수는 수도 두샨베(47%)와 수그드
지방(19%)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31)

2. 타지키스탄 내 마약 산업 확대의 원인
타지키스탄에서 마약 산업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아프가니스탄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민족적 친밀성이
타지키스탄을 마약국가로 성장하게 했다. 또 5년 동안 계속된 내전과 그로 인해 초
래된 부정적인 결과들, 전후 국가운영의 실패, 지역 군벌들의 부상, 국경 통제의 부
실, 부정부패, 이주민의 증가도 마약 국가 타지키스탄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이다.
가. 지리적 근접성과 민족적 친밀성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1,206km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양국 국경 주변, 특히 지(Pyanji) 강 주위로 다수의 타지크 인들이 거주하고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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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다. 두 나라에서 타지크 인으로 불리는 민족집단은 페르
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들로서 투르크어계 민족들의 영향력이 강한 중앙아시아에서
는 독보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타지크 인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판시르
인(Panshiri), 다르와즈 인(Darwazi), 라그 인(Raghi) 등 출신 지역으로 부르는 경
우가 많다.32) 현재 아프가니스탄 영내에 거주하는 타지크 인은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20~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33)
나. 타지키스탄 내전과 그 여파

소연방 직후부터 5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타지키스탄 경제는 심하게 손상되
었으며, 전후 복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 나라의 GDP는 내전이 시작되기
전인 1990년보다 1998년에 57%가 감소했으며, 1인당 GDP는 미화 290달러로 CIS
공화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열악한 경제사정은 불법 마약 산업으로 주민들을 유혹
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면 이미 1990년대 말에 마약 밀매로 이득을 보는
타지키스탄 주민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4)
나이트와 바티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UN 활동에 관해 고찰한 글 속
에서, 중앙아시아의 마약 산업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빈곤 문제와 직결되며, 일부

32) P. Centlivres & M. Centlivres-Demont(1998), “Tajikistan and Afghanistan: The
ethnic groups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in M. -Reza Djalili, F. Grare & S.
Akiner(eds.), Tajikistan: The trials of independence(Richmond: Curzon), pp. 3-13.
33) Johan Engvall(2006), “The State under Siege: The Drug Trade and Organised
Crime in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58, no. 6, p. 828.
34)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2005),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Washington, DC: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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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는 마약의 재배와 밀거래가 생계를 넘어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고 지적한다. 때문에 그들은 가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것이다.35)
다. 군벌의 부상

타지키스탄은 내전 이후 국가운영에 난항을 겪으면서 아프간 마약의 중심 수송
국가가 되었다. 1992년 말에 타지키스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년 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에모말리 라흐몬
(Emomali Rahmon)의 노력으로 국가재건과 중앙권력의 재확립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타지키스탄 안에는 정부관료와 실권자들의 세습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족벌체제와 그들 사이의 이합집산으로 인해 중앙권력이 침해
받고 있다. 이들 정부관료와 지방 족벌들은 부정부패와 마약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
고 있다.36) 내전 과정에서 형성된 군벌들이 내전 종결 후 국가권력 내부로 통합되
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부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마약 산업을 경영하면서 사병까지
소유하는 경우가 목격된다.
내전 당시 군벌들 사이의 세력 쟁투는 친정부파(친공산당계)와 반정부파(이슬람
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의 대립뿐만 아니라 지역간ㆍ민족간 대립의 양상도 보여

35) W. Andy Knight and Vandana Bhatia(2010), “The United Nations and Central
Asia,” p. 104.
36)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4), “Tajikistan’s politics: Confrontation or consolidation?”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Briefing, no. 33, http://www.crisisgroup.org/
home/index.cfm?id=2757&l=1(accessed July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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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친정부적인 쿨롭(Kulob) 지역과 반정부 성향의 가
름(Garm) 지역 지방 엘리트들간의 대결이다.37)
라. 국경 통제 문제

1990년대에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정부의 국경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
경 주변으로 마약의 유입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오늘날도 그 문제가 완
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03년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아편을 생산하는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 강의 수비
는 허술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 몇 개 지점은 감시를 전혀 받지 않고 쉽게 도하가
가능하다.”38) 1993년 협정으로 아프가니스탄과의 1,200km에 이르는 국경의 수비
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게 맡겨졌고, 러시아의 제201 자동화 소총 사단이 그 임무
를 맡았었는데, 2005년 7월에 이르러서야 타지크 군이 국경 수비를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타지크군의 업무수행 능력이 러시아군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타지크 군이 국경 수비를 전담하게 된 2005년을 전후해 아편과 헤로인 압
수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39) 단속에 허점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해
37) 쿨롭 인들은 타지키스탄 서부의 우즈베크 민족 및 히소르(Hisor) 민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가
름 인들은 공화국 동부 고르노바다흐샨 지역 출신의 파미르 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타지키스탄
내 민족, 군벌, 엘리트 간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K. Nourzhanov(2005),
“Saviours of the nation or robber barons? Warlord Politics in Tajik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4, no. 2.
38)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2004), 2003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Washington,
DC: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p. 462.
39) 타지키스탄 마약통제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아편 압수량은 2,315.6kg, 헤로인 압수량은
4,794.1kg이었던 데 반해 2005년에는 아편이 1,104.4kg, 헤로인이 2,344.6kg이었다. Leti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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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도 아니었다. 내전 기간 동
안 러시아 군은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잘 무장된 마약 밀매 집단
들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급급해야 했다.
또 러시아 군의 임금 미지불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부정부패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40) 심한 경우에는 러시아 군 비행기가 마약 수송에 쓰이기까지 했다는 보
고도 있다.41) 타지키스탄과 여타 CIS 공화국들간 국경 상황은 더 열악하다. 통제
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이들 국가간 국경을 통해 마약의 거래와 수송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다.
2000년 이후의 현상 가운데 특기할 것은 중앙아시아 여성들의 마약 밀거래 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국경 단속
반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추정하기로
는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여성의 마약 밀매 건수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그 대
다수가 농촌지역 출신 여성들이다.42)
마. 부정부패43)

부정부패는 타지키스탄만의 문제는 아니며, 구소련 소속 국가들에서 전체적으로
발견되는 부정부패의 패턴이 타지키스탄에서도 그대로 목격된다. 부패의 문제는

40)
41)
42)
43)

Paoli, Irina Rabkov, Victoria A. Greenfield and Peter Reuter(2007), “Tajikistan:
The Rise of a Narco-State,” p. 956.
Ibid.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1), “Central Asia: Drugs and conflict,” ICG Asia
Report. http://www.crisisgroup.org/home/index.cfm?id=1430(accessed July 21, 2010).
W. Andy Knight and Vandana Bhatia(2010), p. 103.
Letizia Paoli, Irina Rabkov, Victoria A. Greenfield and Peter Reuter(2007),
“Tajikistan: The Rise of a Narco-State,” pp. 957-958을 주로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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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비에트 시기서부터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타지키스탄의 사례에 비
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전통적인 사회제도와 친인척, 씨ㆍ부족, 직장 등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에
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굳이 뇌물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편의를 봐
주는 양상이 강하다.
둘째, 위계적인 구조를 갖는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직책을 돈으로 산 관료가 다
른 이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뇌물의 일부를 자신의 상사
(과거에 자신을 도와준 자)에게 떼어주는 관행이 있다. 2000년도 타지키스탄 마약
통제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 관구
의 경우 내무부 관계 부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화 5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일
단 고위직에 오르게 되면 마약 거래상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5만 달러를 채우는 것
은 시간 문제였으며, 또 받은 뇌물의 일정 부분은 자신의 상사 몫으로 돌아가게 마
련이었다.
셋째, 뇌물을 받는 행위는 보편적인 윤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으로부터 뇌물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편으로부터 받느
냐에 달려 있다. 우리 편으로부터 받는 뇌물은 부끄러운 행위지만, 다른 편으로부
터 받는 뇌물은 일반적으로 쉽게 허용된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대부분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있으며, 혐의자들도 정부 내
고위직에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례로 1998년 4월 타지키스탄
국방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이 89kg의 아편을 두샨베로부터 수그드 지방의 판
자켄트(Panjakent)로 운반하기 위해 군용 헬기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2000년 5월에는 카자흐스탄의 당시 수도인 알마티에서 86kg의 헤로인과 거액의
외화 뭉치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그 발견 장소가 타지키스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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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역 대표가 함께 사용하던 차량 안이었다. 당시 타지키스탄 무역 대표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대사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급거
출국해야 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과 유사한 사건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특별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국경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하급 장교는 물론
마약 단속을 임무로 하는 정부기관 소속 장병들이 소량의 뇌물을 받고 마약의 국
경 통과와 수송에 협조하는 사례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타지키스탄 정
부와 국제 유관기관의 마약근절 노력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바. 타지크 인 이주민과 마약 밀거래 네트워크

이후에 고찰하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은 타지키스탄 국경을 통과
해 대부분 러시아로 운반된다. 이 밀거래 네트워크에서 주역을 담당하는 이들이 러
시아를 비롯한 CIS권 전역에 이산되어 있는 타지크인 들이다. 내전이 한창이던
1992~1999년 사이 타지키스탄을 빠져나간 타지크 인 난민은 60만 명을 넘는다.44)
그 가운데 적어도 6만 명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흘러들어 갔으며, 그들이 아프간산
마약 운반책으로 역할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마약 중독이 심각해짐에 따라 러시아로 이주하여 노동자로
취업하는 타지크 인들에 대한 우려가 제고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을
왕래하며 물건과 노동력을 실어나르는 타지크 인들의 수는 80만 명에 달하는데,

44)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Tajikistan human and development
report 2000.” http://hdr.undp.org/en/reports/nationalreports/europethecis/tajikistan/tajikistan_
2000_en.pdf(accessed August 8, 2010).

3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그 수는 타지키스탄 전체 노동력의 1/3에 해당한다. 이들 타지크 인의 대다수는 러
시아나 타지키스탄에서 열악한 경제상황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약 운반책이나
매춘 등의 유혹을 자주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45)

3. 타지키스탄 수송 루트
UN의 자료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은 마약은 타지키스
탄 영내의 수송 루트를 따라 이동하며, 그중 40%가 러시아로, 30%는 유럽으로 운
송된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이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2007년 10월 중국국경 경비대와 타지키스탄 마약통제국이 아프간
산 마약 유입 경로에 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를 예증해 준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아프간 마약 가운데 5%가량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46)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아프간 마약은 타지키스탄의 국경 근처 칼톤
(Khatlon) 주의 슈로오보드(Shuroobod)와 모스콥스키(Moskovskiy), 판지(Panj),
샤르투즈(Shahrtuz)로 유입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47) 이 지역은 산세가 낮고
평지가 많아 교통과 수송에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과거에 주요 수송

45) Letizia Paoli, Irina Rabkov, Victoria A. Greenfield and Peter Reuter(2007),
“Tajikistan: The Rise of a Narco-State,” p. 959.
46) 또한 3%는 미국으로, 3%는 아프리카를 거쳐 남아메리카까지 수송된다.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Dushanbe, Tajikistan, “2009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 Tajikistan.”
47) 이들 잠입 루트 가운데 슈로오보드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종종 타
지크 국경수비대에 대한 총격이 벌어지기도 한다. 2008년에만도 15번의 전투가 이곳에서 있었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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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타지키스탄 마약 수송 루트

자료: Сатпаев Д(2005), Нелегальныйрынок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 24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경유지였던 칼라이쿰브(Kalai-khumb), 반지(Vanj), 카라테긴(Karategin), 지르가탈
(Jirgatal) 루트가 최근에는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정보도 있지만, 카자흐스탄의 중
앙아시아 마약 수송 루트 연구그룹의 주장에 따르면 여전히 이 루트는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프가니스탄령 바다흐샨으로부터 이쉬
카쉼(Ishkashim), 칼라이쿰브(Kalai‐Khumb), 슈로오보드, 코발린그, 쿨롭, 쿠르곤
테파(Qurghonteppa), 두샨베(Dushanbe)로 연결되는 경로이다. 쿨롭에서는 탈루칸
(Talukan)에서부터 파르카르(Parkhar)를 경유해 도착한 마약들이 적재되기도 한다.
한편 두샨베를 출발한 마약은 안좁(Anzob) 고개를 경유해 쿠잔드(Khujand)로
운반되고, 그곳에서부터 국경 도시인 베카바드(Bekabad)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바트켄(Batken) 주를 거쳐 키르기스스탄 영내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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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는 중국으로 향하는 루트도 개발되었다. 이 루트의 경로는 두샨베파이조보드(Faizobod)-카라테긴(Karategin)-타빌다라(Tavildara)-카기르다쉬트
(Cagirdasht)-칼라이쿰브-코루그(Khorugh)-무르곱(Murghob)의 순서로 되어 있다.

Ⅴ. 마약 근절을 위한 타지키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1.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한 마약 밀거래 단속
타지키스탄 정부의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한 마약 밀거래 단속은 1990년대 중반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 러시아
및 기타 유관국들과의 협력과 지원하에, 비록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점진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 마약 밀거래 단속은 종종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도 높
게 시행되며, 다음 기관들이 단속을 주도한다. 참고로 2007년과 2008년 1~9월 동안
의 마약거래 단속 실적을 단속 기관과 마약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어놓는다.
이들 마약 단속 기관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타지키스탄 마약통제국(DCA:
Drug Control Agency of Tajikistan)이다. 이 기관은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타 단속 기관과는 달리 마약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1999년 타지키스탄 정부가 설립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이 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하고 민첩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인데, 2009년 7월 현재 이미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아
프가니스탄 등과의 합동 단속 작전에 37회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작전을 모두 성공리에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8) 이미 서술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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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통제국의 활동은 UNDCP(the United Nations Drug and Crime Control
Programme)와 UNODC(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등 UN
으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지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타지키스탄 내 마약 압수 실적
기관명
내무부
마약통제국
국경수비대
국가안보위원회
세관

헤로인(kg)
2007년
792
751
2008년
2007년
278
2008년
307
82
2007년
2008년
111
2007년
100
2008년
200
2007년
36
2008년
81

아편(kg)
2007년
1002
2008년
411
2007년
329
2008년
487
2007년
471
2008년
241
2007년
397
2008년
468
2007년
0
2008년
0.1

인도대마(kg)
2007년
347
2008년
821
2007년
309
2008년
358
2007년
276
2008년
649
2007년
102
2008년
121
2007년
0.026
2008년
9

집계(kg)
2141
1983
916
1152
829
1,001
599
789
36
90

자료: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Dushanbe, Tajikistan, “2009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 Tajikistan”을 기초로 필자 작성.

2. 부정부패의 척결
무엇보다 타지키스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마약 밀매
를 주도하는 그룹 지도자들이 정부 고위직에 진출해 있으면서 국가기구를 자신의 불
법거래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로 인해 중소 규모의 불법조직이 대
48) 마약통제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에 타지키스탄 특무기관과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대에서 압수한 마약은 8톤하고도 100kg에 이른다. 이 가운데 4톤 800kg은
이른바 경성 마약에 해당하는 헤로인이었으며, 나머지는 해시시와 미정제 아편, 향정신성 물질이
든 알약, 야생 대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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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마약 비즈니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 어느 정도의
마약 관련 부패가 잔존해 있는지, 또 그 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
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인하기가 힘들다. 단지 미국정부의 공식 자료는 2008년
에도 여전히 부정부패와 법 제도의 비효율성이 타지키스탄 마약 근절의 가장 큰 장
애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약 밀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거물급’들이 여전
히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타지키스탄 정부는 급속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점진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일정 정도 평가하고 있다.50) 2006년에 타지키스탄은 UN의 반부패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에는 국가재정감독 및 반부패국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했다. 이 조직은 2008년 1~9월의 기간 동안 693건의 부패 관련 사범을 적발했는
바, 그 가운데 244건은 살인이나 방화와 관련된 중죄였으며, 142건은 뇌물수수 그
리고 121건은 정부 직원이 저지른 범죄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마약 관련국이나
법원, 국방부에 소속된 직원들의 부패 관련 사범 적발 건수만도 132건에 달한다는
사실이다.51)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법제 개혁과 부패 척결 노력을 방해
해왔다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 라흐몬 대통령은 2008년 4월 25일 연례 연설을 통
해 2010년부터 사전체포영장 발급 권한을 검찰로부터 법원으로 이관할 것을 공표
49) 타지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의 공식 보고서에서 타지크 정부 관료들의 정식 급료와 그들의 충격적
인 호화생활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마약 관련 부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
하였다.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Dushanbe, Tajikistan, “2009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 Tajikistan.”
50) 미국정부는 마약 밀거래와 관련해 타지크 정부의 관료가 체포될 경우 단순히 체포에만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bid.
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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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에 대한 대폭적인 감독권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대
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 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여전히 형법제도의 공정성과 효
율성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
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2008년 초에
통과된 ｢인권위 의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관료에 대한 인권 관련 고발을 독
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조사관이 임명되었다.52)

3. 국제 협력
앞에서 지적한 대로 타지키스탄 정부의 마약 근절 노력에는 UN 마약범죄사무
소 두샨베 지부를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및 아프가니스탄, 우즈베
키스탄 등의 주변 국가 정부가 물심양면의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마약의
침투와 확산이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화의 양상을 띠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가 중앙아시아와 전 세계의 안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협
력 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유지ㆍ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52) 2007년 11월 30일 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몬은 ‘2008~12년 기간 동안 타지키스탄 공화국에서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국가 프로그램’을 제
안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확정시켰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에 삽입된 ‘유일’과 ‘완전’이라는 단어
가 시사하듯, 타지키스탄 정부의 마약 근절 의지는 확고한 듯 보인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법 마약
거래를 단속하는 기관과 부처의 권한 강화, 인프라의 증축, 불법 마약 수색 및 단속 작전의 효율
성 향상과 질적 제고, 마약 예방활동에서 주민 서비스 강화, 마약 중독 환자의 치료 및 재활 대책
강구, 청소년층의 마약 확산 방지 대책 구상, 마약 사범 관련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설립 등 다양
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 문서는 CIS권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체적으
로 이들 국가의 군 및 치안부대, 세관, 국경경비대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ШАРИПОВ А.М. Наркотиз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Таджикистане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
ледования. (2009), № 4. С.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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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UNDP는 유럽연합(EU)과 협력하여 ‘중앙아시아를 위한 국경관리 프로
그램’ 및 ‘중앙아시아 마약조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자는 현대적인 국경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월경 무역과 운송을 촉진하기 위
해 도입된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발전지향적인 중앙아시아의 마약통제전략 개발
을 목표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네 번째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UNDP의 책임하에 운영되며, 자금은 EU가 담당한
다. 또한 타지키스탄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하
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가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바는, 마약 근절에 그치
지 않고 5개국의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각국의 국가역량을 증진시키
고, 최종적으로는 각국의 국경은 각국이 지킨다는 기본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 UNDP는 중앙아시아 각국 국경수비대의 훈련과 교육, 유로폴(Europo)
과 인터폴(Interpol) 등 국제첩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중앙아시아 각국 정보기관
의 역량 강화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53)
국제기관과의 협력과 병행하여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
다. 2008년 타지키스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
법 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지역정보 및 협력센터(CARICC: Central
Asian Regional Information and Coordination Center)를 설립할 것에 합의하고
협정을 체결했다. CARICC는 평상시 역내 국가들간 초국가 범죄에 관한 정보교환
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유사시에는 합동 단속 작전을 위한 지휘본부의 역할도 담

53) W. Andy Knight and Vandana Bhatia(2010), “The United Nations and Central
Asia,”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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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된다. 이 협정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UNODC는 불법마약매매 단속센터를
타지키스탄 수도에 설립하고 향후 CARICC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54)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작전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미국은 특별히 타
지키스탄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두샨베에 설립한 합동정보센터(Joint Intelligence Center)와 야전정보센터(Field
Intelligence Center)는 타지키스탄 정보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ㆍ발전시킴으로
써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을 적발하
고 조사ㆍ처벌하는 임무도 수행한다.55)
최근 청소년층의 마약 소비 억제와 관련 범죄 감소 노력의 일환으로 타지키스탄
미국 주재 대사관이 타지크 가라테 연맹과 공동으로 국제 가라테 시합을 주최한
바 있는데, 그 슬로건으로 “마약에 한 방을 먹이자”는 문구가 사용되어 화제가 되
었다. 타지크 젊은이들의 건강과 마약 사용 근절을 위해 미 당국은 두샨베와 쿠잔
드, 카틀론 등지의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56)

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지키스탄의 마약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심각한 국
내문제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로 확대ㆍ발전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이

54) Ibid.
55)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Dushanbe, Tajikistan, “2009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 Tajikistan.”
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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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굴지의 마약 국가로 변모하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요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
프가니스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없이는 타지키스탄의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
절하기란 불가능하다. 타지키스탄은 마약의 재배와 생산보다 아프가니스탄산 마약
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핵심 중계국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타지키스탄 영내에서 적발되는 마약 밀거래와 수송, 소비는 이 나라에서 만
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부정부패는 정부의 말단 직원으
로부터 고위급 관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벨에서 공공연하게 목격된다. 라흐몬
대통령 스스로의 개혁의지와 법제적ㆍ경제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만, 여전히 마약 밀거래를 비호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정부 내 관료가 존재한다
는 점은 마약 국가 타지키스탄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최빈곤 국가인 타지키스탄의 주민들로서는 내전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피폐와 더딘 전후 복구, 인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월경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약 재배와 밀거래를 대신할 수 있
는 대체산업의 육성과 주민 계도야말로 양귀비 밭을 갈아엎고 마약 밀거래자를 적
발해내는 ‘강성 단속’ 못지않게 중요한 ‘연성 단속’의 핵심 사안이다.
문제는 타지키스탄의 체질적인 경제적 빈곤과 국가ㆍ사회적으로 충일한 비효율
성 때문에 타지크 정부 스스로가 마약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적 개혁을 완수
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ㆍ러 및 중앙아시아 주변국들의 관심과 협력, 공조와 지원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왔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지금까지 이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도출
해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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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권력의 행사는 공간을 구성하며,
공간은 다시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게 만든다.”1)
“공간의 이용과 구분은
권력의 실천에 필수적이다.”2)

1) 전종한(2005),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서울: 논형), p. 48.
2) 존 레니에 쇼트(2006),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이현욱ㆍ이부귀 옮김(서울: 한울),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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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민족 및
국가 정체성 확립과 그 실천적 이행 단계에서 나타난 마할라 정책을 공간과 일상이
라고 하는 세 가지 분석적 프레임으로 재해석해 보려는 실험적 시도이다. 기존의
마할라 연구가 거의 대부분 정치적ㆍ사회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온 현실을 검토해 볼
때, 본 논문의 실험적 성격을 우리는 학제간 연구에 기초하여 마할라의 문화사적ㆍ
사회사적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은 흔히 카리모프 정권의 일당독재와 소수 문화엘리
트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식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여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 정체성
노력과 차이를 이루는 독특한 구조와 전통을 보이는바, 그 일차적인 기원과 특징을
본 연구는 마할라 정책(Mahalla policy)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할라의 시스템적 구조를 공간과 일상이 중심이 되는 학제간
접근방법의 차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이 추구하는 정체성 정치의 이
면에 자리한 특이성과 신화적 기호를 분석하는 데 있다.

Ⅱ. 연구 방법론
신성하며 유산계급의 절대권력이 중심화되고, 반대로 세속적이며 무산계급의 주
변 추종세력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공간적 배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시사적
견지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전통이자 민속문화이기도 하였다. 혁명은 이러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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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즉 중심과 주변의 위치 변동을 야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리로 작용
한다. 여기에서 중심과 주변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힘의 소유와 권력의 과
시 및 분출이 응집되는 주체가 그렇지 못한 비권력자의 자리와 위치 변동을 일으
킨다는 의미이다. 세력의 변화는 급작스러운 정체성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자연스
럽게 이러한 혼란의 시기는 공간의 재편성 혹은 기호의 새로운 창조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도시설계와
공간배치 속에 은폐되어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이다.3)
일반적으로 도시설계 및 공간배치는 근대로 이행해 오면서 고도의 계획성과 이
념적 기초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 같이 보여도(그
림 1 좌), 그 역사적 기원과 문화사적 이면에는 해당 지역 혹은 나라 전체, 문명권
의 특징적 패턴을 읽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내재해 있기 마련이다. 특히 계몽주
의 의식과 근대적 과학 및 이성이 사회체제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18세기부터는 이러한 의도성과 이데올로기적 잔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감옥
설계도(그림 2 중)를 보여주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창조적 발상은 기
본적으로 간수가 죄수들을 어느 위치에서든 감시할 수 있으며, 감시를 받는 자들은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늘 감시된다고 하는 막연한 불안

3)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도시의 역사와 도시의 공간을 사회학적 견지에서 살핀 주목할 만한 연구서는
Manuel Castells(1979), The Urban Question(Edward Arnold, Ltd.), Anthony
Giddens(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와 이것의 번역본인 포스트모더니티, 이윤희ㆍ이현희 역(서울, 민영사, 1991), David Harvey
(1983), Social Justice and the City(London: Blackwell Publisher)와 이것의 번역본인
사회정의와 도시, 최병두 역(서울: 종로서적, 1983), 같은 저자의 Consciousness and the
Urban Experien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과 이것의 번역본인 도
시의 정치경제학, 최의수 역(서울: 한울, 1996),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서울: 한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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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유발한다. 중앙집권식 사회통제의 발상이 심어져 있는 벤담의 파놉티콘
(Panopticon: ‘다 본다’는 의미)은 현대 감옥의 원형적 설계의 한 단면을 제시해
준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운동성과 최단시간 내의 이동성을 고려한 인공적 도시설
계의 백미는 [그림 3] (우) 모스크바 시 조감도가 보여주듯 도시건축의 기본이다.
특히 군사권력과 독재체제의 정치형태가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에서는 도시의 한
중심에 사각형의 광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형 혹은 사각형의 광장은
세계의 중심, 즉 옴팔로스의 신화적 욕망과 야욕을 정치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세속
적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인위적인 의례적 신화 재현(각종 경축행사 혹은 카니발적
공연)과 군사력 과시가 가장 중요한 볼거리로 제시된다. 이로 인해 민중들을 이념
적ㆍ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기호의 공간으로서 광장과 사각형의 이미지는 통제란 시
각에서 원형과 상호 치환된다.
그림 1. 원형구조의 공간이해: 고대적 기원과 근대적 다양성

(좌) 고대 서유럽 전통의 ‘원형구조의 마을(круговая центрическая планировка селений)’.
이 같은 구조의 전통은 고고학적 발굴 조사 결과 7~9세기에 그 기원을 두었으며, 러시아 농민공동체
(русская крестьянская община)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중) 벤담이 설계한 파놉티콘 도면(1816)
아래쪽 반원 안의 A는 죄수의 방이고, 정 가운데 F가 간수의 감시공간이다.
(우) 모스크바의 봉건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방사형 도시구조(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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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정체성 확립에서 나타나는 마할라의 역할과 문
화사적 의미를 공간과 일상의 구도로 재해석해 본다. 신생국가 우즈베키스탄의 정
체성 확립의 과정에서 마할라 제도는 “과거의 전통을 되살리고 더욱 강화하여 신
생국가 건설과정에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상호책임의 관계망 속에 지역주민들
을 포함시켜 공동체의 외피를 구성하는 이 시스템은 우즈베키스탄의 기본 행정단
위이자 기호학적 의미에서는 체제유지의 신화적 배경이 된다. 씨족관계의 기반에
선 가족이 가장 작은 단위의 문화소(cultureme) 혹은 관계망의 점(點)이라고 하면,
신생국가 전체는 선과 면이 만나 구조를 이루는 사각형과 원의 집합이 될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정주 공간의 지역적 특성은 ‘생태적 공간’으로부터 지역 엘리트와
행정적 의도가 개입된 ‘사회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4)
전통적으로 도시적 삶에 기반한 제도였던 마할라 제도는 이제 시골의 촌락에까
지 이식되어 국가의 정치활동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와 통제의 관할 속에 편
입시키고 있을 정도로 사회ㆍ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권력
지배와 힘의 움직임이 외부에서 내부로 삼투되면서 자치적 공동체의 이상적 이념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하부구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마할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탈소비에트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국의 민족 및
국가정체성 확보의 노력을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이 모델의 기초를 일상과 결부시
켜 분석할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학제간 접근방법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인은 다음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
다. 첫째는 전통적인 관할 구역 구분과 공동체적 의미에서 마할라가 지녀왔던 문화
적 고유성이다. 둘째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제한적 범위에서 마

4) 전종한, 앞의 책,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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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를 관측하는 문제이다. 이는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체에서 거주민의 이
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 내에서 정부의 주요 현안을 유포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직 구성망으로의 전이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아
울러 이 둘째 과제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부활과 병행하여 나타나는
모스크 건축 및 마할라의 정치적 이용실태 비교와 관련될 것이다.
그림 2. 공간구조의 다양한 변이

(좌)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의 원리를 이용한 학교 크레스토매시아의 구조
(중) 일명 별 모양을 닮은 ‘붉은 군대극장’의 조감도. 내부는 원형과 방사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 1987년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Bukhara) 구역 내 전통 거주지(традиционная форма расселения)
조감도

이론적 접근방법 및 기초는 문화인류학, 인문지리학, 기호학, 민속학 등에서 도
시건설 및 일상사 연구에 직결되는 접점의 기반을 충실히 따를 것이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나누어 적용해 볼 것이다. 첫째, 클리포드
기어츠(Cliford Geertz)의 ‘극장국가(theatre state)’와 여기에서 확장된 ‘제식 연출
(ceremonial display)’이다. 국가의 행정수반(현대식 대통령), 속권에 종속되어 있
는 교권(종교계 인사 네트워크), 무대 위에서의 배우(국민 및 씨족단위의 행정조직
단위)가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 기능한다. 위계적 질서는 나라를 통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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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적 지배 원리로 작용하고, 그 핵심은 장방형의 사각형과 권력의 응집이라 할
수 있는 인류학적 개념의 동심원 구조(concentric structure)에서 비롯된다.5) 둘째,
공간담론을 둘러싼 최근의 도시지리학자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와 포스트모
더니즘에 기초한 세계화 논리의 해석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역사지
리유물론’,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의 인간 주체와의 관련성을 논의한 대표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사회적 생산물서의 공간’ 방법론과 분석틀을 선
별적으로 이용할 것이다.6)
행정단위로 고착화된 두 유형의 공간구조는 그 자체로 세속적 ‘사원(temple)’의
형상을 표상하며, 성별된 공간으로서 의미의 가능성을 설정하는 초점렌즈의 역할
을 한다(그림 6 우). 그리스어로 ‘자르다’라는 뜻의 템노(temno)에서 파생한 테메
노스(tememos)는 세속적 공간과 구별되어 이념과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구
별된 공간으로서의 구획과 공간 분할은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본질적으로 성스럽다
거나 속된 것이 아닌, 즉 실체적 범주가 아니라 ‘상황적 범주’로서 공간 모델의 창

5) C. Geertz(1980),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 Century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조너선 스미스(2009), 자리잡기, 방원일 역(서울: 이학사), p.
97.
6) E. Soja(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in D. Gregory and J.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 (Macmilan Publishing); David Harvey(1993),
Social Justice and the City와 이것의 번역본인 사회정의와 도시, 최병두 역(서울: 종로서적,
1983), 동일 저자의 논문 “Monument and Myth: The Building of the Basilica of the
Sacred Heart,” in Consciousness and the Urban Experience(1989)과 이것의 번역본인
도시의 정치경제학, 초의수 역(서울: 한울, 1996); H. Lefebvre(1991), The Production of
Space(Oxford: Blackwell); 르페브르(1992),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서울: 세계일보사);
데이비드 하비(2009),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ㆍ박영민 옮김(서울: 한울); 제9판. 예를
들어, 르페브르 같은 경우 공간이란 “텅 빈 허공이나 좌표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수
단이며, 그런 만큼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이다.” Idid.,
p. 154 또는 이진경(2007),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서울: 그린비),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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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자와 그 문화의 정치, 사회, 문화, 민속이 만들어낸 고유한 의도성을 깔고 있다.7)
오랜 시간을 사이로 형성된 이 같은 공간구조는 한 지역 내에서 ‘신화적 해석’을
만들어낸다. 절대적 이원성, 이른바 중심과 변방 / 신성과 세속 / 자유와 침탈 / 감
시와 해방 / 통치와 종속의 본질적 양식은 극복되지 않고, 대신 현대적 맥락에서
변형될 뿐이다. 변증법이 증발된 하나의 만들어진 신화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3. 마할라 구조의 원형과 빈켄트 설계도

주: 바깥쪽 성벽의 지름으로 볼 때 약 6km 정도의 크기를 보이는 라바드(교외)는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교외쪽을 향해 난 3개의 출입문과 함께 이중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빈케트의 지리서에
는 “요새 안에 감옥과 궁전이 있으며, 시가지의 요새 바깥쪽 벽 옆에는 중앙 모스크가 있었다”고 기
록되어 있다.
한편 도시 안은 몇 개의 거주구(마할라, 구자르)로 나뉘어 있었다. 19~20세기 초의 부하라를 복원한 수
하레바에 따르면 성벽 안은 12개 지구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구에는 20~100세대로 구성된 마할라가
20개 정도 있었다고 한다. 부라하 전체로는 모두 220개의 마할라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8)

7) 조너선 스미스, 앞의 책, p. 212.
8) 마노 에이지 외 지음(2009), 교양인을 위한 중앙아시아사, 현승수 옮김(서울: 책과 함께), pp.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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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고유한 전통문화로까지 은폐되어 해석되는 마할라 제도는 그 이면에서
상징적 공간화와 일상문화 유산의 전승이라고 하는 신화적 담론을 더욱 두텁고 공
고하게 할 뿐, 반역과 저항의 단초를 말살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국가 정체성 정
치학의 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민족 및 국가정체성 정치와 마할라의 연관관계
마할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존 라사나야감(John Rasanayagam)의 언급
에서 나타나는데, 그에 의하면 마할라는 본래 “영역으로 구분된 도시 및 마을의 거
주지역”이자 또 다른 차원에서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도덕적 틀’, 즉 ‘도덕적
공동체를 위한 모델(model for a moral community)’ 역할을 한다.9) 한편으로 마
할라는 “역사적이고 근대적인 의미 모두에서 사회-인구 및 문화와 정신적인 면에
서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역단위로 분명하게 정의되는 공간으로서, 이 내부에서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 인간, 사업 및 법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칭한다.10)

9) Johan Rasanayagam, “Morality, Self and Power: The Idea of the Mahalla in
Uzbekistan.” http://www.abdn.ac.uk/staffpages/uploads/anp053/Proof.pdf(accessed
August 16, 2010). 연구자에 따라서는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웃공동체
(neighbourhood committees)’ 혹은 ‘시민들의 자치 행정 기구(organs of self-administration
of citizens)’ 등이 이에 해당한다. Aline Coudouel, et al.(1998), “Targeting Social
Assistance in a Transition Economy: The Mahallas in Uzbekistan,” Innocenti Occasional
Papers, Economic and Social Policy Series, no. 63, p. 4.
10) Kuatbay Bektemirov and Eduard Rahimov, “Local Government in Uzbekista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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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족집단의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치와 마할라를 연관지어 연구한 캐슬린
콜린스(Kathleen Collins)는 마할라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마할라는 도시기반 공동체 조직(communal organization)의 전통적 형태였으며, 그
양태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마할라는 가족, 친척, 확대된 씨족, 그
리고 자신 스스로를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간주하는 이웃들의 사적인 네트워크
(informal network)를 전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웃간 조직단위(neighborhood unit)
이다. 이같은 도시 거주민 그룹은 전통적인 인류학적 의미에서건 정치적 의미에서건
모두 씨족집단은 아니다. 그러나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마할라가 여러 지역들에서,
특히 슬라브계 인구들과의 혼혈혼인이 적은 지역들에서 씨족 기반의 유대감과 정체성
을 필요로 하는 상호관계(identity network)를 구현한다는 점이다.11)

또 다른 관점에서 콜린스의 정의에 덧붙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할라가 비
록 종교 조직은 아니지만 사회의무와 행동에 대한 전통 이슬람 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다.12) 라사나야감이 말하는 도덕적 공동체란 중요한 특
징적 의미는 개인 독단의 공간이기보다는 복수성의 그룹이자 사회적 관계를 떼어
놓을 수 없는 연관이며 컨텍스트 그 자체다. 이는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가

Local Governments in Eastern Europe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p. 477.
http://lgi.osi.hu/publications/2001/84/Ch9-Uzbekistan.pdf(accessed August 12, 2010).
한편 국내에서의 연구로는 강봉구(2008), ｢우즈베키스탄 ‘민족국가의 발명’?: 우즈벡 종족-민족
정체성의 구성 요소들｣,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참고. 우덕찬에 따르면, 마할라는 ‘중세
도시의 구조와 정착촌 지역’이라는 뜻을 지는 아랍어에서 유래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지
역은 동업 위주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현지인의 대부분이 대가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데,
대가족 단위가 확장된 형태가 마할라란 것이다. 우덕찬(2008), ｢중앙아시아에서 종교지도자의 기
능과 역할: 물라, 셰이크, 비비아툰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2권 2호, p. 78.
11) Kathleen Collins(2006),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0-71.
12) Aline Coudouel et al., op. ci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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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내리는 ‘사회공간’과 등가의 가치 개념이자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마할라에 대
한 민속학적ㆍ공간학적 이해해 필수적인 단계와 연결된다.
소자가 언급하는 사회공간이란 “사회적 행위의 영역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실천
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는 절대적 공간(물리적 공간) 속에 존재하는 상대
적 공간이자, 자연의 공간 위에 만들어진 ‘제2의 자연(second nature)’이다. 보다
중요한 속성은 사회적 공간이 “특정한 사회적 내용을 지닌 공간”이란 점이며, 소자
는 이를 ‘공간성(spatiality)’이란 개념으로 포착한다. 그리고 공간성은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정의되는데, 여기에서 본질적인 요소는 이 공간개념 속에 ‘사회행위의 중
매자’ 역할과 ‘사회적으로 생성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대
목이다.
공간성이란 사회적 산물로서의 공간이 사회관계에서부터 떨어져 이해될 수 없고
이론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역으로 사회이론은 공간적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 물
론 사회적 공간은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공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삶은 결코 물
리적인 거리(자연적 공간적 거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공간은 사회
행위의 중매자이며 또한 사회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물이다. 모든 공간이 사회적
으로 생성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공간성은 사회적으로 생성된 것이다.13)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회공간의 생성과정과 배치, 운영이 철저하게
‘권력관계적’이란 사실이다. 즉 “시ㆍ공간의 분할은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분
할된 시ㆍ공간은 다시 사회의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는 점이다.14) 시ㆍ공간 분

13) E. Soja(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in D. Gregory and J.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London: Macmillan Publishing), p. 92;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체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서울: 한울), p. 41에서 재인용.
14) 김왕배, 위의 책,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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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과 이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권력소유자간의 관계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정
체성 정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인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정체성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은 두말 할 것 없이 ‘민족 및 국가 정체성 확립’이다.
곧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식민주의적 복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독립한 지금의 우즈
베키스탄은 다른 무엇보다도 소련의 역사적 굴레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들만의
원조상 뿌리 혹은 민족적 차별점을 찾아 복원하고 이를 개발함으로써 주권국가로
서의 목소리를 천명하고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 이는 구소비에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국의 민족 및
국가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정책적 일환에 이제 문화정책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도 살펴질 수 있다. 소비에트 체제하에서의 목표 문화 혹은 정치정략화된 사
회주의 건설 문화가 강압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은 아니지만, 병행적 맥락에서 카리
모프 정권은 독립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로컬의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또다른 차원에서의 중심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일갈하여 수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처
럼, 근대국가의 창조물이자 그리 오래되지 않은 개념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장 현실감 있는 ‘민족신화 복원과 창조’의
문제이다.15) 시간상으로 탈근대로 향해 가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민족문화 정
책은 이런 점에서 ‘탈근대의 포스트모던화 현상’으로 집약된다.

15) E. J. 홉스봄(2008),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옮김(서울: 창작과 비평사); 만
들어진 전통, 박지향ㆍ장문석 옮김(서울: 휴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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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가 정책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일차적으로 소비에
트화의 환영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독립적 저항이다. 로컬의 잠
재적 능력, 이른바 소비에트의 식민주의 정책으로 사장된 우즈벡 조상들의 역사를
복원하고 새롭게 해석하여 보급하는 일 자체가 저항인 셈이다.16) 구소련 시절인
1924년 우즈베키스탄이 소비에트화 될 당시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태동, 발전해 갔
던 방식과 같이 민족주의가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오
늘날 진행되고 있는 정체성 발현의 정책과정은 당연히 민족문화의 전통을 발굴하
거나 재구성해 가는 방향으로 노정되었던 것이다. 현재 이미 진행되었던 국가 시책
성 정체성 확립의 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상징(문장과 기념비) 확립 및 복원 사업을 들 수 있다. 1993년 구 소
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국책 전략이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어김없이 건립되었던 레닌 박물관은 그 명칭을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영웅이
자 티무르 제국의 건설자 ‘아미르 티무르’를 기념하여 아미르 티무르 박물관으로
바꾸었다.17) 레닌 광장은 독립광장(무스타 길릭)으로 개명되었고(1993년), 광장의

16) 소비에트식의 식민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결과는 오늘날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 내에
심어둔 과거의 지방 권력 심복 혹은 권력 브로커, 씨족 지도자들을 시민사회 지도자 혹은 심지어
민족지도자들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하여 과거 소비에트 체제를 이식시켜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 지방에서 선출된 당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는 이에 불복 혹은 저항하여 민족적 영웅
혹은 지도자로 부상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소비에트식 식민주의 정책이 야기시킨 역설적인 결과
란 것이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지적은 S. Frederick Starr(2006), “Clans, Authoritarian
Rulers, and Parliaments in Central Asia,” Silk Road Paper June 2006(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p. 8.
17) 박물관 내부의 전시물에도 변화가 목격된다. 레닌상의 초대형 벽화가 우즈벡 역사를 묘사한 그림
으로 대체되었고, 소비에트 체제하의 사회주의자들 대신에 우즈베키스탄 영웅들이 주인공으로 들
어섰다. 나치 독일군에 대항하여 싸운 2차대전 영웅들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장군 라히모
프 그림이 대신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정근식(1998), ｢민족국가 형성과
국가상징: 우즈벡에서의 역사의 복원 또는 재창조｣, 국제지역연구, 제7권 4호,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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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은 소비에트식 붉은 색 바탕의 낫과 망치 그림이 아닌, ‘후모’라고 하는 불사
조 조상으로 바뀌었다.18) 1993년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대통령 카리모프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를 공식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로는 티무르 동상(1996년 건립)에 새겨진 문구로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초대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에 의해 이 동상이 건립되었다”는 기념표지판이다.
이보다 이른 1995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민족작가 알리세르 나보이 동상이
세워졌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공식 기념일은 구소련의 전통을 따라 11월 7일의
혁명기념일이었으나, 현재는 9월 1일로 삼고 있다.19)
티무르 민족영웅과 카리모프의 정체성 정책의 동일시화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서 발견되는 민족문화 부활 사업의 근간이자, 세계화 및 소비에트로부터의 독립을
확장시켜 나가는 대표적인 사상적 토대이기도 하다. 과거 화려했던 제국의 후계자
로서 티무르 제국을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원조상의 뿌리로 선포하는 이
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 이면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강대국이자
과거 종주국 소비에트적 권력에 견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은유
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20) 카리모프의 연설문과 각종 정치적 담론의 에세
이, 문건 등은 이 같은 이유에서 국가정체성의 모토로 자주 인용되는바, 아래의 인
용 내용은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될 뿐만 아니라, 1993년 독립 이후 이 나라의 사회

18) 그러나 1919년 레닌이 토요일에 공동노동과 청소 등을 함께 하자고 시작한 ‘수보트니크’ 행사는 지
금까지도 그 이름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 혹시라도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있는 경우 시청 직원의 강
제집행 방식이 진행되든가,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 청소를 하러 나가야 하는 등 구속력 강한 구 소련
의 잔재가 있다. 전경수(2007), ｢실크로드와 글로벌리즘의 민류학｣, 박삼옥ㆍ권석만 편저, 한국사
회학자들의 눈으로 본 옛날의 실크로드 오늘의 우즈베키스탄(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31.
19) 정근식, 앞의 글, pp. 66~75.
20) Oliver Roy(2000),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 1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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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드러내는 핵심 문구이기도 하다.
대중들의 역사적 기억을 개방시키고, 정신적 계몽을 하며, 아울러 민족적 긍지와
모국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였다...또한 근대사, 즉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리고
특히 1920~30년대 우즈벡의 위대한 자손들의 부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는 점
이다. 그들은 식민지적, 이데올로기화되고 전체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 완전히 잊혀
지고 부정된 사람들이었다. 민족적 관습과 전통, 영적ㆍ문화적ㆍ도덕적 가치의 재생,
종교와 조상에 대한 믿음의 재생, 성지와 성소, 즉 모스크와 마드라샤, 다른 역사적
기념물의 회복 등이 이루어졌다. 1996년 아미르 티무르 탄생 660주년 기념, 1997년
의 세계 최고의 도시들인 부하라와 히바의 건설 2500주년 기념에 유네스코가 동참하
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재능을 숭상하고 세계적으로 인정한 증
거다.21)

Ⅳ. 마할라의 역사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앞에서 마할라의 기본 정의와 그 실행적 의미가 어떻게 우즈베키스탄의 현 단계
민족 및 국가정체성 확립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실 마할
라는 “자치 공동사회적 가치를 고무하는 세속적ㆍ정치적 하부단위”로서 현대 우즈
베키스탄의 국가정체성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실현시키고 국가의 정책과 이데올
로기를 투입시킬 수 있는 사회ㆍ정치적 매체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책에 대한 저
항으로도 간주된다.22)

21) I. Karimov(1997), Uzbekistan on the Threshold of the 21th Century, pp. 52-53.
22) 시민 자치조직과 방범대인 포스본라리 조직 창설이야말로 마할로 조직을 통한 정부의 개입으로 보
는 시각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강봉구, 앞의 글, 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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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서사의 이론적 배경에서 마할라의 태동은 자본주의적 경제, 특히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경제상황과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서구 자본주의 경제의
초기에 공식적으로 표방된 자본주의 우월성과 자율성의 모토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었다. 하지만 전후의 복잡다단한 경제구조 변화와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과
같은 새로운 환경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마디로
‘보이는 주먹’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일상생활 깊은 곳으로까지 침투된 것인바,
이는 여러 이유로 판단할 수 있지만 사회체제의 재생산(생산조건과 사회서비스와
같은 여러 기구들을 포함하여)을 위해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세계로 침투하게 된
배경을 이룬다.23)
‘보이는 주먹’의 메타포가 현대사회에서 그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개념화한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
of the lifeworld)’다. “사적인 삶의 영역이 경제와 국가의 체계 속으로 더욱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체계를 정치적으로 조직
화하고 관료적 지배를 효율화하기 위해 그 도구적 합리성을 증대시키고 일상생활
의 정치화를 위하여 관료행정의 영역을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시키는 과정을 말하
는 것이다.24)
마할라의 규모와 조직의 치밀성을 살펴보면 하버마스식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게 된다. 마할라 연구의 권위자인 에릭 사이버스(Eric
Sievers)의 조사에 따르면, “공간, 인구 및 활동 측면에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23) 김왕배, 앞의 책, p. 99.
24) J. Habermas(1987), Theories of Communicative Action (Beacon Press), vol. 2; Kenneth
Allan(2010), Contemporary Social and Sociological Theory: Visual Social Worlds
(California: Pine Forge Press), p. 248.

346

공간과 일상의 정체성 정치학 :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정책에 대한 공간학적 재해석

1만 개 이상의 마할라가 존재하며, 1개 마할라당 2천 명 정도의 거주민이 속해있
고 각 마할라는 저마다 그 구성 규모와 모습이 동일하지 않다.”25) 따라서 마할라
의 기원적 형성 배경에는 기하학적 설계와 같은 과학적 구분이 아니라, 비정형의
공간 확장이 인구비율과 비례하여 확정되는 방식이 들어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일
찍이 도시발전 계획을 염두엔 둔 서구식 공간 확장의 기초와 전혀 다른 패턴으로
형성된 것이다.26)
뿐만 아니라 마할라에 대한 공간연구는 서구식 도시의 역사라고 하는 조건에서
살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공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최근의 경향이 전제로 하는 것은 거의 모두 서구의 발전에서 도시의 역사를 추출
하여 경제 및 정치적 환경의 변수와 관련짓는 작업이었다. 특히 마르크스와 같이
도시공간을 사회적 생산을 위한 물적 토대와 생활을 위한 문화적 장소로 보는 견
해는 다음과 같이 고전적이며 경제학적 관점을 내놓고 있다.27) 자본주의 사회를
25) Eric W. Sievers(2002), “Uzbekistan’s Mahalla: From Soviet to Absolutist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t
Chicago-Kent, vol. 2, p. 95. 1994년까지 기록된 마할라 사무실 개수는 이미 12,300개를 육
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P. Bussière(1994), Les Mahallas en Ouzbékistan, Ambassade
de France en Ouzbékistan. 한편 Poliakov의 1996년 연구에 따르면, 각 마할라에는 150에서
1,500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은 400세대가 된다. 또한 마할라에서 수장을 선출하는 위원회
에는 여성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 Poliakov(1992), Everyday Islam:
Religion and Tradition in Rural Central Asia(New York: M. E. Sharpe), p. 77.
26) 일례로, 1811년 그리드 구조로 수립된 뉴욕의 도시계획에 따르면, avenue는 남북으로 달리는 폭
30.5m의 길을 확정하였고, street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폭 18.3m, 길이 5km를 이름하는 것이었
다. 이렇게 하여 도시 뉴욕은 모두 12개의 avenue와 155개의 street로 나누고 일련번호가 붙여
져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김성홍(2009), 도시 건축의 새로운 상상력(서울: 현암사), p. 176.
27) 이와 같은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캐스텔의 업적이다. 1979년 그의 저서 도시 문제(The
Urban Question)에서 캐스텔은 도시공간(urban space)을 자연발생적 혹은 무계획하게 증식되
는 농촌환경과 구분하면서 “이미 작성된 텍스트가 아니라 일종의 스크린”에 비유하고 있다. 나아
가 그는 다음과 같이 도시공간을 정의하고 있다: “도시공간은 이미 씌어진 텍스트가 아니라 사상
적 내용의 생산에 맞추어 변화하는 하나의 상징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구조되는 스크린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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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면서 도시공간을 논하고 있는 마르크스에게 “고대의 역사는 토지소유와 농
업에 기반을 둔 도시의 역사이며, 아시아적 역사는 도시와 시골의 미분화된 통합체
이다.”28) 마르크스의 경제우위적 사고방식의 원천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지 않는다
고 하여도 우리의 중심된 초점은 ‘도시와 시골의 미분화된 통합체’로서의 마할라
공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현대의 마할라는 유형별로 네 가지 기본 형태로 분류된다. 농촌 지
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전(前) 국영 및 집단농장으로 이루어진 ‘농촌 마할라(rural
mahalla)’가 있는 반면, 도시에서는 세 가지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29) 이
름하여 현대식 아파트 단지 형태를 하고 있는 ‘아파트 마할라(apartment mahalla)’,
상대적으로 널리 확산된 가족주거단지 형태의 ‘현대식 마할라(contemporary
mahalla)’, 소비에트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밀도 높은 단일 가족주거단지 형태인

나 이 스크린은 사상적 실천들이 그 안에 새겨지는 단순한 백색 스크린이 아니다. 이 스크린은 어
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형이상학적 실체 그 이상의 것이 아니고서야 이 스크린은 사회적으로
분절 가능할 수밖에 없다”(p. 219).
28) 아울러 마르크스는 “중세 시대는 역사의 지리로서 토지에서부터 시작하여 더욱 발전하여 도시와
시골 간의 모순을 향하게 되었으며, 근대는 고대처럼 도시의 농촌화가 아니라 시골의 도시화”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K. Marx(1973), Grundri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Harmondsworth: Penguin), p. 479; 최병두(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서울: 삼
인), p. 48에서 재인용.
29) 본래 마할라는 도시중심의 공동체 네트워크였다. 이렇게 볼 때, 농촌 마할라가 집단농장 구성의
기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마할라 발생의 근거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소련의 집단화 및 소비에트
화 정착을 위한 행정적 이유에서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
를 배급, 달성시키기 위해 소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소비에트식 집단화 정책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씨족집단들의 정체성을 박멸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만
하더라도 정부에 대항한 항거와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간부들의 저항으로 집단화 정책에 많은 걸림
돌들이 발생하였다. 반대로 이 같은 역사적 정황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씨족사회 네트워크가 집단농
장을 거점으로 결성되어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소비에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였던 이유이며, 이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 마할라가 씨족적 권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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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마할라(traditional mahalla)’가 있다. 이 중에서 아파트 마할라는 농촌 마할
라보다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중심으로 정치적이며, 현대식 혹은 전통 마할라 유
형에는 차를 마시는 공간인 다실(茶室), 시장, 모스크, 상점들이 공공장소를 형성한
다.30) 현재 우즈베키스탄 법률은 행정 관할에 기초하여 위의 네 종류처럼 마할라
를 각기 다르게 편성, 구분하고 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도시구역, 시골, 그리고
정착지 마할라를 위한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도시의 모든 마
할라는 동일한 법률에 귀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31)
마할라를 구분하는 기본 변별 요소들에는 가족, 성별, 직위가 포함된다. 각 요소
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단일 마할라 내에서의 조직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아닌 가족이며, 가족을 기반으로 한 혈족 확대가 가능한 전통적
사회구조는 씨족관계가 원리로 작용하는 ‘혈족 네트워크’이다.32) 때문에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마할라는 가족 그룹의 확장과 더불어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마할라에 귀속되어 관리된다.
구조적으로 마할라는 지역단위의 양적 규모에 따라 다시 분화된다. 기본 행정단
위(basic administrative unit)로서 마할라는 행정 서열 및 규모의 차이에 따라 각
각의 최고권위인 수장(首長)의 호칭이 다르다. 즉 지역에서는 투만라(tumanlar), 도
시에서는 샤하르라르(shakharlar), 그리고 소규모 지방에서는 빌로야틀라르(viloyatlar)
로 불린다.33)
30) Eric W. Sievers, op. cit., p. 96. 이에 반하여 마할라 내에서의 사적인 공간은 가족이 거주하
는 거주지만을 포함한다.
31) Eric W. Sievers(2006), The Post-Soviet Decline of Central Asi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Capital(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226,
no. 54.
32) 씨족 기반의 정체성과 정치체계 네트워크를 마할라와 연관지은 최근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상준
(2007), ｢우즈베키스탄의 씨족과 사회 네트워크｣, 슬라브학보, 제22권 2호, pp. 309~3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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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마할라의 전통적 메커니즘을 공산주의 선전의 목적으로 이용한 집
단은 소비에트의 볼셰비키이다.34)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다실(茶室)에 해당하는
초이호나(choihona)와 거주민 회합 혹은 파티를 의미하는 걉(gap)을 [공산주의] 의
식이 뚜렷한 지방 거주민들을 위해 조직된 ‘붉은 초이호나(red choihona)’와 걉으
로 그 명칭을 개명함으로써 마할라의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35) 본래 우즈
베키스탄 전통의 공동체 조직이자 주민간 협업의 구성체였던 마할라는 이처럼 국
가통제의 기능적 조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급기야 오늘날에는 소비에트 해체 이
후에도 새로운 ‘법적인 권한’이 부여된 정부의 조직으로 변질된 것이다.
마할라의 지도력은 지역 공동체원들이 수장에게 부여하는 권위에 바탕한다. 30개
월의 임기로 법이 지정한 수장은 흔히 ‘라이스’라고 불리는데, 이 계급은 내부자
투표와 의견일치를 통해 비전문화된 과정으로 선출되지만 국가고용인으로 간주되

33) Eric W. Sievers, op. cit., p. 96.
34) 행정단위로서 마할라 구분 및 정책입안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20년대이
다. 그리고 구소련 시절 공식적이고 지극히 행정적인 보통 문건에서 마할라라고 하는 용어가 우즈
베키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83년 7월 4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법
원장의 법령에서이다. Tom Everett-Heath(2003), ed.,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217. 한편 1932년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 공화국
시절 마할라를 하나의 제도로 충분히 인정하고 이를 규범화하기 위해 시민들에 의한 마할라 위원
회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하였다. 당시 당은 마할라 위원회를 “지역 및 도시 소비에트(의회개념
의)하의 보조 사회조직”으로 정의한 바 있다(supplementary social organizations under the
district or city Soviets). Suda Masaru, “The Politics of Civil Society, Mahalla and
NGOS: Uzbekistan,” p. 347. http://src-h.slav.hokudai.ac.jp/coe21/publish/no10_ses/
12_suda.pdf(accessed August 25, 2010).
35) Timur Dadabaev(2006), “Changing Nature of the Mahalla: Outcomes of the
Projec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for Asian Studies(RICAS) Newsletter,
no. 15, p. 5. 이상준은 ‘걉’을 ‘전통적인 순환공동체’란 용어로 함축적으로 분석하면서 1970년
대 들어 이 같은 상호부조 및 씨족중심의 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음을 예시하고 있다. 특히
순환공동체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경제의 만성적 재화 부족으로 야기된 경제
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훌륭히 기능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상준, 앞의 글,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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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의 마할라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켄가시(kengash)를 이끌게 된다. 오늘날
각 마할라의 수장과 서기관은 지방 행정부 사무국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며, 마할라
수장 후보자들은 지방의 마할라 사무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36)
한편 비공식적 권위자로 ‘흰수염’을 뜻하는 악사콸(aksaqal)이란 노인이 마할라
에서 선출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은 악사콸과 같은 연배 혹은 세대에서 의견일치와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지혜로운 자 혹은 영향력이 있는 자, 재력가 등이 악사
콸의 후보자로 낙인된다.37) 권위에 있어서 남성이 누리는 것과 달리 마할라의 나
이든 여인은 보통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마할라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전통과 공동체 거주민들의 사고방식에 조
화를 이루면서 오늘날 마할라의 의미는 점차 부각되며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중요한 “시민 자치정부, 선한 이웃의 선생,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
에 대한 존중과 휴머니즘”이 바로 마할라가 부활하는 이유인 것이다.38)
마할라의 부활과 정책적 변화는 구소련 해체에서 기인한다. 우즈베키스탄이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1년이 지난 1992년 9월부터 시작된 우즈베키스탄의 현대
판 마할라 정책은 1993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받으며 눈에 띄게
성장해 갔다. 마할라 행정 사무실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최근에는 군징집
업무에도 관여하는 등 마할라 정책의 행정업무 범위 역시 날로 확장되고 있다.39)

36) Aline Coudouel, et al., op. cit., p. 5.
37) 에릭 사이버스의 견해에 따르면, 악사콸은 중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노년의 남성을 통칭하는 단
어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 마할라 내에서의 노년의 수장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어휘이다. 통
상 악사콸과 라이스는 상호 대체 가능한 동일 어휘로 여겨지지만,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점차
분리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전통적으로 악사콸이 마할라 내에서 비급료 고용인(사실 마할라는 여
러 사람들을 법적으로 직접 고용하였다)이었던 반면, 이들은 경축일과 장례 그 밖의 각종 의례 시
선물 혹은 보다 큰 규모의 거래품을 받기도 하였다. Eric W. Sievers, op. cit., p. 101.
38) Eric W. Sievers, Ibid.,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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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할라의 ‘법적 권위’가 성장해가는 이 같은 추세는 사실 1992년 9월 12일 대
통령 카리모프의 법령 포고로 세워진 ‘마할라 재단(Mahalla Foundation)’ 창립과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언변의 강조와 반복에 기인한다.40) 이를테면 “우리 모두는
마할라에서 태어났다” 혹은 “마할라는 우리의 사회ㆍ정치적 삶의 거울이다”와 같
은 대통령의 반복적인 언급이 마할라의 권위와 이미지를 날로 강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로 출범한 마할라 재단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다음 네 가지로 압축된
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및 정신적 가치를 보존한다. 둘째, 민속풍습 및 전
통을 장려한다. 셋째, 마할라 내에서 문화 및 교육적인 활동을 확대한다. 넷째, 향
후 사회ㆍ경제적인 발전을 독려한다.41) 재단의 창립 정신을 드높이고, 행정적 파
급 효과를 위해 정부는 1995년 주간지 ｢마할라 뉴스｣를 창간하여, 이를 전국 마할
라 지부 사무실에 배포하면서 전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적 방침과 이데올로기를 선
전하는 첨병으로 삼고 있다.42)
현재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마할라 사무실의 주요 기능은 국가 시책을 전 국민

39) Tom Everett-Heath, ed., op. cit., p. 206.
40) Presidential Decree of Sept. 12, 1992 on Creation of the Mahalla Foundation,
Pravda Vostoka.
41) Kuatbay Bektemirov and Eduard Rahimov, op. cit., p. 485.
42) Tom Everett-Heath, op. cit., p. 206. 마할라 재단이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전체를 통해 마할라 사상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재단이 공표하는 분명한 임무는
“마할라를 상호 연결시키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시민사회로 우즈
베키스탄이 전환하는 기본 구성요소들로 마할라를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서
아이러니한 점은 마할라를 선전하는 기본 사상이 민주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돕는 것으로 마할라를
보고 있는 시각의 이면엔 철저하게 국민들을 감찰, 감시하겠다는 행정편의와 비민주주의적인 발상
이 도사리고 있는 점이다. 사이버스가 지적하듯이, 이를 우리는 “마할라가 매우 조직적이고 풍부
할지라도 기껏해야 우즈베키스탄의 현 상황은 ‘준국가적 시민사회(parastatal civil society)’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Eric W. Sievers, op. cit.,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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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대변하는 일, 즉 국가와 지방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채
로서의 역할이다. 국가의 개입 혹은 정치ㆍ행정적 역할은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배
급하는 일과 관련된 판결에서 이 사무실들이 매우 결정적인 일을 담당한다는 점에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통제 기구로서 마할라가 기능한다고 하는 지적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마할라 사무실은 청소년 감시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간여를 통해 사람 사이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며, 보
다 긴요한 과제는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자(information gatherer)혹은 정보 제공
자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다.43)
자본주의식 협업과 노동 재생산이 아닌 협동과 공동체적 상호부조를 근간으로
한 전통 마할라는 공동생활과 씨족 기반으로 연결된 행정적 지역단위였다. 현대판
마할라화가 정책되기 전, 구소련 시절의 마할라는 철저하게 ‘민족 공동체’와 씨족
수장의 판단과 권위 위에 서 있었기에 “제도권의 권위나 통제가 공동체 내의 전통
보다 우선되지 않았다.”44) “소통의 통로로서뿐 아니라 보상과 처벌이 결정되는 단
위”이기도 하였던 씨족은 우즈베키스탄 전통사회의 근간이자 마할라를 정신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실질적인 지역권력의 핵심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지적
하였듯이 소비에트의 사회주의화 정책과 씨족 권력 해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
즈베키스탄에서는 씨족정치 및 씨족 정체성의 전통이 사장되지 않고 여전히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사실이다.

43) Tom Everett-Heath, Ibid., p. 207. 사회통제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옥소콜
(Oqsoqol)과 그의 수행보조자들이 공적 재원 분배의 가능성 타진을 정하기 위해 각 세대별 지원
을 호소하면서 각 가정의 경제상황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사실 1993년 9월
2일 제7조 22항의 법령으로 지정된 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법령은 청소년 감시를 옥소콜의 주
요 과제로 지정해 놓기도 하였다.
44) 이상준, 앞의 글,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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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할라의 공간 요소와 정치적 의미
앞서 지적한 소자의 공간성 개념은 공간학 연구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매개변수
를 이용한 공간의 기술, 측정 가능한 형태로 공간을 물리적으로 연구하는 태도에
대한 반성적 비판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할라의 공간성 의미도
역시 이와 유사하다. 마할라의 구분과 태동의 기초가 인구 및 세대간 규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그 내부에서 창조되는 인간관계와 활동의 메커니즘은 도식과 수치,
통계로 쉽게 구분되는 외형적 판단조건과 사실 무관하다. “균질적이고 빈틈이 없
으며 항상 ‘거기’ 존재한다고 말하는, 혹은 텅 비어 있어 언제라도 채워질 수 있다
고 여기는 공간과는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할라의 공간성 개념이
다. 이는 “공간에 선행하는 공간적인 성질, 즉 공간성”으로 구조화되는 것이며, ‘열
린 공간’이란 말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45)
전통적인 관점에서 마할라는 거주민들이 공유하는 ‘회합(gap)’, ‘비금전 상호원
조(mutual non-monetary assistance)’인 하샤르(hashar), 다실인 초이호나(choihona),
각종 축하 행사(유아 출생 파티와 결혼식 및 장례식), 국가 경축일, 그리고 공동의
편의시설(예를 들어 의식을 거행하는 대강당과 공동체의 중심부인 구자르(guzar)와
같은) 등을 포함한다.46)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할라 내에서 가장 색채가
45) 슈테판 귄첼(2010), 토폴로지: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 연구, 이기홍 옮김(서울: 에코리브
르,), p. 128.
46) Eric W. Sievers(2006), The Post-Soviet Decline of Central Asi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Capital, p. 112, p. 226. 구체적으로 마할라에 모이는
예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생후 40일에 하는 수나트 토이(sunnat toi), 즉 남아의
할례식을 축하하는 잔치, 모여 같이 기도 드리는 행위를 뜻하는 후돌리(khudoli), 결혼식 토이
(toi), 고인의 사후 제7, 12, 14일째 그리고 일주년이 되는 기일에 드리는 추모행사이며 장례식은
흔히 에르탈라브키 오시(ertalabki osh)라고 부른다. 경축일로는 이슬람의 신년행사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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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고 공동체적 생활양식에 적합한 요소로는 이슬람 전통의 자선제도인 ‘와크
프(waqf)’를 손꼽는다.47) 한마디로 이 같은 제도들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
적인 관계’이며, 인종 및 종교적 색채로 인한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주지
역 내에서 다양한 상호접촉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부분으로서 중
요한 기능을 하였다.48) 농촌에서보다는 도시를 근간으로 발달하였던 행정조직 내
마할라 활동은 이렇게 “인간의 작용과 사회구조간의 접촉지점”으로서의 공간 개념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49)
마할라가 관여하여 집전하는 공동체 행사들에는 출생에서 장례에 이르기까지 공
동체원들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 이를 통해 마할라는 마할라와 가족, 마할라와 문
화, 마할라와 생존, 마할라와 상거래와 같이 중재와 매개를 형성하는 가교 역할을 한
다. 이것 외의 각종 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과제에 동원되는 마할라의 시스템은
“공동체 거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기초적인 원천”이다. 예를 들어 집수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무보수 노동을 통해 이웃을 돕고, 육아와 보육 및 공동체원들에
게 꼭 필요한 긴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서까지 마할라가 제공하는 각종 원조는
친가족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다.
특히 우즈벡 인들은 혈족관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샤르(hashar)’라고
하는 매우 발달된 상호부조의 개념과 실례를 가지고 있다. 하샤르는 고대로부터 전
해져 내려오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사람들 사

노브루즈(Novruz)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기념일인 무스타킬릭(Mustakillik) 등이 있다.
47) Eric W. Sievers, Ibid., p. 113.
48) Timur Dadabaev, op. cit., p. 6. 마할라 내에서의 인종간 구별은 사실 뚜렷하지는 않으나, 우즈베
키스탄 인구상의 비아시아 인(러시아 인, 우크라이나 인, 벨로루스 인 등) 사이에서 마할라에 대한 결
속력은 아시아 인(우즈베키스탄 인, 타지크 인 등과 같은)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49) 존 레니에 쇼트(2006),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이현욱ㆍ이부귀 옮김(서울: 한울), p. 384.

35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이의 공고함과 단결, 상호협조를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협
동(community cooperation)”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의 협동은 주말에
조직되는데, 집을 짓는 일, 다리 및 도로를 보수하는 일,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 등
이 하샤르의 대표적인 일로 간주된다.50) 마할라의 수장(首長)인 라이스(rais)와 기
타 거주민들은 이 하샤르에 의존하면서 거리 청소 혹은 경축일과 집안 대소사 때
마할라의 외관을 좋게 유지하는 일을 독려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내의
노인층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 이혼가정의 가정 내 폭력 등의 일에 간섭하여 불화
를 조정ㆍ중재하는 일, 부유층을 설득하여 빈곤층 사람들을 돕고 자산을 나누는
일, 이웃간 사소한 말다툼에 이르기까지 마할라가 관여하는 일은 실로 방대하고 삶
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일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51) 이처럼 공동의 관심과 참여
를 기반으로 한 상호부조와 관계성의 마할라는 포스트소비에트 이후에도 “사회보
장의 중요한 조력자”로서 국가의 권위를 넘어설 정도로 부활과 부상을 거듭하고
있다.52)
마할라에 편입되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어떤 거주지에 살게 되는가에 달려 있
다. 따라서 마할라에 등록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한 지역으로의 입주이며, 그 반
대는 이사를 통한 퇴거이다.53)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마할
50) Alisher Ikramov, et al(2004), “Central Asian Core Values of Peace and Harmony:
A Case Study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Zhou Nan-Zhao and Bob
Teasdale, ed., Teaching Asia-Pacific Core Values of Peace and Harmony(Bangkok:
UNESCO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p. 77.
51) 거주민의 이동이 급증하는 오늘날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많은 수의 부유한 마할라 거주민들이 자
신들의 고향 마할라를 떠나 보다 화려하고 현대식인 마할라로 옮겨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 이는 이 같은 공유와 나눔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ric W. Sievers,
op. cit., p. 103.
52) Ibid., p. 102.
53) 마할라 내에 살고 있는 비(非)우즈베키스탄 인들은 마할라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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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영역으로 거주신고를 해야 하며,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남편이 속
해 있는 마할라에 자동적으로 편입된다. 이론적 견지에서라도 모든 우즈베크 인들
은 마할라로부터 자신이 분리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마할라로부터의 이탈 혹
은 강제분리 퇴거 현상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 경우에 지역사회는 마할라적 생활
이 요구하는 협동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일련의 비(非)법적 처단을
그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며, 마할라 전통 유지의 커다란 자랑거리로 간주한다.
행정단위로서의 마할라 서열과 그 직급에 해당하는 명칭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
제 마할라의 공간 분석으로 옮겨가 보자. 발생론적 무계획성과 동시에 장소의 중심
에 성(聖)과 욕(俗)의 구별적 공간 배치가 눈에 띄는 우즈베키스탄 전통의 도시공
간 패턴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념의 공간이해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도시 유형들이 지니고 있는 발생학적 특징 가운데 우즈
베키스탄의 전통과 흡사한 점으로는 성곽 저편으로 갈수록 국가의 종교적 권력이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곽 안이 도시문화의 원형이라고 볼
때 성 외부의 타지, 즉 이국적이고 원심적 공간에서는 점차 종교적 힘이 중요한 것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54) 그러나 외곽 곳곳에 배치된 모스크의 위력은
중앙집권적 권력의 평행적 배치와 이로써 유지 가능해지는 도시제국으로서의 면모
를 종교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대의 기원과 이후의 발전을 토대로 재구성한 마을 구성의 원칙은 [그림 8, 9]
에 나타나 있다. 두 그림이 말해 주듯, 촌락형태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우즈베
키스탄의 마을구조는 집촌의 형태에 가깝다. 공동체 의식을 기초로 하여 친족관계
노동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나, 마할라 공동체는 이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할라가 주요한 사회자본임을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Ibid., p. 98.
54) 존 레니에 쇼트, op. cit.,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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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혈연적 유대와 토지공유제가 삶의 기반을 이루는 이 같은 주거지역은
흔히 물의 원천, 즉 ‘수원지점(水源地點) 촌락(wet-point village)’ 유형을 띠고 있
다.55) ‘자연발생적 형성’을 근간으로 발생한 이 같은 촌락 유형의 성장에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친족간 유대’다.56)
그림 4. 괴촌의 촌락형태와 카나트 마을

(좌) 촌락형태 가운데 하나인 괴촌(compact village)57)
(우) 인공지하수로 카나트를 이용한 오아시스 지대와 마을 형성의 기반58)

괴촌의 생활기반은 ‘오아시스 수원을 기초로 한 농업생산 경제’였으며, 따라서
관개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오아시스에는 [그림 8]에서 나타나듯 성벽을 갖
춘 고대 도시들이 형성되었고, 이는 다시 2개의 기본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도시의 기본구조는 사람들의 생활이 영위되는 시가지(샤흐리스탄)와 전쟁 시 마
지막 보루가 되는 요새(크헨디즈 또는 아르크)로 이루어져 있다...도시 인구가 증가하
여 시가지 안에 주민을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성벽 밖에 새로운 성벽으로 둘러싸
인 거주지가 만들어졌다. 이것을 교외(라바드)라고 부른다. 교외 밖에 새로운 교외가

55)
56)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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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조든-비치코프(2009), 세계문화지리, 류제현 편역(서울: 살림), pp. 212~213.
Ibid., p. 215.
Ibid., p. 207.
마노 에이지외, 앞의 책,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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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고 곧이어 시가지와 교외를 구분하던 벽이 허물어져 시가지가 확대되기도 했
다. 이렇게 해서 오아시스의 성벽도시는 서서히 발전해나갔던 것이다.”59)

앞서 예로 든 빈케트(10세기 기록에 등장하는 성벽을 갖춘 마을 이름)의 구조로
보아도 우즈베키스탄의 주거 형태는 이와 같이 오하시스 혹은 인공지하 수로인 카
나트(카레즈)를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농경지를 형성하면서 발달해 나갔다. 오아시
스 지대를 축으로 대규모 관개망이 또다시 구축되고, 도시의 모습은 이제 외곽의
성곽으로 마무리되었다.
마할라의 자산으로 묶이는 터의 거의 모든 주변은 육중하거나 분할이 뚜렷하지
않고 대신 야톰하고 이웃간 상호왕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담을 두른 이웃집’
이다. 새로 지어진 집이거나 화려한 집일수록 자그마한 잔디밭 혹은 거리와 집을
구별해주는 일종의 정원을 자랑할 수도 있으나, 이 같은 전통의 담 두른 주변 한
측면은 거주공간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집의 창문은 안뜰을 향해 있는데, 어떤 집
이건 그 특유의 모양새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집의 안뜰이다. 그리고 이 안뜰이란
곳에서는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상당 분량을 생산해내는 복합정원 혹은 더
복잡하고 치장이 잘 되어 있는 현관 딸린 정원이 있기 마련이다.
위상기하학(topology)적으로만 볼 때 전통적인 마할라는 하나의 커다한 블록 벽
돌(face block) 모양(그림 10 우)을 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길(혹은 도로)은 경계
의 역할을 하는 장벽이라기보다는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매개로 나타난
다.60) 반면 현대식 마할라에서는 길 혹은 도로가 마할라의 끝자락을 구획하는 경
계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건 마할라는 보통 공동체의 중심부에 해당

59) 위의 책, p. 155.
60) Eric W. Sievers, op. cit.,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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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자르 혹은 시장과 모스크, 이발소, 다실과 일반 상점과 같이 기구들의 복합
체를 포함한다.
그림 5.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흑집 구조

(좌) 각각의 블록 벽돌이 모여 구조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 흑집 외관
(우) 블록 벽돌 한 개의 모양61)

여기에서 구자르가 회합과 사적인 만남이 주가 되어 인간간의 관계와 소통을 주
로 하는 심리적 공간의 개념이라면, 모스크는 종교적 공간의 메타포이고, 그 밖의
상점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교환의 공간이다. 가시적으로 구역이 정해진 물리
적 집합체의 의미가 아닌, “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문화의 의미”로서뿐만 아니
라, “한 문화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세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실존공간(lived-space)’이다. 이러한 실존공간 내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이자 지역공동체원들의 세계적 중심지가 바
로 구자르이다. 구자르는 단순한 공간적 중심지(지리적 공간)임은 물론이고, 인간
적인 소통과 교제, 정치적인 교섭과 통제, 문화적인 조화와 이탈이 총체적으로 발
61)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www.flickr.com/photos/kaymiz/819131687(accessed October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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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상징적 나눔 그 자체이다. 이렇게 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공간 개념
속에서 구자르는 지리적 공간의 문자적 한계를 넘어 인간이 부여한 ‘의미의 공간’
으로 자리잡게 된다.62) 구자르로 구현된 실존공간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문화 속
에 오랜 시간 면면히 유산으로 내려온 일종의 ‘샤으비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친족애착 정신이 함축되어 있다. 이븐 칼둔이 일찍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사회
의 기본적인 유대이며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샤으비야는 우즈베키스탄의
공간 개념과 그 활용의 일상사처럼 “유목사회의 집단적 체면의식”인 것이다.63)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마할라 내에서 사회적 교환과 활동의 중심지는 공동체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일명 ‘구자르’이다. 때문에 역사적 정통으로서의 마할라 사
무실은 종종 이 구자르 내부에 위치하여 있었다. 최근에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지
역들에서 마할라 사무실의 위치가 전통 다실 공간이란 점은 이런 이유에서 주목할
만하다. 거주민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그만큼 행정적 공지사항과 고용의 기회가 유
포되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위치로서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
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구자르의 위치는 국가 기강 및 정책 시달의 구심성 있
는 공적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64) 이렇게 하여 오늘날 전통 마할라는 ‘정통
우즈베키스탄이즘(authentic Uzbekistanism)’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국가의(정치적)
수사학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65)

62) 에드워드 렐프(2008),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ㆍ김현주ㆍ심승희 옮김(서울: 논형), pp. 47~55.
63) 정수일(2010), 이슬람문명(서울: 창비), p. 273.
64) 참고로 마누엘 카스텔은 도시체계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구조의 여러 층
위들로 구성된 ‘노동력 재생산의 공간적 단위’로 분석한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사
용가치, 이를테면 주택, 교육, 공공시설들을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라 부르고
“도시의 공간을 이러한 집합적 소비단위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부여하였
다.” 김왕배, 앞의 책, p. 194. 특히 카스텔이 구분하고 있는 도시체계(urban system)은 이데올
로기, 정치, 경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M. Castells, op. cit.,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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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할라의 구조를 인간주체와 외부 사회환경 간의 관계 중심으로 파악해 볼 때,
중앙아시아의 건축조경과 마할라에는 일정하고 유형화된 패턴이 발견된다. 바로
인간이 그 내부에 중심이 되어 외부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낭만주의적 건
축예술), 반대로 이상적이고 보편진리적인 실체가 인간중심을 떠나 외부에 존재한
다(고전주의적 건축예술)고 믿는 방식으로 풀이될 수 있다. 고전주의적 개념의 ‘외
부세계의 객관적 특성’이라 함은 외부적 존재감 때문에 인간주체적인 의도와 계획
혹은 환경 개조의 논리 밖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66)
그렇다고 거주민 자신의 주거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쪽 대 저쪽의 인식적 구분
이 모호한 것은 결코 아니다. 민속기호학적 개념에서 이쪽의 ‘익숙한’ 우리의 코스
모스 세계는 저쪽의 ‘낯선’ 그들의 카오스적 공간과 거의 무의식적일 정도로까지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자연발생적인 것 같아도, 그 발생적 기원과 변천의 깊은 흐
름 속에는 우즈베크 인들의 고유한 공간개념과 종교적 사유가 짙게 깔려 있기 마
련인데, 이것이 바로 주거지 공간 중심에 서 있는 ‘우주목(宇宙木, cosmic tree)’
모스크이다. 영적인 권력의 중심지이자 우주적 세계관의 배꼽에 해당하는 모스크
가 새워져 있는 곳이 바로 고대 기원의 전통적 이슬람 도시의 전경인 것이다. 모스
크를 감싸고 있는 첨탑의 구조물인 미나레트(minaret)는 하루 다섯 차례의 기도 시
간을 알려주는 행위 아잔(adjan)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반복적 의례행위를 예견
하는 신성한 공간이다.67) 뿐만 아니라 미나레트는 사막지역의 통행인들에게 모스
크의 위치를 알려주는 조타수의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기능으로도 모스크와 미
65) Tom Everett-Heath, op. cit., p. 209.
66) 이와 같은 개념의 이해와 고대철학적 기반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마크 겔런터(2007),
보이는 건축, 보이지 않는 건축: 건축 디자인이론의 비판적 역사, 최아사 옮김(서울: 한길사),
pp. 1~54.
67) 김정수(2009), 서양건축사(서울: 구미서관),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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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트는 엘리아데(M. Eliade)식 용어를 빌려 이야기할 때 성스러움의 발현, 즉 성
현(聖顯)을 함축하는 공간의 히에로파니(hierophany)다.68)
그림 6. 사각형 구조의 상징성과 이슬람 건축

(상-좌) 17~18세기 독일의 칼스루헤의 조감도로, 정중앙 광장의 오벨리스크를 강조하여 권력과 과시와 절
대적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서구의 전형적인 계획도시 전경을 보여준다.
(상-우) 모스크의 구조69)
(아래) 우즈베키스탄 전통의 미나레트와 Khiva의 미나레트에서 내려다본 전경 사진

68) M. 엘리아데(2008), 성(聖)과 속(俗), 이은봉 옮김(서울: 한길사), pp. 48~63.
69) 사진 출처: 이븐 할둔(2009), 역사서설: 아랍, 이슬람, 문명, 김호동 옮김(서울: 까치),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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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시의 한 중심에 남성적 상징의 오벨리스크(그림 11 상-좌)를 세움으로써
‘절대적 중심성’과 ‘통일성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서구의 바로크적 건축양식은 이슬
람 건축양식과 흡사하다.70) 그러나 중심을 기점으로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근대 서구의 건축양식과 달리 이슬람의 사원구조, 특히 미나레트의
양식은 마할라 구조 내의 개별적 중심지로 이해할 수 있다. 광장으로 모이는 3개의
간선도로와 그 광장 중앙에 오벨리스크를 만들었던 17~18세기적 전통의 양상과 다
르긴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건축의 공간구조에도 역시 미나레트라고 하는
‘절대적 통일성’과 ‘권력의 시선’을 각 구역에 배치시키고 있는 점에서 사람들의 영
적인 삶, 물리적인 삶의 흡입과 구심적인 동선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도시 중심을 둘러싼 외곽 성채의 둥그런 형태 역시 종교적 해석이 가능하
다. [그림 7]에서 언급한 고대도시 빈케트의 설계도는 이러한 원형을 가장 잘 보존
하고 있다. 성스러운 공간을 두르고 있는 원은 거주장소를 요새화라는 일차적 이유
와 ‘원으로써’ 타자의 사악함, 즉 카오스의 메타포를 함축하는 악의 세력, 악마의
부정한 힘으로부터 ‘마술적 방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마치 “중세 유
럽에서 도시의 벽이 악마, 질병, 죽음에 대한 방어로서 제의적으로 신성화”되었던
이치와 동일하다.71)
그럼 이제 중앙아시아를 비롯,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가옥구조를 살펴보자. 보
통 벽돌 가옥구조는 중심에 뜰을 둘러싸고(inner courtyard) 큰 단일 덮개 지붕 내
70) 프랑스 바로크 양식과 광장, 오벨리스크 건축의 공간 기능을 통해 사회권력의 과시를 해독하고 있
는 다음의 글을 유용하게 참고하였음. 이진경(2007),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서울: 그린비),
pp. 242~254.
71) M. 엘리아데, 앞의 책, p. 75. 하지만 모스크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도
있는데,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는 “궁전, 성채, 성벽, 성문, 모스크”를 지칭하면서 “도시
안에서 국가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들”로 파악하였다. 버나드 루이스 엮음(2010), 이
슬람 1400년, 김호동 옮김(서울: 까치),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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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그림 16 참고). 높게 올려진 커다란 담벽
에는 창문이 거의 달려 있지 않으며, 하나뿐인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
고, 이것 자체가 집과 뜰을 뒤덮는 쉼터 역할을 하면서 집을 ‘자그마한 성(small
fortress)’으로 탈바꿈시킨다. 이 형태의 가옥구조는 지방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
지만 코칸드(Kokand), 쿠잔드(Khujand), 오시(Osh), 부하라(Bukhara), 사마르칸트
(Samarqand)와 같이 대체로 도시지역의 정착지에서 상당히 보편적이다.72) [그림
16]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할라 내의 집은 “단층으로 지어져 있고 반드시 안마당과
텃밭이 있다.”73)
부르주아 계층의 거주 형태에서 보이는 집 중앙의 정원은 “종교적인 상상력에
의해 천국이 땅 위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졌다.”74) “이슬람에서 가장 강렬한 예술
적 표현 형태로서 정원은 먼지와 열기를 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청결한 예배의식
을 위해 사원 정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아라(몸을 청결하게 하는 물)의 상징적 대
체물로 해석할 수 있다.75) 종교적 권위와 세력의 집결지이자 중심을 이루는 모스
크 사원의 장방형 구조와 내부의 물은 이렇게 기층민과 서민들 거주형태 내의 흙
과 조화를 이루며 지상의 낙원을 상징한다. 상징적 구조물의 기의가 각기 무엇을
말하든, 우즈베키스탄 거주 형태와 모스크 구조의 공통점은 그 중심에 우주의 중심

72) Rafis Abazov(2007), Culture and Customs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London:
Greenwood Press), p. 203.
73) 김대성(2009), 중앙아시아 사회의 이해(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 191. 주거구역은
[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르(dar)’라고 하는 기본 가옥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부르주
아의 거주 형태는 특히 돔을 구조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버나드 루이스가 지적하듯이, “크든 작
든 대부분의 가옥은 중앙에 위치한 마당-경우에 따라서는 돔으로 덮인 마당-과 그곳에서 연결된
방들 혹은 건물(bayt)들로 구성되어 있다.” 버나드 루이스, 앞의 책, p. 136.
74) 위의 책, p. 121.
75) 위의 책,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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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우주목에 물과 흙이라는 삶의 핵심 원리가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이 중심적 원리를 거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하나는 종교적 삶
을 통해 또 하나는 일상적 삶의 근원에서 공유하고 있다.
그림 7. 우즈베키스탄의 가옥 구조

(좌) 사진출처: www.continent.uz/en/faq
(우) 미로와 같은 좁은 골목은 개별적인 사유지와 공동체를 연결한다. 이슬람 거주 지역의 대표적인 전경을
보여주는 알제리의 수크 엘우에드를 찍은 항공사진(버나드 루이스, 앞의 책, p. 139.)

공간의 공유라고 하는 생활문화 습성의 기반은 공동체적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삶
의 원칙이다.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의 마이크로 속성의 공간 전유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내 공간구조는 부르디외식 아비투스의
장(場)과는 다르다. 부르디외의 장은 지배적인 자본(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가운데 하나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쟁공간이기 때문이다. 그가 분석
한 대로 현대사회의 사회적 코스모스가 구성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회
적 마이크로코스모스”도 아니고, “각각의 특수한 논리 그리고 여타의 장에서 기능
하는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필연성을 내재한 장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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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마할라 공간의 성격적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76)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 공간의 사회학, 혹은 공간학적 개념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는 마할라의 사회학은 이처럼 개인의 일상사 속에 체화된 것이 집단의 사회
적 관계로 확대 반영된다는 점에서 부르디외이 아비투스를 연상시킨다. 인간적인
삶의 조화와 상호관계가 발생하고 영향을 주는 마할라의 공간은 전통적으로 굳어
져 내려온, 그리하여 “체계적인 행위 양식의 형태로 몸 속에 자리 잡은 사회질서”
이기도 하다.77) 같은 맥락에서 마할라의 공동체적 의미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격
적 사회화는 물론, 일단 개인에게 교육과 관습, 전통으로 전달되어 체화된 사회의
‘상징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삶의 모판인 것이다.
도시적 배경을 통해 생성되고 발전된 마할라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은 언제나 공적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반대로 사적인 혹은 ‘친밀성의 개념’이 배제된 표상이다. 그리하여
“공적/사적이라는 구분은 도시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구분법”이며, 이런 구분법에서
“고대로부터 사적이란 가정경제의 영역을 의미하고, 공적이란 정치성의 공간을 의
미한다.”78) 그러나 마할라의 생성조건은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고, 서구식 개
념의 공적/사적 구별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우즈베키스탄의 공간 원칙은
세대간 규모와 인구의 차이에 따른 일차적 판별이 주가 되면서도 실제로 운영되는
내적인 메커니즘은 공적/사적 구별이 모호한 채 혼합되어 있다. “경계 긋기의 결과

76) 슈테판 귄첼, 앞의 책, p. 354.
77) 하상복(2007), 세계화의 두 얼굴 부르디외 & 기든스(서울: 김영사), p. 101. 부르디외의 여러
중요한 개념들을 쉽게 풀이한 것으로 pp. 87~114를 참고하였고, 마할라와의 연관은 전적으로 본
인의 작업임을 밝혀 둔다.
78) 마르쿠스 슈뢰르(2010),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정인모ㆍ배정희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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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서 구획되는 도시의 공간 개념이 아닌, 그어진 경계의 탈경계를 구조로 하는
친밀과 사적인 영역간의 혼종이 바로 마할라인 것이다.
본래 도시를 축으로 하여 발달하였던 마할라는 이제 농촌에까지 그 행정적 영역
을 확대해 가고 있다.79) 수직적 서열 구조에 따른 명칭과 수장 호칭이 각기 다르
다 하더라도 오늘날 마할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구조를 띠고 있다. 전 국가
적 일체화(national unity)를 양산해낼 행정적 목적 때문에 배태된 오늘날의 마할라
화는 전통적 의미에서 변질되어 국가통치의 수단이자 행정기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의 결과는 우즈베키스탄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국
가 표어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관측된다.
하지만 공간학적 개념으로 볼 때 마할라의 전통성과 정신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전 국가적 일체화란 행정적 개념이지 결코 마할라에서 배태될
수 있는 공간분할 및 도시계획과 같은 획일적 경관 만들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마할라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적 인식
과 방식은 특징적 장소들이 “부주의하게 없애버리는 장소 훼손의 무장소화
(placelessness) 현상” 이른바 장소가 “상업적 개발 과정에서 개성을 박탈당해 동
질적이고 규격화된 경관으로 변화되어 결국엔 고유한 장소감(sense of place)을 상
실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80) 역사적 분절과 변화 속에서도 마

79) 이 같은 국가적 노력은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로 분명해진다. “1990년 타슈켄트에 공식적으로 등
록된 마할라의 수는 299개였는데 1993년 봄에는 422개로 증가하였다.” 다른 각도에서 이 같은
양적인 증가의 정치적 의미는 정부의 마할라 정책에 힘입어 “국가의 활동과 행위가 일상생활에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며, 하버마스의 개념, 즉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예가 된다고 하겠다. Victoria Koroteyeva and Ekaterina Makarova(1998), “The
Assertion of Uzbek National Identity: Nativization or State-Building Process?,” in
Touraj Atabaki and John O’Kane, eds., Post-Soviet Central Asia(London: Tautis
Academic Studies), p. 140. 강봉구, 앞의 글, p. 43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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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를 통한 사람들의 공간인식과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동력은 이처
럼 현대화 혹은 세계화의 위협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화의 여파로 나타나는 마르크 오제(Mark Auge)의 ‘장소와 비(非)장
소’의 대립적 이해로도 훌륭하게 풀이된다. 도시계획화와 현대화의 불가피한 증여
로서 무(無)장소는 오제에게 비장소로 대체되는바, “정체성도, 타자와의 관계도, 역
사도 상징화되지 않는 공간”을 표상하며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마할라 내부
로는 아직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81)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제의 장소 정의
는 ‘정체성 부여적이고, 관계적이며, 역사적인 실체’인바, 이러한 장소의 정확한 예
가 바로 마할라가 되는 것이다. 상술한 세 가지 기본 구성요소가 합치하는 장소개
념에서 우리는 마할라가 거주민 개개인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고, 독립적
이고 개인적인 지향성을 벗어나 인간적 네트워크에 기반해 있으며, 마지막으로 오
랜 역사적 삶과 동고동락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포스트소비에트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대사회에서 우즈베
키스탄이 안고 있는 도시화와 공간이주민들의 사회현상은 비장소성의 문제를 끊임
없이 목격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는 국가성의 침투 혹은 국가 정체성의 계획 속
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고, 오로지 전통적 안정성에만 안주할 수 없는 운명이 마할라
제도에도 도래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이렇게 볼 때, 일상생활 세
계의 보수성과 식민지적 순응주의는 국가의 체제유지 이데올로기가 장기간 침투하
80) 장소와 비장소성에 대한 개념으로는 다음의 책을 참고: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2008),
pp. 12~13, pp. 290~293.
81) 마르크 오제의 비장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교통의 공간(고속도로, 항공로), 소비의 공간(슈퍼마
켓), 커뮤니케이션 공간(전화, 팩스, 텔레비전, 케이블 네트워크).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하였음:
요시하라 나오키(2010), 모빌리티와 장소: 글로벌화와 도시공간의 전환, 이상봉ㆍ신나경 옮김
(서울: 심산), pp. 296~297. 아우제의 원제목은 Pour une anthropologie des mondes
contemporains(Aubi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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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능한 결과이다. 한 연구자의 함축적인 요약이 잘 말해주듯, 일상생활 속에는
2개의 힘의 축과 기능이 교차한다.
일상생활 세계는 국가, 자본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수직권력’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수평적 권력’의 교차공간이다. 전자는 종종 생활현장에서 거시적
형태로 나타나거나 암묵적으로 나타나지만, 후자는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로 미
시적이면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권력이 나타나는 일상생활에서
의 가장 큰 원천이 바로 ‘전통’이다.82)

이처럼 소비에트 해체 이후 신생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정책적 견
지에서 전통 제도를 이용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마할라다.
하지만 마할라의 현대적 의미를 정치적 보수화 혹은 독재정치를 위한 종속적 입
장으로만 보는 것은 일면적이며 충분한 해석이 되지 못한다. 도시중심의 네트워크
로 농촌사회로까지 확대ㆍ재편되고는 있지만, 오늘날 마할라에 대한 거주민들의
견해는 정부의 시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간
편차가 이를 말해주는데, 지금까지 통계로 보고된 연구 가운데 마할라에의 의존도
혹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자 과거 소비에트 시절 가
장 광범위하게 소비에트화된 타슈켄트이며, 그 수치는 불과 26%에 달하는 정도였
다. 시르다료(Syrdaryo)와 타슈켄트에서의 응답자들 가운데 소규모 마할라 수장을
이르는 빌로야틀라르는 각각 58%와 39%만이 마할라를 강하게 의존한다고 답하였
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시골 혹은 외곽으로 갈수록 마할라에 대한 신뢰
도 수치는 증가하는바, 페르가나(Fergana)의 수장 빌로야틀라르는 89%, 북부 지방
의 호레즘(Khorezm) 빌로야틀라르는 86%를 보여주었다.
82) 김왕배, 앞의 책,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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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혼자 혹은 미망인이 된 이웃들에 비하여 이혼자 응답자들이 보여준 마할
라 의존도는 훨씬 낮았으며,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그렇지 못한 상대에 비하
여 월등하게 높은 마할라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빈부간 격차 역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부유한 가족일수록 빈곤한 가족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여
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고 부유층 가정인 경우 오히려 극단적이고 이중
적인 결과를 드러냈는데, 이들은 마할라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거나 혹은 본질
적으로 이에 분개 혹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마할라가 제공하는 각종 사
회자본 서비스 및 해결책 중에서 응답자들로부터 가장 주목할 만한 호응과 가치를
얻은 것은 바로 부부싸움 해결을 위한 마할라의 간섭으로 밝혀졌다.83)
마할라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부정하고 정치적 해석 일변도로 볼 때 우리가 간과
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 한 가지는 바로 마할라 위원회의 격상된 권위와 관료주의
에 대한 폐해이다. 행정단위로 귀속될 수밖에 없던 정치ㆍ역사적 환경에서 마할라
는 전통적으로 우즈베키탄 국민들의 집단적ㆍ공동체적 정신을 함양하고 실생활에
서도 상호연관과 인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ㆍ보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왔다. 그 어떤 정치적 색깔로 이 전통적 제도를 비판한다고 해도, 국
민들의 정신문화를 결정하고 성격을 규정하는 데 이것만큼 강하고 분명한 영향을
끼친 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것이 없을 정도다.

83) 부부문제에 대한 마할라의 기여도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Eric Posner(1996), The Regulation of Groups: The Influence of Legal and
Nonlegal Sanctions on Collective Action. 또는 Eric W. Sievers, op. cit., p. 124 참고.
사이버스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상의 차이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며 통계상으로도 그리 의미가
없다고 단언한다. 인종상으로 순수 우즈베크 인들이 보여주는 평균 70% 혹은 이보다 상회하는
수치보다 비우즈벡 인들(이른바 슬라브계열 응답자들)은 26% 정도의 낮은 신뢰도를 보여줄 뿐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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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들어 마할라의 조직위원회에 부여된, 이른바 고양된 정신적ㆍ경제
적 권위에 기인한다. 1998년 4월 23일 대통령 법령으로 채택된 ｢공동체 자치기구
에 대한 지원법｣으로 인해 마할라 행정부의 권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며,
특히 마할라 내의 의장과 서기에게 지급되는 급료가 인상되었다. 1년 후인 1999년
1월에 통과된 또다른 대통령 법안은 마할라 자치지구로 하여금 국민납부의 세금을
감독, 관찰하는 임무를 명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이행의 대가로 정부는 마할라의
자치지구로 국민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물론 이 같은 세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공공서비스 혜택 지원과 같은 것으로 전환되지만, 정부
지원과 마할라의 재정활동은 전반적으로 마할라의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권위를 극
대화시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바로
이 같은 격상된 권위와 재정적 지원의 대폭적인 증대가 마할라의 관료주의화를 부
추기는 결정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84) 달리 말하여 마할라의 자
치기구로 집중되는 정부의 보조지원과 위탁된 정부권력의 대리집정이 마할라가 정
부의 하수인으로 통제의 시녀이자 정치 종속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Ⅵ. 결론
구소련 시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들 가운데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소
비에트 이전의 문화전통과 소비에트의 문화적 영향 간에 가장 활발한 대립을 보여

84) Kuatbay Bektemirov and Eduard Rahimov, op. cit., pp. 47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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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지역”이 되었다. 소비에트의 지배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진
행된 신-구 문화가치들의 경쟁은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도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에트 식민주의 유산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가 하면,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에서는 러시아와의 거리감을 위해 ‘우
즈베키스탄화’라고 하는 일련의 민족주의 정책들을 강행하는 곳도 있었다.85)
독립과 자주, 민족주의적 뿌리 찾기 정책은 민족 및 국가 정체성 기반 마련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었고, 이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온 정
체성 정치의 전략적 토대이기도 하다. 마할라를 토대로 한 공동체 개념의 강조와
정체성 재확립은 공동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사회학자 셀즈닉(P. Selznick)에 의하면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명료하
게 분석되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마할라의 특징적 핵심을
요약해준다.
공동체는 역사성(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형성된 개인간의 유대), 정체성(전체
에 대한 충성), 상호이익(구성원들간의 상호의존과 호혜주의), 다원성(구성원들은 친
근한 모임들에 참여하거나 집단들에 소속됨), 자율성(독특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
들이 많음), 참여(사회의 다양한 역할과 측면들), 통합(정치적ㆍ법적ㆍ문화적 제도에
의한 단결)을 특징으로 한다.86)

시ㆍ공간의 분리와 생활양식의 다변화로 축약되는 근대화의 핵심은 ‘개인화된
공간(신체ㆍ방ㆍ가정ㆍ마을ㆍ사회ㆍ국가 등)’을 점유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이

85) Theodore Levin(1993), “The Reterritorialization of Culture in the New Central
Asian States: A Report from Uzbekistan,” Yearbook for Traditional Music, vol. 25,
p. 51.
86) 질 발렌타인(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옮김(서울: 논형),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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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과정이었다.87) 마할라의 출발이 인구 및 세대 단위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분할로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은 이 안에서 집단에 귀속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의 삶을 체험하는 집단성의 정체성 모두를 체득해간다. 우리는 원형 감옥 파놉
티콘을 근대적 공간조직을 통한 감시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하는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지적인 작업을 현대의 우즈베키스탄 마할로로 옮겨올 수 있다. 그러나
마할라를 현대판 통치와 감시의 언어로 환원시키면서 행정단위를 부정적으로 해석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게 된다. 마할라 제도가 전통적으로, 민속적으로, 생활풍
속적으로 기능해온 이른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발현되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의 기능은 푸코의 해석이 내릴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장점이기 때문이다.
마할라 제도는 소비에트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잔존해온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행정단위로서, 이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토대임은 물론 새로운 정
치 환경 속에서 급변하는 개혁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핵심적인 행정조직이기도 하
다. 소비에트 시기의 유산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있지는 못하지만, 과거 소비에
트 식민주의 잔재로부터의 이탈을 빌미로 카리모프 정권의 개혁과 법개정의 지원
을 받고 있는 마할라는 이런 이유들에서 현대 연구자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은 “포스트소비에트 마할라를 급부상하는 절대주
의 체제 국가의 주요 대행기구로 변형”시키고 있으며, 현대판 마할라는 ‘새로운 사
회조력체계(new social assistance scheme)’로 출범하게 되었다.88) “독립적이고 급
진적이며 혹은 정치적이기까지 한 이슬람에 반하여 상호신뢰에 의해 ‘시민화된’ 공

87) 최병두, 앞의 책, pp. 15~24.
88) Eric W. Sievers, op. cit., p. 152; Aline Coudouel, et al., op. ci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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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구성원들을 지닌, 이른바 잘 조직된 무슬림 사회의 상징”으로 오늘날 부활하
고 있는 마할라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강조와 행정적 관심을 차치하고라도 학문적
연구의 충분한 대상이 된다. 지나친 정치적 해석으로만 볼 것도 아닌 마할라 제도
는 실질적으로 이슬람 생활권에서 “조화와 인간 계몽의 변함없는 원천”임에는 분
명하다.89)
또다른 양가적 관점에서 마할라 제도는 정체성 정치의 긍/부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일면을 갖고 있다. 즉 마할라를 연구한 기존의 결과물 속에 드러난 일정 정도
의 폐해와 고정적 시선이 안겨줄 수 있는 독단적 해석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시ㆍ공간의 압축’이란 표현으로 세계화의 다면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지적은 이 점에서 분명한 해석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영역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특히 인종과 성, 종교
및 계급 차별로 인해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체성은 진보적인 정치 동원뿐만 아니
라 반동적이고 배타적인 정치 모두에 대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기반이다.”90)
1993년의 마할라 개혁법 이후 몇 차례의 마할라법 수정(1999년 8월의 Mahalla
Law)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마할라 수장인 라이스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법개정상의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마할라 내에서의 변화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할라가 법령의 개
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를 거듭할 것인가는 좀더 지켜볼 일이라 하겠다.

89) Kuatbay Bektemirov and Eduard Rahimov, op. cit., p. 352.
90) David Harvey(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in J. Bird et al.,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 Global Change(London: Routledge), p. 4.

37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봉구. 2008. ｢우즈베키스탄 ‘민족국가의 발명’?: 우즈벡 종족-민족 정체성의 구성요소들｣. 한
국정치학보, 제42집 3호.
고진, 가라타니. 2009. 네이션과 미학. 조영일 옮김. 서울: 도서출판 b.
겔런터, 마크. 2007. 보이는 건축, 보이지 않는 건축: 건축 디자인이론의 비판적 역사. 최아
사 옮김. 서울: 한길사.
기어리, 패트릭 J. 2004. 민족의 신화, 그 위험한 유산. 이종경 옮김. 서울: 지식의 풍경.
김광억 외. 2005.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김성홍. 2009. 도시 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서울: 현암사.
김영진ㆍ배정환ㆍ이상준ㆍ장덕준. 2006.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문화. 서울: 아카넷.
김정수. 2009. 서양건축사. 서울: 구미서관.
귄첼, 슈테판. 2010. 토폴로지: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 연구. 이기홍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나오키, 요시하라. 2010. 모빌리티와 장소: 글로벌화와 도시공간의 전환. 이상봉ㆍ신나경 옮
김. 서울: 심산.
루이스, 버나드 엮음. 2010. 이슬람 1400년. 김호동 옮김. 서울: 까치.
렐프, 에드워드. 2008.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ㆍ김현주ㆍ심승희 옮김. 서울: 논형.
바르트, 롤랑. 1995. 신화론. 정현 옮김. 서울: 현대미학사.
박삼옥ㆍ권석만 편저. 2007. 한국사회학자들의 눈으로 본 옛날의 실크로드 오늘의 우즈베키
스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발렌타인, 질. 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옮김. 서울: 논형.
벤담, 제라미. 2009. 파놉티콘. 신건수 옮김. 서울: 책세상.
벨, 캐서린. 2007. 의례의 이해: 의례를 보는 관점들과 의례의 차원들. 류성민 옮김. 경기도:
한신대출판부.
쇼트, 존 레니에. 2006.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이현욱ㆍ이부귀 옮김. 서울: 한울.
슈뢰르, 마르쿠스. 2010.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정인모ㆍ배정
희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376

공간과 일상의 정체성 정치학 :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정책에 대한 공간학적 재해석

스미스, 조너선. 2009. 자리잡기: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방원일 옮김. 서울: 이학사.
에덴서, 팀. 2008.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정체성. 박성일 옮김. 서울: 이후.
엘리아데, M. 2008. 성(聖)과 속(俗).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이상준. 2007. ｢우즈베키스탄의 씨족과 사회 네트워크｣. 슬라브학보, 제22권 2호.
이진경. 2007.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서울: 그린비.
임병조. 2009.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모색: 내포지역 연구. 한울.
정근식. 1998. ｢민족국가형성과 국가상징: 우즈벡에서의 역사의 복원 또는 재창조｣. 국제지역
연구, 제7권 4호.
정수일. 2010. 이슬람문명. 서울: 창비.
조명래. 2009. 지구화, 되돌아보기와 넘어서기. 서울: 환경과 생명.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카스텔, 마누엘. 2008. 정체성 권력. 정병순 옮김. 서울: 한울 아카데미.
콜린스, 랜들. 2009. 사회적 삶의 에너지. 진수미 옮김. 서울: 한울.
투안, 이-푸. 2007. 공간과 장소. 구동회ㆍ심승희 옮김. 서울: 대윤.
튜더, 헨리. 1994. 정치신화. 서울: 삼문.
페도토바, N. N. 2005. ｢세계화 상황에서의 정체성 위기｣. 세계화 시대의 문화 논리: 문화다양성
과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해외 문화 전략 사례 연구. 김창민 외 편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홍성민. 2002. ｢정체성과 국제정치: <문명충돌론>의 정치사회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2
집 1호.
홍성욱. 2009. 파놉티콘-정보사회의 정보감옥. 서울: 책세상.

[영문자료]
Abazov, Rafis. 2007. Culture and Customs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 London:
Greenwood Press.
Adams, Laura L. 2005. “Modernity, Postcolonialism, and Theatrical Form in Uzbekistan.”
Slavic Review, vol. 64. no. 2.
. 2010. The Spectacular State. Culture and National Identity in Uzbekista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37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Agadjanian, Alexander. 2001. “Revising Pandora’s Gifts: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Post-Soviet Societal Fabric.”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3.
Akiner, Shirin. 1998. “Social and Political Reorganization in Central Asia: Transition from
Pre-Colonial to Post-Colonial Society.” In Touraj Atabaki and John O’Kane eds.
Post-Soviet Central Asia. London: Tauris Academic Studies.
Allan, Kenneth. 2010. Contemporary Social and Sociological Theory: Visual Social
Worlds. California: Pine Forge Press.
Azzout, Mounira. “The Soviet Interpret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Ancient Heritage of
Uzbekistan: The Example of Bukhara.” http://www.archnet.org/library/documents/
one-document.jsp?document_id=3866(accessed April 26, 2010)
Bektemirov, Kuatbay and Eduard Rahimov. “Local Government in Uzbekistan.” In Local
Governments in Eastern Europe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http://lgi.osi.hu/publications/2001/84/Ch9-Uzbekistan.pdf(accessed August 12, 2010).
Berezin, Mabel. 1991. “The Organization of Political Ideology: Culture, State, and Theater
in Fascist Ital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6. no. 5.
Bessinger, Mark R. 2002. Nationalist Mobilization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chel, Anthony. 2002. “Identity / Difference in Central Asia: Tribes, Clans, and Mahalla.”
In Daniel R. Kempton and Terry D. Clark eds. Unity for Separation. Center-Periphery
Relatio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London: Praeger.
Billing, Michael. 2004. Banal Nation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Carlisle, Donald S. 1994. “Soviet Uzbekistan: State and N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Beatrice F. Manz ed. Central A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Westview Press.
Castells, Manuel. 1997.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Collins, Kathleen. 2003. “The Political Role of Clans in Central Asia.” Comparative
Politics, vol. 35. no. 2.
. 2006.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Coudouel, Aline et al. 1998. “Targeting Social Assistance in a Transition Economy: The

378

공간과 일상의 정체성 정치학 :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정책에 대한 공간학적 재해석

Mahallas in Uzbekistan.” Innocenti Occasional Papers. Economic and Social Policy
Series, no. 63.
Dittmer, Lowell. 1977.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Symbolism.” World Politics, vol.
29. no. 4.
Edensor, Tim. 2002. National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 Oxford and
New York: BERG.
Elfimov, Alexei. 2003. Russian Intellectual Culture in Transition. The Future in the Past.
Hamburg and London: LIT Verlag.
Everett-Heath, Tom ed. 2003.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Flood, Christopher G. 2002. Political Myth. A Theoretical Introduc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Geertz, Clifford. 1980.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Goswami, Manu. 2002. “Rethinking the Modular Nation Form: Toward a Sociohistorical
Conception of Nationalism.”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vol. 44, no. 4.
Hall, Stuart and Paul Gay eds. 1996.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Publications.
Harvey, David. 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In J. Bird et al.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 Global Change. London: Routledge.
Heywood, Andres. 2007. Political Ideologies: An Introduction. 4th Ed. Palgrave Macmillan.
Hirsch, Francine. 2000. “Toward an Empire of Nations: Border-Making and the Formation
of Soviet National Identities.” The Russian Review, vol. 59. no. 2.
Hobsbawm, Eric.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870: Programme, Myth,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lton, Robert J. 1998. Globalization and the Nation-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Ilkhamov, Alisher. 2002. “Nation-State Formation: Features of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37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Late Soviet Era.”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34. no. 2.
. et al. 2004. “Central Asian Core Values of Peace and Harmony: A Case Study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Zhou Nan-Zhao and Bob Teasdale. ed.
Teaching Asia-Pacific Core Values of Peace and Harmony. Bangkok: UNESCO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Kanet, Roger E. 2008. Identities, Nations and Politics after Commu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Kavolis, Vytautas, 1985. “Civilization Analysis as a Sociology of Culture.” Sociological
Theory, vol. 3. no. 1.
MacFadyen, David. 2006. Russian Culture in Uzbekistan. One Language in the Middle of
Nowhere.
Marsh, Rosalind. 2008. “The Nature of Russia’s Identity: The Theme of Russia and the
West in Post-Soviet Culture.” In Roger E. Kanet, ed. Identities, Nations and Politics
after Commu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asaru, Suda. “The Politics of Civil Society, Mahalla and NGOS: Uzbekistan.”
http://src-h.slav.hokudai.ac.jp/coe21/publish/no10_ses/12_suda.pdf(accessed August 25,
2010).
Massicard Elise and Tommaso Trevisani. 2003. “The Uzbek Mahalla: Between State and
Society.” In Tom Everett-Heath ed.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elvin, Neil J. 2000. Uzbekistan. Transition to Authoritarianism on the Silk Road.
Australia and Germany: Harwood Academic Publishers.
Paperny, Vladimir. 1993. “Men, Women, and the Living Space.” In William Craft
Bru,field and Blair A. Ruble. Eds. Russian Housing in the Modern Age: Design and
Soci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truccioli, Attilio. ed. Bukhara: The Myth and the Architecture.
http://www.archnet.org/library/documents/one-document.jsp?document_id=3852
Poliakov, S. 1992. Everyday Islam: Religion and Tradition in Rural Central Asia. New
York: M.E.Sharpe.

380

공간과 일상의 정체성 정치학 :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정책에 대한 공간학적 재해석

Rasanayagam, Johan. “Morality, Self and Power: The Idea of the Mahalla in Uzbekistan.”
http://www.abdn.ac.uk/staffpages/uploads/anp053/Proof.pdf(accessed August 16, 2010)
Roy, Oliver. 2000.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Sahadeo, Jeff. 2007. Russian Colonial Society in Tashkent, 1865-1923.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Sengupta, Anita. 2005. The Formation of the Uzbek Nation-State. A Study in Transition.
Lanham and New York: Lexington Books.
Sherlock, Thomas. 2007. Historical Narratives in the Soviet Union and Post-Soviet Russia.
New York and London: Palgrave Macmillan.
Sievers, Eric W. 2002 “Uzbekistan’s Mahalla: From Soviet to Absolutist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t
Chicago-Kent, vol. 2.
. 2006. The Post-Soviet Decline of Central Asi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Capita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Smith, Anthony. 1991. National Identity. University of Nevada Press.
Smith, Graham, et al. 1998. Nation-building in the Post-Soviet Borderland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ja, E. 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In D. Gregory and J.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Publishing.
Starr, S. Frederick. 2006. “Clans, Authoritarian Rulers, and Parliaments in Central Asia.”
Silk Road Paper June 2006. 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Trepanier, Lee. 2007. Political Symbols in Russian History. Church, State, and the Quest
for Order and Justice. New York: Lexington Books.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hite, Stephen. 1979. Political Culture and Soviet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Macmillan Press.

38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노문자료]
Васильева, Г. П. и Б. А. Кармышева. 1969.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черки узбекского сел
ьсоко населения. Москва: Наука.
Осетров, Евгений. 1987. Мое открытие москвы. Рассказы о столице. Москва: Моск
овский рабочий.

382

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김 혁 고려대학교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구소련 붕괴 당시 중앙아시아 각국이 기존의 하위언어(low
language)였던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와 같은 자신들의 토착민족어를 상위언어
(high language)로 격상시켜 민족국가 건설에 활용하였지만, 지금도 러시아어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통계, 인터뷰와 같은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토착민족어와 러시아어가 가지는 현실적인 언어지위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각국은 독립 이후 헌법ㆍ언어법 등을 통해 토
착민족어를 공식어로 명시하면서 기존에 러시아어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적 지위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국가마다 달라져갔다.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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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는 현재 러시아어가 공용어의 지위로 다시 격상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지금도 토착민족어가 공식어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러시아어는 대외적 소통 언어, 러시아어를
제1 언어로 구사하는 러시아인 및 소수민족들의 존재, 토착민족어와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존재, 러시아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
화로 인해 독립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러시아어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상황은 해당국의 토착민족들, 러시아어를 제1 언어로 구사
하는 러시아인 및 소수민족들,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제공하고 있다. 토착민족들은
자국의 정치엘리트, 인텔리 등이 러시아어를 대외 소통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장치와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러시아어를 제1 언어로 구사하는 러
시아인 및 소수민족들은 토착민족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사회적 차별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이 언어에 대한 학습적 열의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진
출하는 외국인들은 토착민족어와 러시아어 중 어느 언어를 일차적으로 배워야 하
는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의 토착민족들 중
기존의 소비에트 세대들이 러시아어를 별 문제 없이 구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들의 토착민족어를 소수민족들과 외국인들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재개발이나 사전개발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여전히 가치를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현상과 문제는 이미 연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직전과 독립 이후부터 전개되었던 토착민족어의 법
적 토대 형성, 러시아어의 언어적 지위 문제, 이에 따른 사회현상 등이 분석되었지
만(허승철 2002; 정경택 2003; 이유신 2004; 손영훈 2009; Fireman,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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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등) 실제로 이 지역에서 토착민족어, 러시아어, 각국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어
(카라칼팍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타직어, 키르기스탄에서의 우즈베크어), 최근에
유행하는 영어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언어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언어적 지위를
갖는지 실증적인 연구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통계, 인터뷰와
같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언어들이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가지는 언어지
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러시아어와 공용어로서 지위를 갖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어, 그
리고 지금까지도 공식어로 존재하고 문자개혁까지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러시아어
가 존재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크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하여 유사한
상황에 있는 키르기스탄(러시아어와 공용어),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토착민
족어가 공식어)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주제를 분석하는 데 필
요한 대상을 다양화시켜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관에서의 언어교육 실태를 분석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공교육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언어교육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국은 카자흐어 학교와 러시아어 학교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학교에서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등
과 같은 언어를 일주일에 몇 시간씩 배당하여 교육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각국의 유년 세대들은 상대방의 언어에 대해 소통이 어렵다
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교육 시간 분석은 향후 해당국의 언어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과 언어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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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만나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여 이들이 느끼는 언어교육의 현실적 문제점 등
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석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에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홈페이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분석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소창에 카자
흐스탄의 ‘kz’, 우즈베키스탄의 ‘uz’가 있는 홈페이지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각
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들의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
주요 기업체 사이트, 대학교 사이트 등이 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사용되는 언어의 분석이 아니라, 홈페이지의 ‘시작 언어’와 각각의 언어 버전
이 가지는 내용에 있다. 만약에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러시아어가 시작 언어로 나타
난다면 그리고 우즈베크어 버전에는 있는 내용이 러시아어 버전에는 없을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간행물에 대해 분석한다.
여기서는 먼저 양국에서 발간되는 신문ㆍ잡지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에서 사용
되는 언어가 분석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지가 어떠한 언어로 발간되는지,
연예 잡지가 어떠한 언어로 발간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양국에서 언어지위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는 양국에서 발간되는 대표적인 신문과
잡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국 정부가 발간하는 카자흐어 교재, 우즈
베크어 교재, 카자흐어 사전, 우즈베크어 사전 등도 분석될 것이다. 예를 들면, ‘카
자흐어-OOO사전’, ‘우즈베크어-OOO사전’ 등이 몇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발
간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해당국 정부의 토착민족어에 대한 투자를 이해하는 지
름길이라고 여겨진다.
넷째, 간판 등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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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간판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러시아
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에서는 우즈베크어 라틴문자가 공식어이기 때문에 간판에 러시아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어 간판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도 그 비
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은 해당국의 언어지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해당국의 대표 도시인 알마티, 타슈켄트 번화가의 특정 지
역을 분석단위로 활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실증적인 연구의 분석과 결과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
스탄의 언어환경과 언어지위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교육기관, 정부, 기업체 등과 같은 이해관련자들이 해당
국 진출에 있어 어떠한 언어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지침서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본론
1.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개된 언어정책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전인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과
맞추어 언어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는 1987년 ‘러시아어 학습 장려안’과
더불어 ‘카자흐어 학습 장려안’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민족어의 교육과 확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시작되었다(허승철 2002, p. 340 재인용).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89년 9월 22일 ｢언어법(Law of Languages)｣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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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카자흐어가 러시아어와 공용어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이다. 카자흐 정
부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1990년 6월 ｢2000년까지 공화국 내에서의 카자흐어와
다른 언어의 발전에 대한 시행령｣을 통과시켰으며, 독립 이후 1993년 제정된 헌법
에서 마침내 카자흐어를 공식어로 규정하고 러시아어를 하위언어로 격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카자흐어가 공식어로 격상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
작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자흐인이 공식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1989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인들 중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카자흐인
비율은 64.6%에 달했으며, 독립 이전까지 도시에 거주하는 카자흐인 대부분이 러
시아어 학교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카자흐어가 공식어로 전환된
것이 반가운 것은 아니었다(손영훈 2008, p. 164).
둘째, 카자흐인은 1997년이 되어서야 인구의 과반수를 넘었다.1)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토착민족인 카
자흐인이 소수민족으로 존재한 채 독립을 맞이하였다. 카자흐인은 1930년대부터
1996년까지 전체 인구에서 50%를 넘지 못하였다. 1989년 소련의 마지막 인구조
사에서도 카자흐인은 전체 39.7%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반해 동슬라브 민족인 러
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각각 37.4%와 5.4%를 차지하여 전체 42.8%로 카자흐
인을 넘어섰다.2) 이러한 카자흐인의 열세는 카자흐어의 공식화 정책에 따른 소수
민족들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1) 카자흐인의 인구구성 변화과정은 다음의 논문 참고. 정경택(2003),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노어노문학. 15. 2, pp. 177~2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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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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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9년 인구조사에 의한 주요 민족들의 분포 현황
주요 민족(투르크계)

주요 민족(유럽계)

카자흐인

53.4%

러시아인

29.9%

타타르인

1.75%

우크라이나인

3.7%

우즈베크인

2.5%

벨라루스인

0.8%

위구르인

1.4%

독일인

2.45%

고려인

0.7%

자료: Dave(2003. 5).

표 2.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의 인구분포 변화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1999년

카자흐인

30.3%

32.6%

36.0%

40.1%

53.4%

러시아인

42.7%

42.4%

40.8%

37.4%

29.9%

자료: Dave(2003. 5).

셋째, 국가 운영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카자흐어가 공식어로 격상되면서 소수민족 엘리트들은 모국으로 돌아갔다.
Gulnar Kendirbaeva(1997, p. 749)에 따르면, 1993년 당시에 카자흐스탄 노동력
의 75.8%가 비카자흐계 러시아어 구사자들이었다. 특히 주요 전문가 집단에는 러
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이주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심각한 고등인력 감소로 연결되어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해당국 북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정치적 저항을 단행하였다.3)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카자흐 정부는 1995년 개정헌법에서 사실상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규정하였다.
3) 카자흐스탄 북부지방에서 발생한 러시아인들의 정치적 저항은 다음의 논문 참고. 성동기ㆍ김상철
(2009), ｢카자흐스탄 민족주의와 민족통합의 딜레마 분석: 카자흐인과 러시아인 독립세대 대상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8권 2호, pp.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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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은 1989년 6월 최초의 언어법 초안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의 언어관련 법(Law on the Soviet Socialist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anguage)｣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즈베크어가 공식어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가 학교의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는 등 실제로 러
시아어가 공용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법 초안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항목이 추가
되면서 러시아어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격하되었다.4) 무엇보다 독립 당시에 우즈베
크인은 자국의 전체 인구에서 7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에
서 우즈베크어가 공식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3.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분포 변화
민족

1989년*

2005년**

총계(%)

농촌(%)

도시(%)

총계(%)

농촌(%)

도시(%)

우즈베크인

71.4

83.5

53.7

80.0

86.4

68.8

카라칼팍인

2.1

1.6

2.7

2.2

1.5

3.4

타직인

4.7

5.4

3.7

4.9

5.1

4.6

러시아인

8.3

0.7

19.5

3.8

0.3

9.8

카자흐인

4.1

4.1

4.0

3.6

3.4

4.0

타타르

3.4

0.8

7.0

1.0

0.1

2.5

고려인

0.9

0.3

1.8

0.6

0.2

1.4

기타

3.4

2.2

5.3

2.7

1.6

4.3

주: * 1989년 구소련 당시에 실시한 인구조사 통계.
** 2005년 우즈베크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 통계.
자료: 우즈베키스탄 백과사전(타슈켄트, 2006), pp. 52~56.

4)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의 언어관련 법｣의 특징은 다음의 논문 참고. 허승철
(2002), ｢중앙아시아의 언어정책｣, 이중언어학, 제21호, pp. 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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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9년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의 연령대 인구분포5)
연령대

우즈베크인

러시아인

0~14

28.1%

14.8%

15~64

67%

71.5%

65 이상

4.9%

13.7%

자료: http://course.health-studies.org/2010/Smeltzer-Uzbekistan.ppt

게다가 우즈베크 정부는 1993년부터 라틴문자로 문자개혁을 발표하여 우즈베크어
의 공식어 지위를 공공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다.
첫째, 소수민족들은 우즈베크어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공식어인 우즈베크어를 모르는 소수민족들은 공공기관에 취업 및 승진에서 불
이익을 받는다.6) 그러나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여도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의도적으로 우즈베크어를 공부하여 이러한
기관에 들어가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입이 더 나은 장사를 하거
나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영어나 제2 외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
정책으로 인한 소수민족의 피해는 임금수준이 향상되어 직장으로서 장점을 인정받
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것 역시 우즈베크어가 국어로서 대접을 받
5) 미국의 CIA 2007년 자료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
uz.html(accessed October 4, 2010)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연 인구성장률은 1.7%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인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우즈베크인의 인구성장률은 3%로 추정한다.
6) 우즈베키스탄의 최초 언어법 초안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의 언어관련 법(Law
on the Soviet Socialist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anguage)｣ 5조에는 정부
고위직을 임명할 때는 우즈베크어 구사 능력을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의 언어정책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음의 논문 참고. Akiner, S.(1989), “Uzbekistan:
Republic of Many Tongues,” Language Planning in the Soviet Union, edited by
Kirkwood, M.(London: Macmillan Press Ltd), pp. 100-121; Gleason, G.(1995).
“Language, Culture,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Issues, vol. 38, no.
6, pp. 93; 허승철(2002), ｢중앙아시아의 언어정책｣, 이중언어학, 21, pp. 32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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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성동기 2007, pp. 459~460).
둘째, 우즈베크인과 소수민족 유년 세대 사이에 의사소통이 힘들어졌다.
우즈베크 유년세대는 우즈베크어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지만 관심이 부족하
고, 마찬가지로 소수민족 유년 세대들도 러시아어 학교에서 우즈베크어를 배우지
만 관심이 없다. 궁극적으로 우즈베크어가 공식어가 되면서 민족간 의사소통이 단
절될 가능성을 높아졌다.
셋째, 문자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993년부터 논의된 문자개혁은 기존의 키릴문자를 라틴문자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7) 이를 위해 199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라틴문자로 쓰인 교재가 보급
ㆍ교육되었으며, 텔레비전을 통해 대국민 라틴문자 교육이 실행되었다. 우즈베크
정부는 2005년부터 라틴문자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는 여전히 라틴문자와 키릴문자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공식
문건이나 간판이 라틴문자로 상당수 교체가 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라틴문자가
압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키릴문자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키릴문
자로 글을 적고 있다.
넷째, 우즈베크어가 공식어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러시아어가
공식어로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우즈베크 인텔리들과 기성세대들은 러시아어가 우
즈베크어보다 익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관점에 우즈베크어를 공
식어로 규정한 인텔리들 자신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카리

7) 우즈베키스탄의 문자개혁은 다음의 논문 참고. 김효정(2000), ｢우즈벡어 문자개혁과 과제｣, 중앙
아시아연구, 제5권, pp.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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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프 대통령조차도 대외활동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한다.8)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우
즈베크어가 공식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까
지 그런 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즈베크인 스스로도 외국인을 만나면 우즈베크
어보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려고 한다.9) 이러한 행태를 짐작해보면 아직까지 공식어
로서 우즈베크어가 가지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개되었던 공식어 정책은 정치권
의 의도와는 다르게 러시아어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
적ㆍ제도적 분석을 통해 양국에 나타나는 사회언어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객관
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토착민족어인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그리고
공용어인 러시아어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양국의 언어지
형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될 것이다.

2.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한 해당국의 언어환경
가. 교육기관에서의 언어교육 실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은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러시아어 학교와 민
족어 학교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전자를 선호하
였다. Schiyter(1998, p. 174)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구구성에 비례하여 러시아

8)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해외에서 연설을 할 경우 러시아어로 발표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우즈베크인들은 TV를 통해서 보게 된다. 그리고 각료회의를 주재할 때에도 러시아어를 많
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성동기 2007, p. 457).
9) 타슈켄트에 만난 대부분의 우즈베크인들은 외국인이 우즈베크어를 구사하여도 처음에는 러시아어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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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교와 민족어 학교가 존재하였지만,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러시아어 학교가
민족어 학교보다 그 수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독립 이후에도 양국의 카자흐
와 우즈베크 인텔리 계층들은 자녀를 러시아어 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현재 양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언어교육 실
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자흐스탄 교육기관의 언어교육 실태

Sarah Martin과 Mark Bolin(2006)이 조사한 해당국의 언어교육 실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10)
첫째, 1989년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인 64.6%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러시아인 1%만이 카자흐어를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체
대학생 중에서 30.2%가 카자흐어로 공부한다고 했으며, 67.4%가 러시아어로 한다
고 답했다.
둘째, 1994년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 중에서 57.2%가 러시아어로,
40.1%가 카자흐어로 공부한다고 답하여 1989년과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1991년 당시 수도였던 알마티에 카자흐어 학교가 1개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50개로 늘었다.
넷째, 현재 해당국의 모든 공립교육기관에서는 카자흐어 수업이 일주일에 8시간
배당되어 있으며, 러시아어는 일주일에 4시간이 할당되어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999년 조사에 의하면 카자흐인 99%와 러시아인 15%가

10) Martin, Sarah & Bolin, Mark(2006), “Language Tension in Post-Soviet Education
Policies: Estonia and Kazakhstan,” http://www.unc.edu/depts/slavdept/lajanda/slav467
martin&bolin.ppt.

394

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카자흐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는 신뢰하기 힘
들다고 여겨진다.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체제를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카자흐어 구
사력이 떨어지며,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카자흐인은 더욱 그러하다. 성동기(2008,
p. 112)가 조사한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인 16%가 여전히 러시아어를
카자흐어보다 편하게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러시아인은 카자흐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할 수 있다는 비율이 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들이 가지는
격차는 향후 다시금 거주지(도시/지방), 세대(기성세대/독립세대) 등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실시해야 객관적인 통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
탄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자흐어 교육의 확대는 카자흐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에
게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카자흐 정부가 적극적으로 카자흐어 교육을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어 구사자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2)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의 언어교육 실태

우즈베키스탄에는 세 종류의 학교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민족어 학교인 우즈베
크어 학교와 러시아어 학교 그리고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에 존재하는 카라칼팍
어 학교가 있다. 세 종류의 학교 모두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카라칼팍어 강
의가 개설되어 있다. 우즈베크어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우즈베크어 2시간, 러시아어
2시간, 영어 1시간이 의무적으로 배당되어 있다. 러시아어 학교에서는 러시아어 2시
간, 우즈베크어 1시간, 영어 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마지막으로 카라칼팍어 학교
에서는 우즈베크어 2시간, 러시아어 1시간, 카라칼팍어 1시간, 영어 1시간으로 할
당되어 있다.11) 그러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타직인들

11) 7학년이 되면 세 종류의 학교 모두 영어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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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타직어 시간은 배당되어 있지 않다.12)
문제는 교육기관에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가 할당되는 시간적인 비중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받는 학생들의 인식에 있다. 우즈베크인 학생들은 러시아어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러시아인 학생들도 우즈베크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타슈켄트가 아닌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방에는 압도적으로 우즈베크인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즈베크 학생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할 기회가 거의 없다. 반면 지방에 거주하는 러
시아인 학생들 주변에는 대부분 우즈베크인이 많기 때문에 우즈베크어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을 갖게 된다. 물론 우즈베크인 기성세대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하기 때
문에 이들과의 대화는 어려움이 없지만, 같은 나이의 우즈베크인 학생들과는 우즈
베크어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해당국의 지방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우즈베크인 기성세대가 사라지게 되면 민족간 대화 단절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지방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학생들의 우즈베크어 구사력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성동기
(2007, p. 60)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 대학생들 중에서 우즈베크어
를 편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을 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
을 예측하는 데 신뢰성을 제공해준다.
나. 인터넷 홈페이지 분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토착민족어, 러시아어,

12) 성동기(2010),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의 지위변화에 따른 이중언어 사용
행태 연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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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소수민족어(카라칼팍어, 타직어 등)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에 거주하
는 시민들이 어떠한 언어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
지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언어 분석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 홈
페이지로 들어갈 때 어떤 언어가 먼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카자흐어가 시작 페이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러시아어와 영어 중 어떤 언어가 비중이 높을지 예상하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결과
는 [표 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상과 다르게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표 5. 정부기관 공식 홈페이지 언어 버전(존재여부/언어배열 순서)
정부기관 홈페이지 목록
카자흐스탄 정부
(http://www.government.kz)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기타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라틴 카자흐어
선택해서 들어감

카자흐스탄 내무부
(http://www.mvd.kz/)

O/2

O/1

O/3

X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http://www.mit.kz/)

O/2

O/1

O/3

X

카자흐스탄 외무부
(http://portal.mfa.kz/portal/page/portal/mfa)

세 언어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감

X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http://www.edu.gov.kz/)

O/1

O/2

O/3

X

카자흐스탄 농업부
(http://minagri.gov.kz/)

O/2

O/1

O/3

X

카자흐스탄 재정부
(http://www.minfin.kz/)

O/1

O/2

O/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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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정부기관 홈페이지 목록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기타

카자흐스탄 경제 및 기획예산부
(http://www.minplan.kz/)

O/2

O/1

O/3

X

카자흐스탄 재난방지부
(http://www.emer.kz/)

O/2

O/1

O/3

X

카자흐스탄 법무부
(http://www.minjust.kz/)

O/1

O/3

O/2

X

카자흐스탄 통계청
(http://www.stat.kz/Pages/default.aspx)

O/2

O/1

O/3

X

카자흐스탄 국회
(http://www.parlam.kz/)

세 언어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감

X

카자흐스탄 대법원
(http://www.supcourt.kz/)

세 언어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감

X

카자흐스탄 특허청
(http://www.kazpatent.kz/)

O/1

O/2

O/3

X

누르 오탄당
(http://www.ndp-nurotan.kz/site/)

O/1

O/2

X

X

경제부
(http://www.mineconomy.uz/)

O/2/라틴

O/1

X

X

[표 5]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라틴 카자흐어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카자흐 정부는 라틴문자로 개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
다. 자국의 러시아어 구사자가 카자흐어인을 포함하여 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라틴문자로의 개혁은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한 것 이상으로 사회적 저항을 받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라틴 카자흐어를 포함시킨
것은 향후 문자개혁에 대한 의지의 표출로 이해할 수도 있다.
둘째, 카자흐스탄의 3부를 대표하는 기관은 언어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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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그리고 대법원 홈페이지는 시작 페이지에서 언어를 선택하도록 만
들어 놓았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이 추구하는 공용어 정책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
단된다.
셋째, 시작페이지의 언어로 카자흐어가 약간 우세하였다.
정부기관 홈페이지들의 시작 페이지는 러시아어보다 카자흐어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구비례로 볼 때 러시아어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비슷한
수준으로 할당했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용어 정책의 결과로 여겨진다.
2) 우즈베키스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언어 분석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카라칼팍어, 타직어가 존재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우즈베크어가 공식어이기 때문에 모든 홈페이지에 우즈베크어가
일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러시아어와 영어를 사
이에 두고 어느 언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예상하기 어
려웠다. 정치적 논리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즈베크 주요 정부기관의 홈
페이지에는 우즈베크어가 제1언어가 되어야 하고 영어가 제2언어로 사용되어야 한
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상단에 언어를 선택하는 링크란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언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존재하는 언어들의 링크순서가 어떻
게 배열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13)

13)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사이트에는 o’zbekcha, на русском, in english 같이 링크할 수 있는 언
어가 존재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언어일수록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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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부기관 공식 홈페이지 언어 버전(존재여부/언어배열 순서/우즈베크어 문자)14)
정부기관 홈페이지 목록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 정부
O/2
O/1/라틴
(http://www.gov.uz/uz/)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공식 신문
O/2
O/1/라틴
(http://www.jahonnews.uz/eng/)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O/1
O/2/라틴
(http://www.minjust.uz/)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O/2
O/1/라틴
(http://www.customs.uz/)
국립은행
O/2
O/1/라틴
(http://uzb.nbu.com/about/)
대통령 홍보실
O/1
O/2/라틴
(http://www.press-service.uz/)
선거관리위원회
(http://elections.uz/uzb/partiyalar_va_harakatlar/mi O/1/라틴
O/2
lliy_tiklanish_dp/)
과학기술발전협력위원회
O/1
O/2/라틴
(http://ftk.cc.uz/index.phtml)
외무부
O/1
O/2/라틴
(http://mfa.uz/)
종교청
O/2
O/1/키릴
(http://www.religions.uz/uzb/index.html)
교육부 포탈
세 언어 중에서 선택해서
(http://www.edu.uz/)
프로축구협회 포탈
O/2
O/1/키릴
(http://www.pfl.uz)
자유민주당
O/1
O/2/라틴
(http://www.uzlidep.uz/)
올림픽위원회
O/2
O/1/라틴
(http://www.mtrk.uz/)
상원
O/1
O/2/라틴
(http://www.senat.gov.uz/)

영어

기타

O/3

X

O/3

아랍어
버전

O/3

X

X

X

O/3

X

O/3

X

O/3

X

O/3

X

O/3

아랍어
버전

O/3

X

들어감

X

O/3

X

X

X

O/3

X

O/3

X

14) [표 6]은 성동기(2010)가 정리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 표에 나오는 홈페이지를 다시 열어보아도
기본 구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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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정부기관 홈페이지 목록
정보통신위원회
(http://www.aci.uz/)
세무위원회
(http://www.soliq.uz/)
하원
(http://www.parliament.gov.uz/ru/)
대법원
(http://www.scrc.uz/)
특허청
(http://www.patent.uz/uzb/index.htm)
민주당
(http://new.uzmtdp.uz/)
자연보호위원회
(http://www.uznature.uz/uzb/)
통신감시국
(http://www.vak.uz/)
이민국
(http://www.migration.uz/)
경제부
(http://www.mineconomy.uz/)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기타

O/2/라틴

O/1

O/3

X

O/1/키릴

O/2

X

X

O/2/라틴

O/1

O/3

X

O/2/라틴

O/2

O/3

X

O/1/라틴

O/2

O/3

X

O/1/라틴

O/2

X

X

O/1/라틴

O/2

X

X

O/2/라틴

O/1

O/3

X

O/1/라틴

O/2

O/3

X

O/2/라틴

O/1

X

X

[표 6]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우즈베크어 라틴문자가 상당수 시작 페이지로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우즈베크어 라틴문자로 시작 페이
지를 열었다. 이것은 정부기관으로서 당연한 설정이지만, 종교청, 세무위원회, 프로
축구협회 등은 우즈베크어 키릴문자로 열렸다.
둘째, 러시아어로 열리는 정부기관 홈페이지도 존재하였다.
대통령홍보실, 경제부, 외무부, 법무부, 자유민주당, 상원, 하원, 대법원, 과학기술
발전협력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통신감시국 등은 러시아어로 시작 페이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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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어보다 러시아어가 링크 순위에 앞서 있었다.
우즈베크어 링크란 옆에 대부분 러시아어 링크란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
부기관의 홈페이지는 러시아어를 우위에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은 아
무래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국내의 러시아어 구사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여겨진다.
넷째, 언어에 따른 내용의 차이가 나타난다.
러시아어와 영어로 링크해서 들어가 보니 우즈베크어로 나타난 기사들보다 내용
이나 콘텐츠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러시아어와 영어로 정보를 제공하
는 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번역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재정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특히 영어로 열린 콘
텐츠에서 정보의 양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다섯째, 외무부 관련 기관에서는 아랍어가 발견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무부 홈페이지는 시작 언어가 러시아어로 나타난다.
게다가 특이하게 아랍어 링크란이 네 번째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외무부 부속기
관인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공식 신문’ 홈페이지는 우즈베크어 라틴문자가 시작 페
이지로 열렸다.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을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장기간 홈페이
지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 간행물에 대한 분석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에 사용되는 언어는 원칙
적으로 전자의 경우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언어가 사용
되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공식어가 우즈베크어 라틴문자이

402

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기 때문에 원칙상 이 언어가 절대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양국에서 발간되는 신문
과 잡지에 사용되는 언어 실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된 언어와 링크 모양15)

정부 공식 홈페이지

외무부

종교청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신문 구독자의 대부분은 러시아어 신문을 선호한다.16) 인구비
례로 보면 카자흐인이 과반수를 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에트 체제하에
서 카자흐인이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은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17)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신문
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Kazakhstanskaya Pravda이며, 그 다음이 카자흐어를 사
용하는 Yegemen Qazaqstan이다.18) 두 신문 모두 카자흐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되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합쳐서 러시아어 신문은

15) 시작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16) http://www.pressreference.com/Gu-Ku/Kazakhstan.html
17)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2002년 발효된 ｢신언어법(the new language law)｣에는 모든 방송매체
에서 적어도 카자흐어가 50%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http://www.pressreference.com/Gu-Ku/Kazakhst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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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van, Lada, Argumenty i Fakty, Delovaya Nedelya, Liter, Express K,
Komsomolskaya Pravda, Novoye Pokoleniye, Panorama, Vechorka, Vremya,
Diapazon, Oko, Kostanaiskiye Novosti, Nasha Gazeta 등이 있으며, 카자흐어로
발간되는 것은 Zhas Alash가 있다.19) 그리고 Almaty Herald가 영어, Deutsche
Allgemeine Zeitung이 독일어로 발간된다. 이처럼 대표적인 카자흐어 신문은
Yegemen Qazaqstan과 Zhas Alash 2개 정도이다. 따라서 발간되는 신문들의 언
어를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어가 카자흐어보다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동일한 신문에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판을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상 밖으로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의문은 Kazakhstanskaya Pravda와 Yegemen Qazaqstan의 홈페이지에서도
나타났다.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링크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그림 2. Kazakhstanskaya Pravda와 Yegemen Qazaqstan의 홈페이지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Kazakhstanskaya Pravda에는 러시아어와 영어
만 제공하고 있으며, Yegemen Qazaqstan은 카자흐어만 서비스하고 있었다. 이러
19) http://www.newspapers24.com/kazakhstan-newspaper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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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은 Express K와 Zhas Alash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
로 각각의 신문 홈페이지에는 영어 서비스가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이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신문에서만큼은 러시아어
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카자흐어로 출간되는 도서의 비율
이 1990년에는 29% 수준이었는 데 반해 1993년에는 45%로 증가하였다.20)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간되는 대표적인 신문은 [표 7]과 같다.
표 7.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간되는 신문(발행부수 5천 부 이상)
신문명
우즈베크어 • Uzbekistan Ovozi • Uzbekistan Adabieti Va Sanati • Marifat • Adolat
(총 발행부수 • Turkiston • Toshkent Hakikati • Mulkdor • Hurriyat • Savdagor • Sport
18만 3,400부) • Respublika
우즈베크어 • Narodnoe • Biznes Vestnik Vostoka • Novosti Nedeli • Na postu/Postda
&러시아어 • Soliqlar va Bojhona I Tamojennie Vesti • Vechernly Tashkent/Tashkent
(13만 8,000부) Oqshomi
영어

• Good Morning • Uzbekistan Ovozi Times • Business Partner • Business
Review

• Pravda Vostoka • Tashkentsaya Pravda • Business Partner Uzbekistana
러시아어
• Golos Uzbekistana • Uchitel Uzbekistana • Norodnoe Slovo • Molodyozh
(10만 9,400부) Uzbekistana • Vechernij Tashkent • Business-vestnik Vostoka • Novly Vek
• Chastnaya Sobstvennost
러시아어
&영어

• Delovoy Partner

자료: http://www.pressreference.com/Uz-Z/Uzbekistan.html

20) Martin, Sarah & Bolin, Mark(2006), “Language Tension in Post-Soviet Education
Policies: Estonia and Kazakhstan.”(www.unc.edu/depts/slavdept/lajanda/slav467martin
&bolin.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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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크어보다 러시아어로 발간되는 신문의 종류와 비중이 높다.
우즈베크인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
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즈베크 정부의 언어정책을 고려한다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다.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전체 우즈베크어 신문과 전체 러시아어 신
문을 비교했을 때, 전자는 우즈베크어 신문 18만 3,400부와 우즈베크어&러시아어
신문의 절반인 6만 9,000부를 더해서 25만 2,400부이며, 후자는 러시아어 신문 10만
9,400부에 우즈베크어&러시아어 신문의 절반인 6만 9,000부를 더해서 17만 8,400부
가 된다. 비록 우즈베크어 신문의 발행부수가 전체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인구비율
로 볼 때 러시아어 신문의 발행부수가 월등히 많은 것이다.
둘째, 동일한 신문이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 발간된다.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을 위해 우즈베크어를 공식어로 규정한 것과 달리 우즈베
키스탄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로 발간되고 있다. 우즈베크어
와 러시아어로 발간되는 신문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정부기관임을 감안한다면 이
러한 사실은 상당히 놀랍게 다가온다.
셋째, 우즈베크어 신문은 라틴과 키릴문자로 혼용되어서 발간된다.
우즈베크어 신문은 절대적으로 라틴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라틴문자
와 키릴문자로 혼용되어서 발간되고 있었다. 그러나 라틴문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라. 간판에 대한 분석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는 공용어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 정부선전
간판, 상업광고 간판 등에서 두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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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공식어가 우즈베크어 라틴문자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
정부선전 간판, 상업광고 간판 등에 이 문자가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
제로 우즈베키스탄 거리에서는 정부선전 간판, 상업광고 간판 등에서 우즈베크어
키릴문자와 러시아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간판 비교
정부선전 간판

상업광고 간판

카자흐
스탄

우즈베
키스탄

[그림 3]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카자흐스탄의 간판에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동시에 표기된다.
[그림 3]의 이미지에서 카자흐스탄의 왼쪽 간판은 대통령의 어록을 표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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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른쪽은 유명한 시계를 광고하는 간판이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
어와 러시아어가 동시에 적힌 간판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분석
하였던 신문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간판은 통일성이 없다.
우즈베키스탄의 왼쪽 이미지는 우즈베크 정부가 국민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러
시아어로 표기되어 있다. 이미지 속의 그림은 우즈베크 전통 의상을 입은 우즈베크
여성이다. 이 선전물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먼저 우즈베
크 여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간판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소수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소수민족이 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단순히
러시아어로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제
작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른쪽은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국립도서관의 공
고문이다. 요일별 도서관의 개장과 폐장 시간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윗부분은 우즈
베크어 라틴문자이며 아랫부분은 러시아어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국민 구성원들
을 문자의 측면에서 나눈다면 우즈베크어 라틴문자 사용자, 우즈베크어 키릴문자
사용자, 러시아어 키릴문자 사용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볼 수 있
는 간판의 문자 종류는 통일적인 선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등적인 것도 아닌 행
태라고 판단된다.

3. 해당국의 현실적 언어지위 분석
카자흐스탄에서 나타나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의 현실적 언어지위는 다음과 같
이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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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용어 사용을 통해 외형적인 균형 정책을 시행한다.
카자흐 정부는 독립 초기에 경험하였던 러시아어 구사자들의 모국으로의 이주
를 통해 자국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우선적으로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다시 격상시
켰다. 이후 외형적으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이중언어 국
가로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카자흐어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
위와 같이 외형적으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카
자흐 정부는 카스피해 석유개발 등을 통해 막대한 오일달러를 확보하면서 러시아어
구사자들을 위한 카자흐어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카자
흐어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카자흐스탄민족회
의(ANK) 부속시설인 ‘Lingbo’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카자흐스탄 전 국민이 카자흐
어, 러시아어, 영어 3개 언어를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다. 그러나 이러
한 정책은 실제로 러시아어를 제1 언어로 구사하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
에게 카자흐어를 보급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카자흐인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구
사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러시아어 교육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카자흐어와
영어 학습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계산하에서 카자흐 정부
는 소수민족들이 카자흐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소수민족들
이 어느 정도 카자흐어를 이 공간을 통해 습득하는지 알 수 없는 데 있다.21)
셋째, 언어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러시아어만 구사하였던 카자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카자흐어를 구사하

21) 성동기ㆍ김상철(2009), ｢카자흐스탄 민족주의와 민족통합의 딜레마 분석: 카자흐인과 러시아인
독립세대 대상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8권 2호,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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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수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소수민족이 아닌 이상 이들은 카자흐어를 제대
로 구사해야만 취업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는다. 그러나 러시아인은 여전히 카자흐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물론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인구수와 수준은 향상되고는 있지
만, 카자흐인이 인식하는 카자흐어의 가치와 비교하면 아직 인식 정도가 부족하다
고 판단된다.
넷째, 인구수 비례에 대한 러시아어 우위를 볼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러시아인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카자흐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분포의 역전 현상과 달리 대중매체에서
는 러시아어가 여전히 카자흐어보다 우위에 있다. 러시아어 신문, 출판물 등의 발
간 비중이 카자흐어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카자흐어가 독립 이전 하위언어에서 독립 이후 공식어인 상위언어로 격상되었
다가 다시 공용어로 격하된 것은 다음의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러시아어에 대한 의존도 심화 때문이다. 카자흐어에는 카자흐어 고유의
신조어가 여전히 없으며, 대신에 러시아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카자흐 정부
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분야의 신조어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카자흐인이 러시아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굳이 어색한 신조어
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때문이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해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 비
중이 줄어든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예전처럼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는 러시아어 영토를 유지 혹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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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자국내 러시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자흐인은 러시
아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러시아어를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변화에 따른 카자흐스탄 전체 러시아어 구사자들의 수적인 감
소와 러시아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카자흐인 유년 세대의 성장은 미래에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카자흐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
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나타나는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의 현실적 언어지위는 다음
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22)
첫째, 공식어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관성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 공식어가 규정되면 해당국의 공식적인 언어와 문자 사용은 공식
어가 지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식어의 권위를 상승시
키는 데 정책이 집중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공식어의 권위를 무시
하는 일관성 없는 언어사용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언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 유년 세대들은 각각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 구사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10년 이후에
민족간 언어소통의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의 현실적인 언어지위 문제가 존재한다.

22) 성동기(2010),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의 지위변화에 따른 이중언어 사
용 행태 연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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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상위언어이자 공식어인 라틴문자 우즈베크어는 해당국의
모든 분야와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홈페이지, 간판 등에서 아직도 키릴문자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는 러시아어 사용이 압도적이
었다. 따라서 외국인과의 대외관계를 위한 공식어로서 가지는 지위는 여전히 러시
아어가 상위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우즈베크어 대한 국가적인 투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자체적으로 우즈베크어가 공식어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국가적인 투자가 있
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우즈베크인, 러시아어 구사자,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표준문법 확립, 표준어 확립, 사전 개발, 신조어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어에 대한 의존가 높다.
우즈베크어에는 우즈베크 고유의 신조어가 여전히 없으며, 대신에 러시아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국 정부의 고위관리 및 엘리트들은 여전히 러
시아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즈베크인
대학생 가운데 러시아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그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여전히 비중을 가지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적 투자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동시에, 해당국에서 줄어들고 있는 러시아어 영토를 회복시
키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타슈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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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교 개설, 러시아드라마 극장 개관, 우즈베크인을 위한 러시아어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 사용 비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영향력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매년 러시아어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러시아어 구사자들의 수적인 감소와 러시아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우즈베크인 유년 세대의 성장은 미래에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국 정부가 카자흐스탄처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투
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상황은 불투명해 보인다.

Ⅲ. 결론
실증적 분석을 통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지위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첫째, 러시아어의 언어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언어적 지위는 과거에 비해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당국 사회에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
에 교류가 빈번하며, 자국 내 러시아어만 구사하는 소수민족들의 분포가 전체 인구
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는 앞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우즈베키
스탄의 경우에는 우즈베크인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소비에트 기성세대들의 러시아어 구사력 등
을 판단해보면 러시아어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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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족어의 언어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러시아어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해당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차적으로 언어영역을 민족어에 잠식당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어만 구사하는 인구의
감소에 있으며, 반대로 양국 유년 세대들의 러시아어 구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적 지위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지위 변수로 보면,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을 수출하여 막대한
자금을 비축하면서 푸틴 집권기부터 러시아어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양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어렵게 된다면 그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지금보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가 상승된다면 양국에서 러
시아어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양국의 유년 세대들 역시 러시아
의 지위변화에 따라 러시아어를 바라보는 인식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양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변수로 보면, 카자흐스탄이 현재 카자흐어 지위
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면
그 수준 역시 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소수민족들이 카자흐어를 습득하여도 직접
적인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면 이러한 투자 역시 무의미할 것이다. 우
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당국의 경제수준이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카
자흐스탄처럼 우즈베크어의 공식어로서 가치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하겠지
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셋째, 러시아어의 가치에 따라 언어지위는 달라질 수 있다. 러시아가 정치ㆍ경
제적으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한다면 양국 주민들은 러시아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존재를 떠나서라도 구소련 지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러시아어이고 변하지 않는 국제어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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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러시아어를 습득할 가능성은 높다. 우즈베크인 유년 세대가 러시아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러시아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CIS(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과도 단절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등과 같은 민족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러시아어만 알아도 사업과 생활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러나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에 따라서 러시아어 지위는 변화되기 때문에 카자흐어
와 우즈베크어를 습득할 필요성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러시아어만 구사한다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즈베크어를 습득
해야 해당국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카자
흐어를 습득하지 않고 러시아어만 알아도 별 다른 어려움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필
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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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미술:
불교의 東漸 과정에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불교의 지역적 특성
민 병 훈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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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앙아시아 풍토의 최대의 특징은 해양으로부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극도로
건조한 기후에 있다. 연간 강우량이 대단히 적어, 산들은 어느 것이나 초목이 없는
적라의 상태로 사막 위에 솟아 있다. 연 강우량 100mm 전후 지역은 완전한 사막
으로 분류되며, 특히 톈산산맥과 시르다리야를 잇는 일선 이남에는 도처에 광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다. 동투르키스탄의 타클라마칸 사막, 서투르키스탄의 키질 쿰,
카라 쿰 등이 그 전형으로, 그 사이에 약간의 초원지대 그리고 산기슭이나 강줄기
등에 산재하는 오아시스가 인간의 거주지로서, 고래로부터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이
영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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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파미르 고원을 정점으로 마치 영문 필기체 소문
자 X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서부의 아랄 해로 흘러들어가
는 시르다리야와 파미르 동쪽 타림 분지의 북쪽에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톈산산
맥을 잇는 일선을 경계로 하여, 그 이북에서는 초원의 세계에서 유목생활이 영위되
어 왔으며, 그 이남 지역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 세계가 전개되어 왔다.
돌궐(突厥)의 중앙아시아 지배를 시작으로, 9세기 후반 몽골고원에서 중앙아시아
로 이주한 위구르에 의해,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주 민족은 인도 아리안으로부터
투르크 계통의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
고 있으며, 현재 파미르를 중심으로 그 좌우의 역사 세계를 동서 투르키스탄이라 부
르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서 투르키스탄 지역은 중앙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현재에도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파미르 고원의 동쪽지역, 즉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해당하는 동투르키스
탄은 톈산산맥과 쿤룬산맥으로 둘러싸인 고지대이며, 서투르키스탄은 파미르와 이
란고원 사이에 펼쳐진 저지대로,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가 나란히 사막을 꿰뚫
고 흘러 함께 아랄 해로 들어간다. 시르다리야의 북쪽 지역은 카스피해와 아랄 해
주위에 펼쳐진 스텝과 반사막 지역으로 사막기후에 속하는 평원지대이며, 한편 아
랄해 남쪽의 투란 저지(低地)는 그 대부분이 카라 쿰, 키질 쿰과 같은 사막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들 사막을 관통하여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 아랄 해로 흘러들어가
는 아무다리야, 시르다리야 두 강은 파미르 고원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을
수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여 중앙아시아 건조지대의 중요한 수자
원을 이루고 있다.
이란고원의 동서를 관통하는 실크로드, 즉 이란 북도(北道)는 카스피해의 동남
지방을 대각선으로 흐르고 있는 코페트다크(산맥)를 넘어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
420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미술: 불교의 東漸 과정에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불교의 지역적 특성

에 들어서게 된다. 즉 시리아 연안에서 출발하여 이란고원을 관통한 실크로드는 중
앙아시아 최대의 시장 사마르칸트와 박트리아 왕국의 수도 발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동투르키스탄의 톈산산맥 남쪽 기슭에 점재하는 오아시스를 이어나가는
서역북도(西域北道)와 쿤룬산맥의 북쪽 기슭에 형성된 오아시스를 따라 형성된 동
서 교역로 서역남도(西域南道)는 파미르를 넘어 서투르키스탄에 연결되어 있었다.
서역북도는 파미르를 넘어 페르가나 분지로 나와 시르다리야 상류로 이어지며, 서
역남도는 타슈쿠르간에서 파미르를 넘어 아무다리아의 상류지역에 연결되고 있다.
페르가나 분지에 들어선 서역북도는 이 분지를 관통하여 소그디아나 지방에 도달
하게 된다.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이국(異國)의 많은 보화(寶貨)가 이 나라에
모인다｣1)고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중심시장 사마르칸트에 도달한
서역북도는 제라프샨 강을 따라 서행하여 이란고원을 거쳐 지중해 지역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서역남도는 지금의 중국 신장지역 최서단에 위치한 타슈쿠르간에서 파
미르를 넘어 아무다리야에 임한 토하리스탄 지역에 도달한다. 지금의 발흐 유적을
중심으로 한 몇몇 오아시스 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여기에서 길은 다시금 인도와
이란을 잇고 있는 이란 남부 지역의 교역로를 따라 지중해 연안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다(지도 1).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내륙지향적 속성이 강하였던 전근대에는 실크로
드를 통한 동서문화 교류의 십자로에 해당하는 요충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에 따른 헬레니즘의 유입은 중앙아시아 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
화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일부를 포함하는

1) ｢異方資貨多聚此國｣(卷1, 颯秣建國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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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남부지역, 즉 박트리아와 소그드 지역은 그 중심에 해당하였다.
특히 쿠샨왕국의 전성기인 1~3세기 아무다리야 강과 수르한다리야 강을 중심으
로 한 이 지역은 그리스ㆍ로마, 서아시아, 인도의 문화가 융합되어 토착화하는 한
편 전래된 외래 종교에 지역적 요소가 가미되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은 후, 다시
주변 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의 확산과 동점을 논할 경우, 흔히 불교의 교리 및 불상을
비롯한 양식상의 특징은 인도에서 간다라 지방을 경유한 후 파미르를 넘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사막지대를 거쳐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자의 발굴성과에 의하면, 불교는 간다라 지방에서 헬레니즘과 조우하
며 불상의 탄생이라는 문화적 변용을 겪은 후, 아랄 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무다리
야 강 주변 지역, 즉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과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테르메
즈 지역을 중심으로 북점(北漸)하여 지역적 색채가 농후한 중앙아시아 불교를 형성
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남부 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의 바미얀을 비롯하여 쿤두
즈, 아이하눔 등 수많은 불교유적이 분포되어 있고, 선사시대부터 이란 및 북아시
아 지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에 의해 시바르간의 틸리야테페 유적에서는 신라 금
관과 유사한 금관이 출토되어 범아시아적인 동서문화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고대
한국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지도 2 참고).
중앙아시아 불교는 불상이나 스투파 등 불교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출토유물을
보면 이 지역의 불교문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 간다라 지역과 상이한 양식상의 특
징이 있으며, 특히 인도에서 발생한 석굴사원의 건축양식은 이 지역을 거쳐 중국의
신장지역 그리고 실크로드 연선을 따라 둔황, 뤄양, 윈강 등을 거쳐 한국의 석굴암
에 이르는 횡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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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우즈베키스탄 남부와 아프가니
스탄 북부의 풍토적 특징을 살펴본 후, 이들 지역의 불교유적에서 출토된 관련 유물
과 출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교의 동점(東漸) 과정에 나타나는 중앙아시
아 불교의 지역적 특색을 정리해 보고, 아울러 동서교섭사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의
불교문화가 지니는 범아시아적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명을 해보고자 한다.

Ⅱ. 불교의 중앙아시아 전파
1.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의 불교문화
아프가니스탄의 북부지역은 파미르에서 발원하여 서쪽의 아랄 해로 흘러 들어
가는 아무다리야 강의 남쪽에 펼쳐진 평원지대로, 고대 동서교역의 중심지이자 인
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마우리야 왕조의 아쇼카 왕(재위: 기원전 268~
232년) 시대로 알려져 있으나, 스투파 등 관련 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쿠샨왕국 시대(1세기 중엽~3세기 중엽)에 들어서 불교는 크게 흥성하여,
소위 간다라 미술이 개화하며 각지에 수많은 사원과 승원이 건립되었다.
신라의 금관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 출토된 곳으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 서북부
의 시바르간 근처 틸리야테페 유적 제4호 묘에서는, 법륜(法輪)을 굴리고 있는 헤
라클레스형 인물이 묘사된 금화(그림 1 참고)가 발견되어 불상의 기원과 형태를 추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마련되었다. 금화의 오른쪽 상단 주위에는 카로슈티
문자로 ‘법륜을 굴리는 자’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 금화에 묘사되어 있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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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처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문화가 혼합된 신화적 표상으로서 초기의 부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상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근 1세기에 걸친 논쟁에도 불
구하고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간다라
혹은 중 인도지방의 마투라에서 쿠샨조 시대의 1세기 말 내지 2세기 전반에 성립
되었다고 보는 학설이 거의 정설화된 상황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불상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발굴성과가 소개되면서 인도 고대 초기미술의 전통과 헬레니즘이 융
합된 형태로 인도 대륙의 서북 지방에서는 1세기 무렵 불상이 탄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쿠샨 시대에 힌두쿠시 북부의 박트리아 지방에서는 석회암을 재료로 한 불교조
각이 다량으로 제작되어, 간다라의 영향이 뚜렷한 가운데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색
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옥서스파(派)’라 부르고 있다.
힌두쿠시 남쪽의 잘랄라바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쿠샨 시대의 스투파나 승
원유적, 석굴사원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핫다 등의 유적에는 50여 개
소에 이르는 스투파군(群)이 형성되어 있다. 카불 북부에 위치한 차리카르 주변에
도 불교유적이 집중되어 있다. 쿠샨 시대의 궁전유적으로 추정되는 베그람은 당시
동서문물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일약 유명해진 곳으로,
쇼토락 등 주변의 불교유적에서 출토된 편암조각은 4~5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교조각은 그 주제나 표현양식에서 간다라 미술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
지만,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 특유의 개성이 잘 나타나 있어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불교미술로 이어지는 중간지대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즉 간다라 지역에서 유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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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불전설화(佛傳說話) 도상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특히 부처가 지니는 초
월적ㆍ신비적 요소를 강조하는 표현이 즐겨 채택되었다.2) 석가가 깊은 명상에 잠
기며 그 신비적인 힘이 화염을 발하거나 공중으로 부양하여 불과 물을 몸 아래로
번갈아 내뿜는 기적을 행하였다는 에피소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제작된 불상 가운데 양 어깨에서 화염을 발하는 염견불(焰肩佛)
(그림 2)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도상은 쿠샨조 시대의 화폐에도 영향을 미
쳐, 카니시카 왕 화폐(그림 3 참고)에는 왕의 어깨에서 화염을 발하는 모습이 부조
되어 있다. 한편 석가가 전생에 과거불(過去佛)에게서 미래에 성불할 수 있다는 예
언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연등불수기본생(燃燈佛授記本生)’ 부조(浮彫)는 간다라
지방에서도 작례(作例)가 많은 도상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지역에서 출토된 연등
불은 거의 대부분이 염견불의 형태로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설
화적 표현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 간다라의 연등불과는 달리, 연등불 자신을 독립된
예배상으로서 위엄 있는 정면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역시 아프가니스탄 북부지
역 불교 도상의 지역적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륵보살’을 공양자상과 함께 묘사한 도상(그림 4)이나 ‘도솔천상
(兜率天上)의 미륵보살’ 도상(그림 5 참고) 역시 이 지역에서 즐겨 채택되었다. 미
륵보살이 도솔천(兜率天)이라는 천상의 세계에서 제신(諸神)에게 설법을 하고 있다
가, 머나먼 장래에 이 세상에 내려와 석가의 가르침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이를 구제한다는 미륵신앙은 간다라 지방에서 중앙아시아 지방에 걸쳐 형성
되었다. ‘도솔천상의 미륵보살’은 천상의 세계를 뜻하는 아치 아래에 교각(交脚)과
설법인(說法印)의 모습으로 앉아 있고, 그 위에서는 제신(諸神)들이 산화(散華)하며

2) 宮治昭(2002), ｢アフガニスタンの佛敎遺跡と美術｣, 季刊文化遺産 第14號..

42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찬미하고, 그 아래에는 여러 공양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양 끝에는
수여신(樹女神) 약시가 매력적인 포즈로 천상의 낙원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좌우대칭을 중시하는 간소한 기법으로 도솔천상(兜率天上)의 정토세계(淨土
世界)를 표현한 미륵보살 도상은 중국 북위시대(北魏時代) 불교 도상의 원형을 이
룬다.
2. 우즈베키스탄 남부지역의 풍토와 불교의 전래3)
상술한 바와 같이 파미르에서 발원하여 아랄 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무다리야, 시
르다리야 두 강은 건조한 중앙아시아 사막지대 오아시스의 젖줄이자 생명선이었다.
이 지역은 이미 기원전 500년을 전후한 고대 페르시아 제국 초창기에 역사의
각광을 받고 있었다. 유명한 다리우스 대왕(기원전 521~486년 재위)의 비문에 의
하면, 제국의 정복지로서 열거하고 있는 나라들 중 아무다리야 강 하류 지역의 호
라즈미아, 중류 지역의 지류 제라프샨 강 유역의 소그디아나와 더불어 박트리아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박트리아는 아무다리야 강 중상류 유역의 비옥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사통팔
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서교역의 중요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
라, 문화교류에서도 이란과 인도를 비롯한 주위 제국과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여
독자적인 색채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갔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기원전 2천 년 경에
청동기 시대를 맞이하여 사원이나 궁전과 같은 고도의 건축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3) 우즈베키스탄의 선사유적과 쿠샨왕조 시대 남부 불교유적의 문화사적 의미 및 발굴성과의 개요에
대해서는 장준희(2009),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사｣, 동서문명의 십자로-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
참고.

426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미술: 불교의 東漸 과정에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불교의 지역적 특성

축물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수르한다리야 강 근처의 사팔리테파와 자르쿠탄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박트리아 지역에 대한 문헌상의 언급은 기원전 6~5세
기 조로아스터교의 성전 아베스타(Avesta)가 그 최초이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시대의 마애비(磨崖碑) 비스툰 비문에도 페르시아와 함께 언급되어 있다.
박트리아는 아무다리야 강을 중심으로 남쪽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과 북쪽의
우즈베키스탄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남부지역에 해당하
는 유역은 수르한다리야 강과 아무다리야 강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 테르메즈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원전 5~4세기 무렵에는 이 지역에 달베르진테파나 테르메
즈와 같은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불교문화는 간다라 지방에서 길기트, 훈자 등 소위 카라코럼 하이웨이가 지나가
는 산악지대를 북상하여 파미르 고원을 넘은 후, 동투르키스탄의 서역남도(西域南
道) 혹은 서역북도(西域北道)를 거쳐 동아시아에 이르게 된다. 한편 간다라에서 서
북으로 향하는 교역 루트를 따라 카불 강을 서행(西行)한 후, 카피시 지방(카불의
북방)에서 힌두쿠시를 넘어 아무다리야 강의 박트리아 지역에 이르는 길 역시 고
래로 인도와 중앙아시아 나아가 이란 지역을 잇고 있던 중요한 교역로이자 불교
동점을 비롯한 문화교류의 중요한 루트에 해당하였다.
이 루트를 따라 북상한 간다라 풍의 불교미술이 아무다리야 강 중류 유역에 정
착한 후 뚜렷한 색채를 지닌 지역문화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구소련 시절 고고학
적 발굴성과와 더불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학술조사 성과에 의해 그 윤곽이 뚜
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의 석학 바르톨드(V. Bartold)가 일찍이 이 지역을
가리켜 ‘불교도(佛敎徒)의 이란(Buddhist Iran)’이라고 칭한 바와 같이, 박트리아
지역 특히 테르메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불교의 성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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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메즈의 카라테파와 파야즈테파를 비롯하여 달베르진테파 등은 이 지역에
조영된 대표적인 불교사원 유적이며, 불교문화의 전파를 고찰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 유적들이다. 현존하는 이들 불교유적은 모두 쿠샨시대의 것으
로, 불상과 승원, 예배당, 스투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지사원과 더불어 인도의 아
잔타에서 비롯된 석굴사원 양식이 전래되어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출토되는 불상은 간다라 지역 및 남부 박트리아 지방, 즉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지역의 것과 양식과 도상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보다 도식적이고 장식적이라는 점
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재료면에서도 간다라 불상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편암은 사용하지 않고, 백색의 석회암이나 스투코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불상의
제작 방식에서도 소형의 경우 틀(그림 6, 7 참고)을 이용하여 불두와 불신을 각각
별도로 제작한 후 이를 접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형 불상의 경우에도 불
두의 장식이나 흉식(胸飾) 등에도 틀로 찍어 만든 작은 장식물을 반복 시문(施文)
하여 장엄(그림 8)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식상의 특징은 파미르를 넘어 동투
르키스탄, 즉 오늘날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고대 불교문화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박트리아 지역의 이러한 지역적 특징으로 인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불상을 간다라 불상과 구분하여 ‘옥서스파’혹은 ‘박트리아파’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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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불교문화4)
1. 사원건축
가. 평지사원
1) 파야즈테파(Fayaz-tepa)

카라테파의 북방 1km 지점에 위치한 파야즈테파(그림 9 참고)는 고 테르메즈
도성지(都城址)의 북서부 평지에 조영된 사원(寺院)ㆍ승원(僧院) 콤플렉스로, 건물
은 북동에서 남서를 향하고 있다. 1968년 테르메즈 박물관의 관장 파야조프의 이
름을 따 ‘파야즈테파’라고 명명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의 알바움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었고 1976년에 종료되었다.
발굴자 알바움은 1997년에 사거(死去)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발굴보고서는 아직 간
행되지 않은 상태다.
발굴 결과 이곳은 기원 1~4세기의 중앙아시아 불교 중심지의 대표적인 조영물
로, 승방ㆍ강당ㆍ식당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판명되었다. 총 연장 117m,
폭 34m의 크기다(그림 10, 11, 12 참고). 장방형의 건물 중앙에는 승방, 북쪽에는
강당, 남쪽에 식당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건물군은 흙벽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후
술하는 카라테파와 성격을 달리하는 사원 건조물이다.

4) 우즈베키스탄 남부지역의 불교유적을 포함하여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의 불교유적 및 출토유물에
대한 개관으로는 졸고(1999), ｢西투르키스탄의 諸宗敎遺蹟 및 出土遺物｣, 미술사연구, 제13호 참고.
근년의 테르메즈 지역 불교유적의 발굴성과에 대해서는 피다예프(Shakirdjan, R. Pidaev)(2009),
｢우즈베키스탄의 불교와 불교미술-근래의 테르메즈 지역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동서문명의 십
자로-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국립중앙박물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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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벽돌을 쌓아 건조한 스투파(그림 13)는 직경 3m의 원통형으로 높이는 2.8m
에 달한다. 건물 중앙의 승방 앞에는 간다라 불교사원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직사각형의 중정(中庭)이 있으며, 그 주변에 정원 쪽으로 출구를 가진 19개
의 방이 확인되었다. 중정(中庭)의 벽은 불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부처와
공양자상 등을 묘사한 불화 단편(그림 14, 15 참고)이 발견되었다.5) 이들 불화는
현존하는 중앙아시아 최고(最古)의 작품으로, 불교 북전(北傳)의 과정에서 나타나
는 주변 지역과의 문화교류의 흔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중앙아시아 불교의 상
징적인 작품으로 여겨지는 삼존불상(三尊佛像)(그림 16)과 불두(그림 17, 18 참고)
도 바로 이곳에서 발굴되었다.
파야즈테파는 2000~06년 유네스코의 지원하에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새로운 모
습으로 탈바꿈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고증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특유
의 원통형 스투파의 모습이 사라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그림 19,
20 참고).
2) 달베르진테파(Dal’verjin-tepa)

이 유적은 수르한 다리야 중류 일대, 즉 중세 자료에서 ‘차가니안’ 또는 ‘사가니
안’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최대 도성 유적으로, 쿠샨 시대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
다. 테르메즈의 북방 약 1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650×500m이고
사방이 방벽과 호(壕)에 둘러싸여 있다(그림 21 참고).
사기(史記) 대완전(大宛傳)에는 대월지(大月氏)가 흉노에게 추방을 당한 후

5) 파야즈테파 불화 출토의 양상에 대해서는 Al’baum, L. I.(1976), “Isseledovanie Phajaz-tepe
v 1973 g.,” Baktriiskie drevnosti, Leningrad, pp. 43-45. (알바움(1976), ｢1973년 파
야즈 테파 조사｣, 고대 박트리아, 레닌그라드, pp. 43~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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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트리아(大夏)로 본거지를 옮겨 옥서스 강 북쪽에 수도를 정하고 왕정을 조성하였
다고 하고, 후한서(前漢書)에는 쿠샨족의 수령이 호조성(護澡城)에 거주하고 있
다는 기록이 있어, 달베르진테파를 본격적으로 발굴하였던 푸가첸코바(Pugachenkova.
G.A.)는 이 호조성을 달베르진테파로 비정(比定)하고 있다.6)
본격적인 발굴은 1949년에 고고학자 알바움, 1962~63년 및 1967~68년에 우즈
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의 푸가첸코바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유적의 역사적 편년은
유적 남단(南端)에 있는 성채(城砦, citadel) 서쪽 성벽 발굴을 통해 확인되었다.
발굴 결과 최고(最古)의 문화층은 기원전 3~2세기의 그레코 박트리아 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중세 초기(7~8세기)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존하는
도성유적은 쿠샨 시대에 대규모의 시가지로 확장되었음이 밝혀졌으며, 도성 내부
에서는 바둑판과 같은 도로 및 주거지, 종교시설, 토기 가마, 저수지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성벽 바깥과 안에서 확인된 두 불교유적은 이 도시가 가장 흥성했을
때인 쿠샨 시대에서 쿠샨ㆍ사산조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다.
도성유적의 동북 400m 지점 목화밭 가운데에서 발견된 제1 불교사원 유적
(DT1)은, 이를 발굴한 투르그노프(Turgnov, B.A.)의 보고에 의하면 중앙의 불탑
기단은 거의 8m에 이르는 정방형의 것으로, 그 북쪽과 서쪽에 좁고 긴 회랑과 같
은 형태의 방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불교사원은 간다라 지방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불탑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돌며 예배할 수 있도록 배
치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는 불상과 더불어 점토로 만들어진 귀족풍의 공양자상(그림 22 참고)과
6) Pugachenkova, G. A., Rtveladze, E. V.(1978), Dal’verzintepe-Kushanskoi Gorod na
Yuge Uzbekistana, Tashkent, p. 178. (푸가첸코바ㆍ르트벨라드제(1978), 우즈베키스탄 남부
의 쿠샨시대 도시 달베르진 테페, 타슈켄트,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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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샨 왕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두부(그림 23 참고)가 출토되어, 부처나 보살상 좌우
에 공양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간다라나 카피시의 전통이 일층 강조된 모습으로 표
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양자상의 경우 약간 둥근 얼굴 모습에 팔자형 수염 그리
고 파상 형태의 두발, 복식 등의 특징에서 전형적인 쿠샨족의 귀족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쿠샨 왕자로 추정되는 인물상의 경우 서아시아의 파르티아 미술에 흔히 나
타나는 이란계의 고깔형 티아라관을 착용하고 있어 파르티아 미술의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다. 모자의 표면에 원문(圓文, 스판 콜)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 역
시 같은 시기의 파르티아 미술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함께 출토된 여성 신상(神像)의 두부(그림 24 참고)는 매우 사실적으로 단정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눈이나 코 부분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어 박트리아 지방의 헬레니즘 미술 전통이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달베르진테파 유적의 시가지 중앙 부근에서 발견된 제2 사원유적(DT25,
그림 25 참고)에서도 점토제의 부처와 보살상이 발굴되었다.7) 대소 15개의 방으로
구성된 유구 가운데 특히 제3호실에서는 다수의 소상(塑像)이 벽면을 따라 안치되
어 있었다. 한편 이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한 D76의 건물에서는 정교한 세공의 금
제유물 35kg이 담긴 토제 항아리가 발견되어, 이 부근이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 거
주하고 있었던 주택지였음을 추정하고 있다.8)

7) Turgnov, B. A.(1989), Raskopki vtarogo buddhiskogo khrama na Dal’verjintepe,
Antichnye i rannesrednevekpvie drevnosti yudjunogo Uzbekistana, Tashkent, pp.
81-95. (투르그노프(1989), 우즈베키스탄 남부 고대 및 중세 초기의 유적, 달베르진 테페 불교사
원 제2차 발굴, 타슈켄트).
8) Pugachenkova, G.A., Rtveladze, E.V.(1978), Dal’verzintepe-Kushanskoi Gorod na
Yuge Uzbekistana, Tashkent, pp. 47-65. (푸가첸코바ㆍ르트벨라드제(1978),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쿠샨시대 도시 달베르진 테페, 타슈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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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출토된 불두, 보살상(그림 26, 27, 28 참고), 공양자상 등은 대형으로
제작되었다는 외형적 특징을 비롯하여, 얼굴의 묘사나 두발 장식, 법의 장식 등에
서 간다라 양식의 특징이 뚜렷하지만, 화관(花冠)이나 관대(冠帶), 수식(首飾) 등의
묘사에서 핫다를 중심으로 한 간다라 양식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토 규조(加藤九祚)가 제2 불교사원 유적에서 발견한 보살상들은 카라테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상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로 발굴되었으며, 이는 3세기 무
렵 사산조 페르시아의 샤푸르 Ⅰ세가 이 지역을 공격하자 조로아스터교가 불교를
배척하는 것을 피하고자 일정한 장소에 피난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세기 말~4세기 초 쿠샨 왕조가 쇠락하면서 달베르진테파는 도시의 규모도 작
아지고 따라서 불교사원도 쇠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달베르진테파 유적은 근자에 일본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이 1996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발굴을 실시한 바 있다.9) 그러나 타지키스탄 내전 등 민족분규로
인한 정정 불안으로 달베르진테파 발굴은 한동안 중단되었으며, 1989년부터 1993년
까지 그리고 1995년에 일본 소카(創価) 대학과 우즈베키스탄 함자 예술과학연구소
의 합동조사단이 발굴조사를 진행한 이래, 2006년과 2007년에 소카(創価) 대학 실
크로드 연구센터가 제2 불교사원지(DT25) 발굴조사를 다시 재개한 바 있다.10)

9) 일본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의 달베르진테파 발굴은 2000년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동안의 발굴개보
(發掘槪報)가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硏究紀要, vol. 17(1996), 18(1997), 19(1998)에 소개되
어 있다.
10) 小山 滿, 川崎建三(2007), ｢ダルベルジンㆍテパ第二佛敎寺院址の發掘-2006年度の調査より-｣, 平
成18年度考古學が語る古代オリエント(日本西アジア考古學會); 小山 滿, 川崎建三, 福本一茂
(2008), ｢ダルベルジンㆍテパ第二佛敎寺院址の發掘-2007年度の調査より-｣, 平成19年度考古學が
語る古代オリエント(日本西アジア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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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르탐(Airtam)

아이르탐은 테르메즈 동쪽 18km 지점에 위치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유
적 가운데 하나이며, 2세기경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무다리야 강가에
약 3km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유적으로, 1932년 석회암으로 제작된 조각이 우연
히 발견되어 1933년에 마손(Masson, M.E) 등에 의한 긴급발굴이 이루어지고, 이
어서 1937년에도 타슈켄트 대학 조사단이 발굴을 행하였다.
1964~1966년에 걸쳐 타슈켄트 함자 예술연구소의 투르그노프가 발굴을 주도하
여 불교사원 유구를 확인하고 불탑도 함께 발굴되었다. 1979년에도 이 지점과 아
프가니스탄을 잇는 교량건설을 위해 투르그노프가 긴급발굴을 행하였으며, 그 결
과 불탑 기단부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스투파는 흙벽돌을 쌓아 구축한 정방형의
기단 위에 원통형의 탑신을 얹은 형태였음이 밝혀졌고, 기단과 탑신 내부에 작은
불탑이 매납되어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그림 29 참고). 이러한 현상은 근년의 카라
테파 발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그림 30 참고).
이와 같은 발굴결과를 바탕으로 푸가첸코바는 아이르탐 불교유적 건물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 복원도에 의하면, 불교사원은 적어도 두 지점에 조영되어 있고, 서
쪽 건물은 장방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에 세워진 4개의 기둥에 의해 지탱
되는 소위 이완(Iwan) 형식의 건조물이었음이 밝혀졌다.11)
또 하나의 건물군에서는 불탑과 불당이 인접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이 밖에도
쿠샨시대 이전의 여러 건물이 병존하는 상당한 규모의 사원이었음이 밝혀졌다.12)
아이르탐 유적을 대표하는 여러 석회암제 조각(그림 31 참고)은 바로 이 유적의
11) Pugachenkova ,G.A(1991-1992), “The Buddhist Monuments of Airtam.”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ilkroad Studies. vol. 2, Kamakura, pp. 24-25.
12) Ibid.,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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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 불당과 불탑의 북쪽 지점에서도 불탑을 포함하는
일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979년 긴급발굴 때에는 석회암제의 주두(柱頭)도 발견되었다.
아이르탐 문화는 외래의 인도ㆍ헬레니즘 문화와 토착의 박트리아 문화가 융합
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석회암제의 주악상(奏樂像)은 그 대표적
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 자르테파(Zar-tepa)

자르테파는 테르메즈 시 서북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불교유적이다. 거의 정방
형에 가까운 부정형(不整形)의 도시유적(그림 32 참고)으로, 1973년 이래 시가지,
궁전, 성벽 등이 발굴되었다. 이 유적 역시 쿠샨시대에 흥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되
며, 6세기 무렵에 방기(放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르테파는 성벽을 따라 사방에 회랑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고대
박트리아 지방을 비롯하여 파르티아, 소그드, 호라즘 지역 등에서 공통으로 확인되
는 특징이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서북 성벽의 근처에서 작은 불교사원이 발굴되었으나, 이
사원은 나중에 조로아스교도에 의해 배화신전(拜火神殿)으로 개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3)
한편 1982년에는 이 유적 동쪽 200여 m 지점에서 방형의 기단 위에 흙벽돌을
쌓아 구축한 작은 불탑(그림 33 참고) 흔적이 발굴되었는데, 아이르탐과 마찬가지

13) Pilipko, B.N.(1976), Raskopki svatilishcha pozdnekushanskogo bremeni na gorodishche
Zar-tepe, Baktriiskie drevnosti, Leningrad, pp.59-68. (필립코(1976), ｢후기 쿠샨시대 자
르 테페 도시유적 발굴｣, 고대 박트리아, 레닌그라드, pp.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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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내부에 다시 작은 불탑이 내장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작은 스투파는 사리
를 비롯한 성물(聖物)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신구류, 토기류,
직물, 쿠샨조의 코인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스투파 본체에서 출토된 코인은 503점에 이르며 그 대부분이 쿠샨조 후기
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불탑의 창건시기를 짐작하게 한다. 불행하게도 이 유적
은 목화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발굴 후 바로 파괴되었으며, 현재는 유적 주위에
관개용 운하가 조영되어 있어 유적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나. 석굴사원
1) 카라테파(Kara-tepa)

우즈베크어로 ‘검은 언덕’이라는 뜻의 카라테파는 아무다리야 하안(河岸)에 접
한 고 테르메즈 도성지(都城址) 성벽 외부의 북서단(北西端)에 위치하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구릉지대 가운데 비교적 높은 부분 세 곳에 불교사원이 조영
되었다. 7세기 초엽 이곳을 지나갔던 현장(玄奘)이 ‘단밀국(㫜蜜國)’이라 칭하였던
곳14)으로, 기원 1~2세기의 쿠샨왕조 시대에 가장 번영하였다.
1928년 이 유적의 세 석굴을 조사한 스트렐코프(Strelkov, A.)에 의해 이 유적이
불교사원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15) 그리고 타슈켄트 동양대학
역사학자 마손(Masson, M.E)을 단장으로 한 ‘테르메즈 고고학 조사단’(1936~38년)
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937년 카라테파의 남쪽 언덕에 위치한 두 사원

14) 大唐西域記 卷1, 㫜蜜國條.
15) Stavisky, B,Ya(1998), Sud’by Buddhisma v Srednei Azii, Moscow, p. 14. (스타비스
키(1998), 중앙아시아 불교의 운명,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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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의 조사결과는 그 평면도와 석굴회랑의 측면도가 스타비스키(Stavisky, B.
Ya)에 의해 발표되었다.16)
이후 이 유적은 1961년에 모스크바 복원연구소(State Research Institute for
Restoration)의 스타비스키를 단장으로 하는 ‘카라테페 조사단’에 의해 1989년까지
본격적으로 발굴되어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17)
이와 같이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사원 유적은 구소련 시대에 발굴되어 그 학술적
가치가 학계에 널리 소개되었으나, 독립 후에는 거의 모든 발굴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1996년부터)이며, 아직도 대부분은 미발굴 상태로 남아 있다. 1998년 봄 일
본의 가토 규조(加藤九祚), 우즈베키스탄 고고학연구소(사마르칸트), 예술과학연구
소(타슈켄트)의 합동조사단에 의한 소규모의 공동발굴이 북쪽 언덕의 사원을 중심
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성과의 일단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18)
이 유적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아무다리야 하안(河岸)의 국경수
비대 진영 내부에 위치하여 군 당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어 학술조
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다.
이제까지의 학술조사 성과를 종합해 보면, 카라테파 불교건축물의 대부분은 아
치형 천정(天井)의 낭하(廊下)가 있고, 일부는 사면이나 언덕 정상부에 승원(僧院)
16) Ibid., p. 15.
17) 그 성과는 1964~96년에 걸쳐 6권의 발굴보고서로 출판되었다.
Stavisky, B, Ya(ed.)(1964-1996), Kara-tepe-Buddhiskii Peshchernyi Monastyr’ v
Starom Termez, 5vols., Moscow. (스타비스키(1964-1996), 구 테르메즈 지역의 카라테페
동굴 수도원, 제5권, 모스크바). Stavisky, B, Ya/Mkrtychev, T.(1996), “Kara-Tepe in
Old Termez: On the History of the Monument,”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vol.
10, pp. 219-232.
18) 加藤九祚(2002), ｢テルメズのカラㆍテパ佛敎遺跡發掘記｣, ウズベキスタン考古學新發見(東方出版);
シャキルㆍピダエフ, 加藤九祚(2009), ｢カラテパ(ウズベキスタン)佛敎遺跡北丘の發掘-10年の成果｣, 平
成20年度考古學が語る古代オリエント(日本西アジア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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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조되어 있으며, 일부는 사암(砂岩)의 암산(岩山)을 개착하여 조성한 석굴사원
(그림 34)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도에서 발원한 석굴사원의 양식이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을 거쳐 북전(北傳)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스타비스키의 발굴보고에 의하면, 남쪽 언덕에 위치한 사원(그림 35)은 천연의 석
회암 암반에 석굴을 굴착하여 회랑과 방을 만들어 사원의 일부를 만든 후, 그 앞 지
면에는 흙벽돌 건물을 세워 사원을 조영하였다고 한다. 남쪽 언덕에서는 7개의 사원
이 발굴되었으며, 석굴과 지상건물을 병용한 15개 이상의 건축물이 확인되었다.
기원 2세기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사원은 [그림 35]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지상 부분에 정방형 내지 부정형(不定形)의 중정(中庭)을 만든 다음 가
장 깊숙한 암벽 안에 폭 2~3m, 높이 2~3m의 회랑(그림 36)을 두른 형태로 조영되
었다. 그리고 중정의 주위에는 방을 만들어 승려들의 거주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석굴사원의 외벽(外壁)과 내정(內庭), 사당(祠堂), 승당(僧堂)의 벽은 금박(金箔)
의 소상(塑像)이나 벽화로 장식되었는데, 스타비스키는 발굴된 조각(彫刻)의 단편
으로부터 이는 간다라 계통의 것이며, 벽화 단편에 묘사된 공양자상(供養者像)에는
쿠샨적인 특징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낭하(廊下)에는 석가의 전생설화
를 묘사한 본생담과 전신이 화염에 휩싸인 불좌상(佛坐像)이 묘사되어 있어, 불교
와 조로아스터교와의 습합현상(習合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절충적인 내용의 도상
(圖像)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쪽 언덕은 남쪽 언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로 긴 부정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5개 정도의 석굴 및 지상식 건물군이 만들어졌다(그림 37 참고).
북쪽 언덕은 승원과 스투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크고 본격적인 지상식 승원
건물군에 의해 이루어져 있었다(그림 38 참고). 남쪽 승원과 마찬가지로 북쪽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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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원에도 넓은 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정이 있었고, 북쪽 복도의 북벽을 따라 몇
개의 작은 2층식 방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북쪽 복도 북벽의 감실에는 점토와
석고로 만들어진 큰 불좌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카라테파의 석굴사원은 그 형식에 인도 전래의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
어 있으나, 실제 설계는 박트리아적 건축양식에 의존하며 상황에 따른 기능성과 생
활의 편리함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9) 그리고 카라테파에서 발견
된 공예제품 역시 쿠샨시대의 이 지역 특유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어, 불교미술상
의 지역적 특징과 더불어 테르메즈를 포함하는 박트리아 지역 고대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불상
가. 불두 및 불상
1) 파야즈테파 출토 불상(그림 17, 18)

1968~76년에 걸쳐 고고학자 알바움의 지도 아래 테르메즈의 파야즈테파에서
발굴된 불상으로, 불교 승원의 중앙 예배당에서 발견되었다.20) 쿠샨 시대(약 4세
기)에 제작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불상(높이 28cm) 가운데 하나다.
흑색 안료로 채색된 두발과 육계가 물결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19) 피다예프(Shakirdjan, R. Pidaev)(2009), ｢우즈베키스탄의 불교와 불교미술-근래의 테르메즈
지역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동서문명의 십자로-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국립중앙박물관).
20) 파야즈테파의 발굴성과에 대해서는 Al’baum, L. I.(1974), Raskopki buddiskogo
Kompleksa Phayaz-tepe, Drevnyaya Baktriya, Leningrad, pp. 53-58(알바움(1974), ｢佛
敎施設 파야즈=테페의 發掘｣, 古代 박트리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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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간다라 불상의 규범에 준하여 제작된 것이며, 명상적인 안모(顔貌) 표현과 백
호(白毫), 육계(肉髻), 긴 귓불 등에 그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다. 간다라 석조불상
의 남성적인 불상 안모가 핫다의 소상(塑像)을 거쳐 서서히 여성적인 것으로 변모
하기 시작하여 파야즈테파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짚이 섞인 점토로 성형한 후 표면은 순백의 엷은 석고로 처리하였다. 불두 부분
은 틀에 찍어 제작하였으며, 귀 부분은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한 것으로 여겨진다.
육계(肉髻)와 눈, 눈썹, 백호(白毫)는 검게 묘사하고, 눈거풀의 상부 경계와 콧방울
부분에는 붉은 선을 그어 윤곽을 뚜렷이 묘사하였으며, 입과 백호(白毫)는 붉은 색
으로 칠하였다. 이마와 머리의 경계를 따라 가는 붉은 선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수법은 동투르키스탄의 불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21)
눈꺼풀 상부 경계와 콧방울 부분 그리고 이마의 경계부분을 붉은 선으로 처리하
여 입체감을 강조하는 기법은 바미얀이나 핫다 등의 불화에서도 확인되는 것22)으
로, 간다라 지방의 불상제작 전통이 바미얀과 핫다에서 불교회화에 응용된 후 이것
이 다시금 테르메즈 지역에 전해지며 불상제작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불신(佛身) 부분은 파편을 접속하여 복원한 것이지만, 달베르진테파 출토의 보
살상(그림 27, 28 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불신(佛身) 특히 허리부
분에 틀로 찍어 첨부한 다수의 장식은 이 지역 불상제작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
는 부분의 하나이지만, 이 불상의 경우 불두(佛頭)가 보살상이 아니라 여래상을 나
타내고 있으므로, 발굴 당시 불두와 보살상의 단편이 함께 발굴되었던 것을 잘못
복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21) 村田靖子(1995), 佛像の系譜(大日本繪畫), p. 123.
22) ｢菩薩像壁畵殘缺(아프가니스탄 바미얀, 3세기)｣, ｢佛立像壁畵殘缺(아프가니스탄 핫다, 3세기)｣
(ギメ東洋美術館, 講談社, 1968, 도 4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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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야즈테파 출토의 삼존불(그림 16)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최고의 걸작(높이 72㎝)으로, 파야즈테파 승원(僧院)의 내
진(內陣)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18)의 불두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쿠샨시대의 작
품 가운데 하나이다.
테르메즈 지역은 간다라 지역과 달리 불상조각에 적합한 편암 등의 석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점토, 즉 스투코나 백색의 석회암을 사용하여 간다라풍의 조각상을 제
작하였다.
파야즈테파의 불전(佛殿)에서는 점토, 알라바스터, 석제 상이 발견되었는데, 특
히 주목을 끄는 것은 성수(聖樹) 아래에 앉아 있는 석가여래와 그 양쪽에 2인의 승
려가 입시(立侍)하여 있는 형태의 이 삼존 형식의 불상으로, 그 전체가 코린트식
원주(圓柱)에 의해 지탱되어 있는 말발굽형 아치 아래에 수납되어 있다.
말발굽형 아치 형태에서 인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목 아래에서 선정
인(禪定印)의 모습으로 명상에 잠겨 있는 석가여래를 묘사한 것으로,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좌우의 두 협시는
석가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꿀과 우유를 섞은 식사를
석가여래에게 공양한 박트리아 상인 트라푸사와 발리카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두 사람은 불교에 귀의한 최초의 재가(在家) 신자로 알려져 있다.
간다라 이래의 삼존 형식의 특징을 비롯하여 양 협시 제자상의 두부 표현 등이
간다라의 양식적 특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간다라 직인(職人)에 의한 제작 가
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3) 또한 아치를 지탱하는 두 기둥에는 박트리아 지방의 조
각에서 흔히 확인되고 있는 홈이 파인 선 장식이 시문되어 있다. 이 삼존불상은 하

23) 村田靖子, 앞의 책,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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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도금이 되어 있다.
3) 카라테파 출토 불두(佛頭) 및 불족(佛足)

함께 출토된 장식물 제작 틀(그림 8 참고)과 함께 이 지역 불상제작의 기법상
특징을 잘 나타내는 출토 예다. 불두와 불신을 별도로 제작하여 이를 접합하는 형
태로 불상을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왼쪽 불상은 오늘쪽의 틀을 이용
하여 최근에 제작한 것으로, [그림 6] 불두(높이 9cm)의 두발이 물결 모양의 구불
거리는 모습임에 비하여, 육계와 두발의 모습이 마치 나발을 묘사한 것처럼 묘사되
어 있다.
둥근 얼굴 모습과 눈의 형태에서 이 지역의 불상 안모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같은 곳에서 출토된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의 불두(그림 39 참고)에는
이마와 오른쪽 눈 아랫 부분에 금박이 남아 있어, 이들 불상이 원래는 금박으로 장
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카라테파에서 출토된 부처의 발(그림 40 참고, 길이 71cm)은 발 아래에 받침판
이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아마도 입불이나 좌불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 섬
세한 면은 떨어지지만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입불의 발로 가정할 경우
높이가 4~5m 전후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추정된다. 달베르진테파 출토의 대형
보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에서 소조의 대형 불상 제작 전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달베르진테파 출토 불두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유적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달베르진테파에서는 도
성 내외 각각 한 곳에서 불교사원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불두(높이 39cm)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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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佛手)와 함께 성 내부의 사원지에서 발굴된 것으로, 둥근 얼굴 형태와 나발에
특색이 있다(그림 26 참고).
전반적으로 간다라 불상의 영향이 뚜렷하지만, 같은 지점에서 발굴된 보살상들
과 마찬가지로 도톰한 두 볼에 의해 전체적으로 계란처럼 둥근 느낌을 주는 안모
를 비롯하여, 틀로 찍어 제작한 나발을 두부에 첨부하여 표현한 제작방식 등에서
이 지방 특유의 지역색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테르메즈
지역의 불상이 흙으로 빚은 소조이기 때문에 틀을 이용한 제작이 가능하고 나아가
분업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다라와 아프가니스탄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불두 역시 그 전형적인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불상 제작의 전통은 파미르 동쪽의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서역북도상
의 불교사원이나 석굴사원 등에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명상에 잠겨 있는 듯한 간다라나 핫다의 불상에 비해 두 눈 역시 크게 묘사되고
있어, 이러한 표정 묘사에서도 지역적 특색이 잘 나타나 있다.
육계 및 두발이 나발로 표현되는 것은 간다라 지방의 경우 비교적 후기에 나타
나는 특징이며 인도에서는 굽타시대 여래상에 나타나고 있어, 이 불두가 출토된 유
적은 쿠샨조에서 쿠샨ㆍ사산조 시대의 것(4~5세기)으로 여겨진다.
나. 보살상

달베르진테파 도성 유적의 성내 사원지(제2 불교사원지, DT-25)에서 출토된 것
(그림 27, 높이 96cm)으로, [그림 26]의 불두와 함께 발굴되었다. 도상의 중심지에
위치한 이 사원 유적은 1983년에 발견되어 1993년까지 발굴조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제3실에서는 이 불상을 포함한 대형 불상이 여러 점 발굴되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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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에서 출토된 불두, 보살상, 공양자상은 얼굴 묘사나
두발 장식, 의상 장식 등에서 간다라 양식의 특징이 뚜렷하지만, 화관(花冠)이나
관대(冠帶), 수식(首飾) 등의 묘사에서 간다라나 핫다의 그것과 확실히 구별되는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불교의 전파 과정에 나타나는 문화의 지역적 변용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고 목과 가슴 부분에 별도의 틀을 이용하여 제작한
많은 장식물이 첨부되어 있다. 표면에는 채색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다. 몸은 살구
색, 터번과 법의는 적색, 머리는 검은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터번 아래에 노출되어
있는 두발은 나발을 포개놓은 듯한 곱슬머리로 묘사되어 있어, 이 보살상이 고귀한
신분의 인물을 모델로 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상반신만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당당한 풍채의 대형 보살상으로, 당시의 왕후귀족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사원 유적에서 출토된 또 하나의 대형 보살상(그림 28, 높이 218cm)은 전
체적인 형상은 동반 출토된 보살상과 유사하지만, 곱슬머리의 화관을 얹은 듯한 형
태의 두발 장식이 특이하다.
꽃문양 장식을 이어놓은 듯한 허리띠 장식과 매듭 아래로 쳐져 있는 작은 꽃문
양 장식에서 여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공양자상(그림 22)

달베르진 테파 도성 유적의 성 밖에 위치한 사원지(DT1)에서 출토되었다. 짧은
머리에 콧수염을 기른 정연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형상이다(높이 73cm). 검

24) 국립중앙박물관(2009), 동서문명의 십자로-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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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색으로 채색된 허리띠와 매듭에서 이어지는 띠를 허리띠 안으로 집어넣어 아래
로 드리우고 있다. [그림 28]의 보살상에 장식되어 있는 허리띠 장식과 비교해 볼
때, 지배계층의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붉은색으로 채색된
허리띠 상하로 이어진 겉옷과 하부의 바지 등 복식상의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전
형적인 쿠샨인으로 여겨진다.

3. 스투파
가. 파야즈테파의 스투파(그림 13, 41)

파야즈테파의 스투파는 2단으로 이루어진 정방형의 기단 위에 직경 3m의 원통
형으로 조영되었으며, 높이는 2.8m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스투파는
인도의 그것과 달리 몸체가 긴 원통형(또는 포탄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
징은 간다라 지방에서 비롯되고 있다. 파미르 고원을 사이에 두고 서투르키스탄과
이어져 있는 동투르키스탄(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의 ‘모르 불탑’이나
호탄의 ‘라와크’, 서역남도상의 ‘단단위릭’, ‘니야’, ‘누란’ 등의 스투파 역시 원통
형의 스투파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형태의 스투파는 인도 불교문화의 중앙
아시아적 변용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발굴 당시 이 불탑의 표면은 석회로 마감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 법륜(法輪) 등
이 선묘되어 있었다(그림 41 참고). 그 후 표면층이 모두 박락되어 내부의 흙벽돌
이 드러나고 낙서가 새겨지는 등 심각하게 파손이 진행되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근자에 유네스코 지원에 의한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유적이 깨끗하게 정비되었다.
그러나 스투파 기단부의 계단을 한 곳에만 설치하고, 원래의 탑신 위에 둥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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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스투파를 덧씌우는 등, 잘못된 고증에 의한 보수공사를 강행한 탓에 중
앙아시아 스투파의 고유한 특징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주르말라(Zurmala)의 스투파(그림 42 참고)

테르메즈 도성지(都城址)의 동남부에 위치한 스투파로, 기원 2세기 카니시카왕
치세(治世)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탑은 1927년 스트렐코프가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의 “많은 스투파(窣堵波)와 불존상(佛尊像)이 있다”는 기록25)과, 이
지역의 불탑이 파키스탄의 북부지역 및 아프가니스탄 동남부의 불탑과 유사한 점
에 착안하여 ‘중앙아시아에 건립된 최초의 스투파’로 단정하였다.
1964년 이를 다시 조사한 푸가첸코바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탑은 원래 쿠샨
시대에 창건된 불탑이지만, 5~8세기경 망루 내지는 광탑(光塔, 미나렛)으로 개수되
었다고 한다.26)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탑 하부에는 장방형(16m×22m×1.4m)의 기단이 흙
벽돌로 구축되어 있으며, 축조에 이용된 흙벽돌은 32~33cm×32~33cm의 정방형에
두께는 11~12cm로, 이러한 형태의 흙벽돌은 고대 박트리아 건축에 사용된 전형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방형의 기단부 위에는 높이 13m의 원통형 탑신이 세워져 있다. 원래의 높이는
약 16m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를 담당한 푸가첸코바의 계산에 의하면
이 스투파의 건조에 사용된 흙벽돌은 약 120만 개에 달하였을 것이라고 한다.27)

25) 大唐西域記 卷1, 㫜蜜國條.
26) Pugachenkova, G. A.(1967), Dve stupa na yuge Uzbekistana, Sovestskaya
Arkheologiya, no. 3, pp. 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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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다라 지역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불탑 기단이 보통 정방형 형태
를 취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방형 기단 위에 축조된 이 조형물이 불탑
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미나렛 혹은 조로
아스터교도 들이 사자(死者)의 유해를 풍장(風葬)하는 시설인 ‘침묵의 탑(다흐마)’
이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으나, 이 불탑을 본격적으로 조사하였던 푸가첸코
바의 보고에 의하면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 건축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석회암
제의 건축 장식물이 탑 주변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 스투파는 스트렐
코프가 처음에 추정하였던 바와 같이 ‘불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건조물을 망루라고 할 경우 건물 내부에 상하를 오르내리는 계단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설비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는 푸가첸코바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이 시설물은 역시 불탑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불탑이 최초의 건립 단계부터 장방형의 기단 위에 세워졌던 것이라
면, 이 역시 불교의 전파 과정에 나타나는 문화변용의 한 사례로서, 테르메즈 지역
의 스투파 조영상의 지역적 색채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테르메즈 지역에서 발굴된 불탑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주르말라의 스투파는 여타의 것에 비하여 매우 크게 조영되었다는 점에서
향후의 발굴성과 등을 보다 면밀히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다.
탑의 중심부를 향하여 폭 2m 정도의 균열(그림 43 참고)이 세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푸가첸코바가 단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마도 후대에 탑신 내부의 부

27) 加藤九祚(1997), ｢中央アジア北部の佛敎遺蹟の硏究｣(シルクロード學硏究4, シルクロード學硏究
センター)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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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을 반출하기 위한 도굴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927년 조사 시점에는
탑 동쪽에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한 구멍(그림 44)이 전술한 균열과 함께 확인
되었다.
다. 카라테파의 스투파

카라테파 가운데 최근까지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북구(北丘) 사원유적(그림 38
참고)의 경우 카라테파의 서구(西丘)(그림 37, 45 참고)와 남구(南丘)(그림 46 참
고)의 사원유적에서 발굴된 스투파(그림 47 참고)와 비교하여 대형의 기단에 조영
된 스투파가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상하 2단으로 이루어진 방형의 기
단부는, 남북 12.3m, 동서 13.4m, 높이 1.5m의 상단 기단과, 남북 14.7m, 동서
22.4m, 높이 76cm의 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스투파의 서남쪽 기단 내부에서는 오래된 작은 스투파가 발견(그림 30,
30-1, 48 참고)되어, 그 독특한 구조가 기존의 아이르탐(그림 29 참고)이나 자르테
파(그림 33 참고), 파야즈테파(그림 41 참고) 사원유적에서 발견된 사례와 동일한
점이 밝혀짐으로써 향후 발굴 추이가 기대되는 바이다.
북구 사원유적의 대형 스투파 내부에서 발견된 작은 스투파는 직경 약 1.1m,
높이 약 1.8m의 크기로, 탑신의 중앙 부분에 띠 모양의 돌대부(突帶部)가 둘러져
있어 파야즈테파 스투파의 형상(그림 41 참고)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스투파는 인도나 간다라 지방에서도 확인되는 바
이지만, 그 경우 동심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내부의 작은 스
투파는 외부의 대형 스투파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오래된
스투파를 동심원의 형태로 감싸며 스투파가 크게 확장 조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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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산치 스투파나 간다라 지방 스와트의 부트카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28)
카라테파 스투파의 형식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기단부가 2단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구의 대형 스투파를 비롯하여 그 내부에서 발견된 작은 스
투파 역시 2단의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구(西丘)의 두 스투파 역시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북구 사원 유적의 대형 스투파 하부 기단 주위에는 좌우에 손잡이가
달린 암포라 형식의 항아리 24개가 구연부가 결여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
와 같이 항아리가 스투파 주위에 정연히 늘어서 있는 것은 테르메즈 지역의 발굴
과정에서 아직 보고된 바가 없는 특이한 예로, 아마도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과
정에서 꽃을 바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구 사지(寺址)의 대형 스투파 기단 벽면에는 서쪽을 제외한 삼면이 붉
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서쪽은 석회암을 재료로 한 작은 조각들로 장엄되어 있었
다. 이들 조각의 구체적인 내용과 붉게 장식된 벽면에 불화 등이 장엄되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향후 정식 보고서의 간행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조각이나 회화
로 이루어진 이들 벽면 장식에 불전부조(佛傳浮彫)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불화가
장엄되어 있었을 경우 테르메즈 지역 불교가 단순히 석가여래상이나 보살상을 숭
배하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불탑숭배가 또 하나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르말라에 이어 카라테파에서 대형 스투파가 발굴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28) 加藤九祚(2002), ｢カラㆍテパのストゥーパの起源と特徵-北傳佛敎におけるストゥーパの展開-｣,
ウズベキスタン考古學新發見(東方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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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각
테르메즈 동쪽 아무다리야 강 하안(河岸)에 위치한 불교사원 유적 아이르탐에서
흙벽돌로 건조된 불사지(佛寺址)의 건축장식으로 사용된 석회암 조각이 다수 발견
되었다. 소위 ‘아이르탐 프리즈(frieze)’라 불리는 것으로, 프리즈란 기둥 상부에 얹
혀 있는 장식, 즉 엔테블러처(entablature) 중앙의 폭이 넓은 대상(帶狀) 장식을 가
리킨다.
이 띠 프리즈는 스투파를 봉안한 불교사원 입구의 기둥장식 상부를 장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공양자상과 악인상(그림 49, 높이 40cm)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인물들은 두 줄로 새겨진 아칸서스(acanthus) 잎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반신
상(像)으로 표현되어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인상은 북을 치는 자, 류트를 연주
하는 자, 서양 비파를 연주하는 자, 심발을 치는 자 등의 순서로 묘사되어 있어, 이
러한 타악기, 현악기, 취주악기 등에 의한 연주소리에 맞추어 여러 공양자들이 스
투파를 순회하며 예배를 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가모니의 열반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경전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 “존사(尊師)의 유골을 무도와 가요,
음악, 화륜(花輪), 향료로서 존경하며 공양한다”라는 내용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으
로 여겨진다.
주두(柱頭) 장식으로서 식물의 잎 내부에 인물을 배치하는 장식 기법은 파르티
아 건축양식에도 나타나는 바이지만, 아칸서스 잎 내부에 인물과 동물을 묘사하는
장식은 테르메즈 지역 특유의 현상일지도 모른다. 카라테파에서 출토된 주두 장식
(그림 50, 51)에는 날개가 달린 그리핀과 등에 혹이 달린 소, 꽃줄(花綱)을 든 반신
상의 인물이 아칸서스 잎 장식과 함께 묘사되어 있어, 이러한 성향이 지역 공통의
특징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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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화
전술한 바와 같이, 파야즈테파의 장방형 건물 중앙의 중정(中庭) 벽면에서 부처
와 공양자상 등을 묘사한 불화 단편(그림 14, 15 참고)이 발견되었다. 공양자상을
묘사한 이 벽화(그림 15 참고)는 예배당 동쪽 벽면에 묘사되어 있던 벽화의 단편
이다. 무릎을 덮을 정도의 긴 상의를 착용한 인물이 몸체는 정면관으로, 그리고 얼
굴은 측면관의 모습으로 서 있다. 이러한 인물 묘사는 파르티아나 쿠샨 시대 미술
의 전형적인 수법의 하나로 여겨진다.
두발은 모두 검게 묘사되어 있으며, 긴 소매의 상의를 착용하고 있다.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 역시 전형적인 쿠샨 시대 양식이며, 왼쪽의 인물은 왼쪽 어깨
에 리본 장식을 달고 있다. 북쪽 벽면에도 8인 이상의 공양자가 열을 지어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두 사람 역시 쿠샨 시대 귀족의 모습을 형
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5]와 같은 벽면에 그려져 있었던 또 다른 벽화 단편(그림 14 참고)은 공
양자상 내지는 신상(神像)의 단편으로 추정된다. 이 벽화 단편 오른쪽에는 여래상
이 묘사되어 있으며, 3인의 상반신과 머리 부분이 복원되어 있다. 오른쪽 인물은
파손상태가 심하여 전체의 윤곽만을 파악할 수 있으나, 긴 소매의 상의를 걸치고
허리 부분에는 벨트를 찬 인물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측면관으로 묘사되어 있
다. 의복 표면에는 꽃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손 부분은 결실되어 있으나 그 오른
쪽에 묘사되어 있는 여래상을 예배하는 합장한 모습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왼쪽에
는 머리 양쪽에 양 뿔을 장식한 남자 입상이 묘사되어 있으나, 머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전체적인 도상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머리 주위
에 두광(頭光)과 같은 것이 묘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상(神像)을 표현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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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신상으로 볼 경우 한 쌍의 양 뿔을 표식으로 삼는
조로아스터교의 풍요와 길상의 신 파로(pharro, 그림 52)를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29)

Ⅳ. 결론
쿠샨시대의 중앙아시아 남부지역, 특히 힌두쿠시 산맥 북방의 테르메즈 지역은
쿠샨 왕조가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교와 조우한 후 이를 적극 비호하며 그
전파를 장려하였기 때문에, 카니시카 1세 시대에는 불교사찰과 불상의 조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간다라 지방의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뚜렷한 지역색을 갖춘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수르흐코탈 유적을 비롯하여, 아무다리야 강변 국경지대에
형성된 우즈베키스탄 최남단 도시 테르메즈 지역에는 카라테파를 비롯하여 파야즈
테파, 아이르탐, 달베르진테파 등 수많은 불교사원이 조성되어, 석굴사원 양식을
필두로 한 불상,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불교문화에 있어 중앙아시아
특유의 특색을 형성하게 되었다.
불교의 동점 과정에서 형성된 중앙아시아 불교미술의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파
미르 동쪽의 동투르키스탄 유역, 즉 지금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불교문화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는 실크로드 움직임이 전성기를 맞이하

29) 조로아스터교 파로 신의 도상 특징에 대해서는, 田邊勝美(1999), ｢毘沙門天の出現｣, 毘沙門天の
誕生-シルクロードの東西文化交流-(吉川弘文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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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중국 남북조 시대 중국 중원의 불교미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불교문화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문화는 불상의 탄생이나 스투파와 사원의 조영 등에서
간다라 지방에서 커다란 문화적 변용을 겪은 후, 테르메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
앙아시아 남부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파르티아나 인도 등 다양한 외래
요소를 흡수하며 독특한 지역문화로서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불상의 조상(造像) 과정에 나타나는 소조불의 제작 기법, 즉 틀을 이용하여 불
상을 제작한 후 다양한 장식적 요소 역시 틀로 제작하여 반복 시문하는 기법은 동
투르키스탄 지역 불상제작의 전범이 되었으며, 이는 멀리 한반도의 통일신라시대
에 호국신앙의 토착화에 따른 사천왕상의 제작30)에도 적용되었을 정도로 불교문화
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에서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테르메즈 지역 불상 조상(造像)의 특징 중 하나인 입체적 표현기법은 동투
르키스탄 지역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회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중
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키질 석굴을 비롯하여 둔황 석굴 등의 벽화에 나타나는
음영기법은 힌두쿠시 북방의 핫다나 바미얀 지방에서 출발한 회화상의 기법이 테
르메즈 지역에서 불교조각에 이르기까지 확대ㆍ발전되었던 것으로, 중국의 투르판
지역의 아스타나 고분에서 남북조 시대와 당대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출토되고 있
는 복희여와도(伏羲女媧圖)에도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탑, 즉 스투파의 조영에서도 간다라 지방에서 그 외형적 틀이 잡힌 후,
테르메즈 지역에서 정방형의 기단 위에 탑신이 긴 중앙아시아 스투파의 전형이 완
30)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사천왕상의 제작기법 및 서역인(西域人)으로 추정되는 제작자 승(僧) 양지(良
志)에 대한 논고에 대해서는 姜友邦(1990), ｢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浮彫像의 復元的 考察｣,
圓融과 調和-韓國古代彫刻史의 原理-(열화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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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동투르키스탄의 서역남도와 서역북도상의 많은 스투파 조영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사방에 계단이 부착된 정방형의 기단 위에 시각적 상승효과를
노린 포탄형 스투파의 양식적 특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탑(磚塔)의 중간과정을
거친 후 석탑의 형태로 문화적 변용을 이루게 되는데, 특히 내륙 지향적 문화교류
의 속성이 강하였던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사찰 불국사에 조영된 다보탑에는 이러
한 중앙아시아적 조탑(造塔)의 속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교통의 중심지이자 동서문화 교류의 십자로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의 테르메즈 지역은 인도에서 탄생된 불교문화가 간다라 지방
에서 문화적 변용을 겪은 후 힌두쿠시를 넘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불교의 사원건축 양식, 조각, 회화 등에서 ‘중앙아시아 불교’의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지역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특징은 파미르를
넘어 불교가 동방으로 동점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불교문화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석굴사원 양식이나 스투파 양식 등은 한국을 포함한 동
아시아 전반에 걸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서, 테르메즈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아시아 불교미술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문화 교류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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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자료】
지도 1. 서투르키스탄의 유적

지도 2. 테르메즈 주변의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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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처상(법륜을 굴리는 자) 금화

그림 1-1. 금화의 후면

(전면. 틸리야테페 출토, 카불 박물관)

그림 2. 염견불(焰肩佛)
(아프가니스탄 Paitava 출토, 4~5세기.
높이 59.8cm), 카불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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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화염이 묘사된 카니시카 1세
입상(立像) 금화
(카불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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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륵보살과 쿠샨인 공양자상 (2~3세기. Paitava 출토, 카불 박물관)

그림 5. 도솔천상(兜率天上)의 미륵보살 (4~5세기. 쇼토락 출토, 카불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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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카라테파 출토 불두와 틀

그림 7. 카라테파 출토 불두 제작용 틀

그림 8. 카라테파 출토 장식문양 제작용 틀

그림 9. 파야즈테파(1998.5)

그림 10. 파야즈테파 발굴 당시 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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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파야즈테파 평면도

그림 12. 파야즈테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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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파야즈테파 스투파

그림 15. 파야즈테파 출토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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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파야즈테파 출토 불화
(우즈베키스탄 국립역사박물관)

그림 16. 파야즈테파 출토 삼존불상(三尊佛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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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파야즈테파 출토 불두(佛頭) 및 불상편(佛像片)

그림 18. 파야즈테파 출토 불두(佛頭)

그림 19. 복원 후의 파야즈테파 스투파

그림 20. 복원된 스투파 내부의
원 스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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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달베르진테파 유적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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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달베르진테파 출토 공양자상

그림 24. 달베르진테파
출토 여성신상

그림 23. 달베르진테파 출토 쿠샨 왕자상

그림 25. 달베르진테파 제2 불교사원 유적(D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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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달베르진테파 제2 사원유적(DT25)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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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달베르진테파 출토 불두(佛頭) 그림 27. 달베르진테파 출토(DT25) 보살상

그림 27-1.

그림 28. 달베르진테파 출토(DT25) 보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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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

그림 28-2.

그림 29. 아이르탐 출토 스투파(불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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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1.
그림 30. 카라테파 출토 이중 스투파

카라테파 스투파의 이중구조를 조사하고 있는
Pidaev 소장과 필자(2010. 7. 4)

그림 31. 아이르탐 출토 석회암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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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그림 31-2.

그림 32. 자르테파 유적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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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자르테파 불탑 유적 평면도와 단면도

그림33-1. 자르테파 출토 주초석(柱礎石)
(테르메즈 고고학박물관)

그림33-2. 자르테파 출토 주두(柱頭)

그림 33-3. 자르테파 출토 주두(柱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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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카라테파 불교유적 평면도

그림 34-1. 카라테파에서 바라본 파야즈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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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카라테파 남구(南丘) 사원유적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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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카라테파 남구(南丘) 제1, 제 2사원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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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카라테파 암벽 내부 회랑 구조

그림 37. 카라테파 서구(西丘) 석굴

그림 37-2. 카라테파 서구(西丘) 석굴 내부

그림 37-1. 카라테파 서구(西丘) 석굴과 스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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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카라테파 북구(北丘) 사원유적 발굴현장

그림 40. 카라테파 출토 불족(佛足)

그림 42. 주르말라 스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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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카라테파 출토 불두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그림 41. 발굴 당시의 파야즈테파 스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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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주르말라 스투파 실측도

그림 44. 1920년대의 주르말라 스투파

그림 45. 카라테파 서구(西丘) 사원 평면도

47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그림 46. 카라테파 남구(南丘) 사원군 평면도

그림 47. 카라테파 남구(南丘)
그림 48. 카라테파 북구(北丘) 대(大)스투파 평면도
에서 발견된 스투파 기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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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아이르탐 출토 악인상(樂人像)

그림 50. 카라테파 출토 석회암제 장식 그림 51. 카라테파 출토 석회암제 장식
(에르미타주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그림 52.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벽화에
묘사되어 있는 파로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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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려인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박물관
Ⅲ. 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
Ⅳ. 맺음말

Ⅰ. 머리말
한국정부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달라졌다. 최근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적
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에너지 확보가 우선 목표임에도 문화교류 등에도 적극적
인 양상이다. 2007년 10월 개최된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 이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제2차(2008. 11) 포럼에서도 양측의 문화협력 주제가 독
립 세션으로 다루어졌다.1) 또한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을

1) 제1차(2007.11) 행사에서는 제4회 ‘한ㆍ중앙아 문화교류 증진 방안’을 주제로 우즈베크(1), 투크
르메니스탄(1), 한국(2)의 4편의 발제가 있었다. 제2차(2008.12) 행사에서는 ‘한ㆍ중앙아 문화ㆍ
교육분야 협력방안’을 주제로 문화분야에서 인사말(한국 2)에 이어 한국(1), 카자흐스탄(1), 교육분
야에서는 한국(1), 우즈베크(1) 4편의 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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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한 중앙아시아 현지와 서울에서의 행사도 과거와는 다른 규모였다.2)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한 중앙아시아는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이 다방면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다문화
한국사회의 주요 출신 국가이며 한류열풍과 한국어 배우기, 나아가 ‘코리안 드림’
이 거센 우즈베키스탄이 대표적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전통적인 경쟁
관계인 카자흐스탄에 비해 크게 뒤처진 때문이기도 하다. 30만 명에 이르는 중앙
아시아 고려인사회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이주노동이나 결혼이주로 한
국행을 많이 선택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의 뜻은 ‘여러 개의 문화’ 또는 ‘문화다양성’의 개념
이 아니라, 국제결혼이나 이주민의 복지 측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 중인 많은 정책들이 아시아 출신 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
의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수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3) 따라서 한국인과 가족,
친족, 이웃 등으로 전면적 관계를 맺게 된 결혼이주 여성들, ‘새로운’ 이주민의 발
견으로 한국사회는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믿음을 재구성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
다.4) 이런 상황에서 2009년 5월 국립민속박물관이 주최한 ‘우리 안의 세계 － 다
문화 생활전’ 전시회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사회 연구에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시회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나라’에서 가져온 생활용품을 통해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또한 다문화 가정의 고향문화를 이해하고 더욱

2) 한국정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투르크메니스탄(아스가바트) 3개
국을 순회하는 한국문화축제(2009.4.20~5.1)를 개최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에서 중앙아
시아 문화축제 ‘비단의 향연’(2009.5.15~5.20)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3) 여성가족부와 한국외대 다문화교육원이 시행 중인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사업도 결국은 한
국어 학습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http://www.hufsmcs.org/(한국외대 다문화교육원 홈페이지)
4) 김이선(200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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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각종 생활용품들이 육아 및 교육, 여가생활,
종교, 의식주 등 기능별로 분류되어 엄마나라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게 해주었
으며, 각 국가의 조미료와 향신료, 10여 점의 민속악기와 친정어머니가 직접 손으
로 만든 배냇저고리, 아기 신발 등도 전시되었다.5)
한국사회도 수년 후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바로 이들이 한국
사회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는 우리 안의 소수자인
이주노동자/다문화 가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한국사회의 당당한 성
원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민족ㆍ다문화 사
회 속에 살면서 존중받는 소수민족으로 성공 스토리를 써온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
회의 경험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하는 한국인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옛 ‘김
병화’ 콜호즈를 방문한다. 콜호즈는 사라졌지만 콜호즈 내 10평 남짓의 작은 김병
화박물관을 보기 위해서다. 김병화박물관 외에 동부의 페르가나 시, 북부 우르겐치
시 외곽의 ‘알-호레즘’ 솝호즈, 그리고 타슈켄트 주 상치르치크 구역의 ‘프라우다’
콜호즈 등에도 박물관이 있다.
또한 이야기산업6)과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전시물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물관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의 이야기, 특히 감동의 성공 스토리를 찾고 있
는 시대에 고려인사회가 건립한 박물관들이 방치되어 있고 아예 폐쇄된 곳도 있다.

5)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있었던 다문화 관련 축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평가할 만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자료(2009), 우리안의 세계 － 다문화 생활전 참고.
6) 2007년 6월 21일자 조선일보는 차기정부의 10대 국정과제(4)로 ｢‘이야기산업’이 곧 돈이다｣와
｢21세기 ‘이야기전쟁’에 밀리면 문화식민지로 전락｣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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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다시 김병화박물관을 찾았을 때, 일부 전시물이 분실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김병화박물관을 속히 사이버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농촌 고려인사회를 방문하면서 어떤 유용한 지도도 찾기 어려
웠는데, 이는 소련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명도 바뀌고 마을까
지 나오는 새로운 지도를 구할 수가 없었던 이유였다. 따라서 필자는 인터넷 시대
에 타슈켄트 시내에서 왕래가 용이한 타슈켄트 주의 고려인 농촌마을에 대한 전자
문화지도 또한 한민족박물관의 디지털화와 함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Ⅱ장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박물관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제Ⅲ장 우즈베키스탄 한민
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에서는 타슈켄트 주(상치르치크 구역)의 고려인 농촌마
을에 대한 전자문화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와 김병화박물관의 디지털화를
위한 방안으로 GPS와 PVR 촬영기법의 실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Ⅳ장
맺음말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에 바로 착수할 수 있
는 젊은 고려인 인력양성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Ⅱ.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려인사회의 변화와 한민족박물관
1985년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개편)와 글라스노스치(공
개성) 정책을 발표했을 때 세계는 열렬한 환영을 표시했으나, 정작 소련사회는 서
기장의 진의가 무엇인지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였다. 1987년에 가서야 소련의 역사
학자들은 스탈린에 의한 역사 왜곡, ‘하얀 얼룩’을 지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랑스러운 역사적 조국이 남쪽에 존재함을 알게 된 중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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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고려인사회에서도 페레스트로이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러시아 이외 민족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가
부활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도 소련사회의 새로운 변
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갔다. 1988년 9월 개최한 제19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
에서 행한 “우리 다민족 국가의 원칙은(…) 자기들의 모국어를 자유롭게 발전시키
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고르바초프의 연설문을 인용하면서, 타슈켄트의 소련
작가동맹원인 시인 박 보리스는 고려인사회도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단체
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1988년 9월 6일자 레닌기치에 게재했다.7) 9월 21일에는
소련작가동맹 맹원 한진의 ｢조선말을 살리자｣, 10월 14일에는 주영윤이 한진의 주
장을 지지하는 ｢언어는 민족의 재부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다.8) 니자미 타슈켄트 국
립사범대학 조선어교원인 명월봉은 “개편, 공개성(…)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력사
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말을 살리는 방안으로 사범대
학에 조선어과 상설운영과 교수요강 개선, 교수의 질 제고방안을 제시했고, 타슈켄
트에 ‘조선사람을 위한 문화중앙 창설하자’는 박 보리스 시인의 의견에 전적인 동
의를 보냈다.9)
1988년 12월 타슈켄트에서 김 블라지미르(김용택), 황 찌모페이 등 일련의 고려
인들이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공화국 내 고려인 문화센터 설립에 관
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9월 이후 고려인 사이에서 고려인 문화센터를 창설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어느 누구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타슈

7) 레닌기치(1988), ｢조선인들의 문화중앙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9월 4일).
8) 레닌기치(1988), ｢조선말을 살리자｣(9월 21일); 레닌기치(1988), ｢언어는 민족의 재부이다｣
(10월 14일).
9) 레닌기치(1988), ｢우리에게 많이 달렸다(지상토론: 조선말을 살리자)｣(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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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에서 고려인문화중앙 설립을 위한 모임이 개최된 것이다. 100명 이상의 고려
인들이 참가했는데, 그들 상당수는 고려인사회에서 대단한 명망을 갖고 있는 사람
들이었다. 이 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센터 설립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
고 타슈켄트 국립문화대학 총장 한 세르게이 교수가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의장으로는 레닌기치 타슈켄트 지국장인 김 블라지미르(김용택)가 선임되었다.
소연방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고려인문화센터 창립조직위원회였다(한 세르게이ㆍ
한 발레리 1999, pp. 346~347). 그러나 타슈켄트 고려인사회는 사실상 누가 고려
인사회를 대표할 것인가를 놓고 극도의 내분양상을 드러내었다.
마침내 1991년 1월 12일 우즈베키스탄 전고려인문화센터협의회가 공식 설립되
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무부에 합법적인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고려인문화센
터는 많은 명망가들의 외면과 대표선출 과정의 합법성 시비 문제로 지역의 고려인
조직 및 사업가들의 후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고려인사회에서
의 위상도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오히려 지방인 페르가나 주의 고려인사회가 우즈
베키스탄 최초로 1989년 6월 30일 페르가나 주 고려인문화협회 창립총회를 가졌
다. 페르가나 주 고려인문화협회는 1990년 5월 18~19일 ‘모스크바 노동조합회관
10월홀’에서 열린 제1회 전 소비에트 고려인대회에 5인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
다(임영상 2009, pp. 31~32).
소련 내 최대의 고려인 인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는 고려인문화협
회를 준비하고 결성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잃어버린 민족어 강좌를 열고 민족전통
명절을 부활시켜나갔다. 1988년 2월 타슈켄트 주 ‘레닌의 길’ 콜호즈의 고려인 원
로들은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콜호즈 회장에게 음력설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결국 민족적이고 종교적 색체가 풍기는 집회라는 이유로 콜호즈
당위원회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해 1989년 2월 우즈베키스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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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인문화센터 설립 조직위원회는 타슈켄트 주 상치르치크 구역 ‘우즈베키스탄’ 콜
호즈에서 약 400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음력설 명절 경축행사를 주관했다. 단오
명절 행사는 같은 해 5월 28일 단오일에 타슈켄트 주 하치르치크 구역 벼농사 재
배 ‘시월 46주년’ 콜호즈에서, 추석 행사는 하치르치크 구역 솔다트스키 시에서 처
음으로 개최되었다(임영상 2009, pp. 19~21). 1990년으로 해가 바뀌자 타슈켄트
주를 넘어 전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로, 또 러시아(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로 민족명절 경축행사가
퍼져나갔다. 레닌기치에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근교
의 <알-호레즘> 솝호스, 타슈켄트 주 나리마노브(백테미르), 키르기스스탄 프룬제
(현 비시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잠블 등에서
음력설맞이 및 한국문화 행사를 치른 소식들이 연이어 이어졌다.1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전과 함께 지역별 문화협회를
결성하고 민족명절 행사를 조직하는 가운데, 고려인의 생활문화를 보여주고 그들
이 고난의 삶을 극복하고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당당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박물관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필요성도 거론했다. 타슈켄트 주 하치르치크 구역 48번
중학교에서는 학교설립 50주년에 참석한 고려인 원로들은 “전시물이 170여 점이
나 50년의 학교사와 교사-학생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하면서 ‘교양의 중심처’로
서 학교역사박물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1) 카자흐스탄 탈티쿠르간 주 카라탈 구
10) 레닌기치(1990), ｢크슬오르다에서 음력설맞이｣(크슬오르다에서 량원식). (2월 8일); 레닌기치
(1990), ｢정오년 설맞이｣(알-호레스미 쏩호즈에서 장 올리가). (2월 14일); 레닌기치(1990),
｢음력설명절날에｣(장영진). (2월 24일); 레닌기치(1990), ｢민족전통을 되살리면｣(박성훈). (3월
13일); 레닌기치(1990), ｢당면한 목적과 전망｣(리 라리싸). (3월 17일); 레닌기치(1990),
｢잃어버린 전통을 재생시키면서｣(배 나딸리아). (3월 2일); 레닌기치(1990), ｢큰 인상을 준 명
절｣(김 게오르기). (3월 27일)
11) 레닌기치(1989), ｢교양의 중심처｣(리 아나똘리).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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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우시토빈스키’ 솝호즈에서는 솝호즈를 일으킨 사회주의 노령영웅들을 모르는
학생들이 ‘기억하기 위해’ 꼭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김병화’ 콜호즈에는
박물관이 있음을 지적했다.12) 또한 타슈켄트 주 알말릭 시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서 19번째 문화중앙[문화협회]을 열면서, “시내의 재소 고려인들에게 박물관, 역사
실을 조성하자”는 제의를 내놓기도 했다.13)
사실 소련시기 농촌의 선진 콜호즈에서는 콜호즈의 역사를 알리고 사회주의 이
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박물관 조성이 장려된 바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전 소련사회에 명성을 날린 사회주의 이중노력영웅 김병화를 낳은 ‘북극성’
콜호즈는 1974년 김병화 사후 주로 김병화 회장의 유물들을 모아 1978년 박물관
을 세운 바 있다. ‘토지와 인간’ 박물관(музей ‘земля и люди’)으로 명명되었으
나, 이미 1976년 콜호즈 이름이 ‘김병화’로 바뀐 상태에서 콜호즈 입구에 세워진
박물관은 자연스럽게 김병화박물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어서 2005년 김병화 탄
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보수와 함께 김병화박물관으로 공식
개칭되었다. 박물관에 들어가 왼편 방으로 가면 전면에 사회주의 이중노동영웅을
상징하는 2개의 별을 가슴에 단 김병화의 사진과 함께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조
국을 찾았다”라는 김병화의 발언이 방문객을 맞는다. 다민족ㆍ다문화 우즈베키스
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내 다른 고려인 콜호즈에서 박물관
이 세워졌는지의 여부를 필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레닌기치와 또 1991년 1월
부터 제호를 바꾼 고려일보를 통해 조사했을 뿐이다. 1989년 9월 레닌기치의
12) 레닌기치(1990), ｢항상 기억하자(절박한 문제)｣. (8월 23일)
13) 레닌기치(1990), ｢또 하나의 문화중앙이 열렸다｣.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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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외기자 장영진은 타슈켄트 주 ‘프라우다’ 콜호즈 문화궁전에 자리잡은 역사박물
관이 반 세기 동안의 콜호즈의 역사자료를 수집했다는 새 소식을 전했다.14) 다음
으로 우즈베키스탄 북부지역인 우르겐치 시 근교인 호레즘 주의 고려인 벼재배 전
문 ‘알-호레즘’ 솝호즈가 1990년 2월 음력설 맞이 행사15)에 이어, 9월에 알-호레
즘 명칭 박물관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 기자학부 3학
년생인 김 스베틀라나는 솝호즈 중앙마을의 박물관 김 인노켄티 관장과 솝호즈를
조직한 김 니콜라이를 소개했다.16) 이어서 러시아 연해주 푸칠롭카촌에서 호레즘
으로 이주하여 구를렌 구역 ‘콤무니즘’ 콜호즈의 151번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후
키르기스스탄 농업대학 기계화학부에 입학했고, 카라칼파키스탄에서 일하다 1960년
부터 호레즘에서 인민들간 화목한 가운데 일해왔다는 박물관 김이손 주임의 회고
를 실었다.17)
1991년 1월 8일자 레닌기치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가장 먼저 고려인문화협
회를 결성한 동부 페르가나 주에 페르가나 향토박물관이 열린다는 단신을 보도했
다.18) 페르가나 주 고려인문화협회는 1989년 6월 30일 협회 등록을 마치고 다음
해인 1990년 2월 처음으로 음력설맞이 행사를 조직했다. 이들은 음력 5월 5일 단
오 행사도 조직하고 20년 동안 행사를 진행했다.19) 음력설이든 단오이든 행사에는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타 민족들도 참석했는데, 1990년 2월 음력설맞이 행사에서는
페르가나 시장인 아타바예프 알리셰르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페르가나 주 민족감
14)
15)
16)
17)
18)
19)

레닌기치(1989), ｢꼴호스박물관에서(새소식)｣. (9월 1일)
레닌기치(1990), ｢정오년 설맞이｣. (2월 14일)
레닌기치(1990), ｢알호레즈미명칭 박물관｣. (9월 11일)
레닌기치(1990), ｢우리의 힘은 단결에 있다｣. (12월 5일)
고려일보.(1991), ｢페르가나 향토박물관 연다｣. (1월 8일)
2010년 6월 페르가나 고려인 단오공연팀은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단오한마당’에 초청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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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위원회 부의장인 량 레브미르 회장의 리더십 아래 페르가나 주 고려인문화협회
는 후손들과 또 페르가나 여러 민족들에게 고려인의 생활방식을 알리고자 ‘페르가
나주 고려인’ 한민족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물관은 페르가나 주립민속박물관
내 공간에 ‘페르가나주 고려인’ 박물관으로 열기로 하고, 고려문화협회 김림마와
관심을 가진 준비자들이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러시아 연해주와 타슈켄트 주의
콜호즈 등 지역으로 고려인 관련 자료와 전시품을 수집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했는
데, 불행하게도 박물관 개관 직전에 박물관 준비의 산파 역할을 한 김림마가 불의
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993년 1월 박물관 개관식에는 많은 사회인사와 지도자
들, 그리고 주정부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알마티 고려극장은 북과 가야금
을, 개막식에 참석한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최영하 대사는 그림을, 1990년
대 초반에 미국에서 들어온 한인선교사 김찬국 목사 또한 남녀 민속한복을 선물했
다. 박물관은 전시품으로 볼 때 CIS 고려인사회의 유일한 ‘고려인박물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했다. 개관한 지 3년 만에 외국인과 학생을 포함, 6만여 명이 박
물관을 다녀갔다.20)
2008년 여름 필자는 우즈베크 고려인 연구자와 함께 페르가나 주 한민족박물관
과 호레즘 주 알-호레즘 박물관, 타슈켄트 주 프라우다 콜호즈 박물관을 방문했다.
페르가나 한민족박물관은 페르가나 주립민속박물관 3층에서 페르가나 중앙마할라
건물의 한 방으로 옮겨진 상태로, 유물 관리와 전시 등 박물관의 기능이 크게 약화
된 상태였다. CIS 고려인사회를 대표할 만한 한민족박물관이라기에는 너무 초라했
다. 주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량 레브미르 회장의 사망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된

20) Ревмир Лян(2007),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ПРЕДКОВ, Издательство <<ФАРFОНА>>
을 참고할 것.

490

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의 쇠락을 보는 느낌이었다. ‘알-호
레즘’ 솝호즈의 고려인박물관은 아예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필자 일행이 솝호즈 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보니 한때 화려했던 솝호즈 고려인의
생활문화 유산들이 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었고 훼손상태도 심각했다. 현지 경찰은
곧 지방정부가 리모델링을 하여 재개관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그도 자신
의 말이 거짓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타슈켄트 주 상치르치크 구역의 선진 콜
호즈 중 하나였던 ‘프라우다’ 콜호즈의 박물관의 경우 주민들조차 박물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박물관이 위치한 콜호즈 문화궁전이 가을이면 목
화를 따러 오는 학생들의 숙소로 사용되면서 온전하게 남은 유물조차 없는 상태였
다. 수많은 고려인 영웅을 낳은 ‘프라우다’ 콜호즈의 현실과 다름아님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새롭게 단장한 김병화박물관만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유일한 한민족박물관이다. 그러나 김병화박물관도 위기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
다. 일부 전시유물을 분실한 바 있고, 그나마 고려인 학생이나 일반인의 방문도 줄
어들고 오직 한국인이 방문할 때 안내인이 나와 설명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Ⅲ. 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
1937~38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수도인 타슈켄트 주와 실크로
드 문화의 중심지인 서부의 사마르칸트, 동부 우즈베키스탄인 페르가나 계곡(페르
가나 주, 나만간 주, 안디잔 주), 북부의 우르겐치 주와 카라칼파키스탄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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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누쿠스 등 우즈베키스탄 전역으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농
촌 콜호즈 생활의 성공을 기반으로 점차 도시로 진출하기 시작한 우즈베키스탄 고
려인들은 1980년대에 전체 인구 중에 80%가 도시에 살게 되었다. 이로써 타슈켄
트 시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타슈켄트 주 고려인 콜호즈를 제외한 농촌지역 고려
인 콜호즈에서는 고려인 거주자들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콜호즈 회장의 지위도 지역민에게 넘어가기 시작했다.
오늘날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타슈켄트 주의 고려인 콜호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부재하다. 이에 필자는 기반 문화기술인 GPS와 전시, 표현 문화기술
인 3D PVR을 활용하여 타슈켄트 주(상치르치크 구역)의 고려인 콜호즈에 대한
전자문화지도를 시도하고, 현재 활동 중인 김병화박물관과 전시물을 디지털콘텐츠
화하고자 한다.

1. 타슈켄트 주의 주요 고려인 콜호즈와 GPS
타슈켄트 주의 상치르치크 구역에는 최대 고려인 인구를 가진 ‘스베르들로프’
(고려인의 명칭으로는 ‘시온고’, 현재 명은 ‘아흐마드 야사비’), 중치르치크 구역의
‘김병화’ 콜호즈보다 더 명성을 날렸던 ‘폴리타젤’ 콜호즈, 앞서 콜호즈 박물관을
건립한 바 있는 ‘프라우다’ 콜호즈, 그리고 타슈켄트 시에서 들어올 때 가장 가까
운 곳에 위치한 ‘이크’(레닌의 길)와 ‘우즈베키스탄’ 콜호즈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콜호즈들은 우즈베크 독립 이후 콜호즈의 이름들도 바뀌었지만, 현지에 사는 사람
이 아니면 길을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제대로 된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타슈
켄트의 부도심인 쿨륙에서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하고 우즈대우자동차가
생산하고 있는 6인승 마티스 미니버스가 농촌마을을 자주 왕래하면서 사람들을 실
492

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

어 나르고 있다. 교통상의 이점으로 아직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치르치크
구역을 비롯한 치르치크 구역 내의 고려인 콜호즈들은 고려인의 삶을 전할 수 있
는 그 자체로 박물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GPS와 PVR 기법을 활용한 전자
문화지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림 1. 타슈켄트 주 상치르치크 구역의 고려인 콜호즈들

문화자원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문화의 기록과 보존에 있다. 그리고 이차적 중
요성은 문화자원의 활용에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문화지도와 문화
자원의 기반기술이라 할 수 있는 위치기반기술(GPS), 전시 및 표현 기술인 3D
PVR을 통해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시간과 공간은 문화자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맥락(context)을 제공한다. 특히 문
화자원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무형의 자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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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각각의 사진에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담게 되면 시간 축, 공간 축으로
사진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GPS와 전자문화지도는 다양한 무형의 문화자원을 시각화하는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전자문화지도에 문화자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을 기록할 수 있는 문화기술이 필요하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21) 좌
표 점은 전 지구적인 시공간 좌표 점으로 유일무이하며 문화자원을 기록하고 보존
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따라서 쉽게 사라지는 역사문화나 위치변동이 심한 이주민
의 기록에 유용한 문화기술이다.22)
가. 문화자원 수집단계

문화자원(사진, 동영상, 시ㆍ공간 정보) 수집은 디지털카메라, 디지털비디오카메
라, GPS 수신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자원을 수집하여
전자문화지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수집과 기존 자료를
통한 간접적인 수집 방법이 있는데, 필자는 현지조사를 통한 문화자원 수집과 이를
전자문화지도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GPS 수신기는 보
안 목적으로 위성신호 고의 위치오차 발생(SA: Selective Availabilty)을 일으켜 정
확한 위치파악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고의오차 범위는 5~30m 이내에서 이
루어지며, 위성신호가 미약하면 고의오차 범위가 넓어진다. 위성신호가 미약한 지
역인 실내, 깊은 계곡, 숲이 우거진 지역, 빌딩 숲에서는 수신이 정확하지 못하기

21) 위치 정보는 GPS 수신기로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3개의 각
각 다른 거리를 삼각 방법에 따라서 현 위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22) 이하 문화기술 구현 부분은 한국외대 문화콘텐츠학 연계전공 김동훈 선생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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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맑은 하늘이 바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기록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자원의 유형에 따른 GPS 수신기 사용 방법이다. 각각의 GPS 수
신기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자원은 정확한 위치가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는 ‘점’과 이동경로 등 두 지점을 연결하는 ‘선’, 하나의 영역으로 표
현될 수 있는 ‘면’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자원 유형에 따른 GPS 설정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GPS 설정항목

문화자원 유형

웨이포인트(waypoints)

점(placemarks): 지점

웨이포인트(waypoints), 트랙(tracks)

선(lines): 이동경로, 방향, 거리

트랙(tracks)

면(polygon): 활동지역, 영역, 범위, 세력

나. 전자지도 구현단계

현지조사를 통한 다양한 문화자원을 다양한 전자지도에 구현하여 문화자원의
시각화를 통한 사용자의 이해와 공유, 체험을 위한 제작 단계를 이야기하고자 한
다. 여기서는 지형 브라우저 파일인 KML(Keyhole Markup Language)을 활용하
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구글어스(Google Earth)23)에서 시범적
으로 개발과정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먼저 고려인 마을 문화지도 구성요소는 첫째, 기반지도인 구글어스 위성지도,
둘째, 내용표시는 레이어 형태로 점(placemarks), 선(line), 면(polygon)으로 표시
23) http://earth.google.com/intl/ko/에서 무료 버전인 구글어스 4.3(베타) 버전을 중심으로 한다.
무료 버전 이외에도 유료 버전인 구글어스 프로(연간 400달러), 구글어스 플러스(연간 20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기능 지원의 차이이다. 전자문화지도에서 GPS 수신기와 손쉽게 연동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글어스 플러스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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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셋째, 내용정보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및 하이퍼링크를 제공한다. 이번
현지조사에 사용된 GPS 수신기는 Garmin 사의 60CSx를 사용했으며, GPS 수신
기와 PC를 연결하여 지리정보를 추출한다. 지리정보 추출 프로그램은 해당 GPS
수신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서 쉽게 추출된다.24) [그림 2]는 타슈켄트 주
의 주요 콜호즈 중 하나인 ‘시온고’에서 GPS의 트랙 정보(tracks)와 웨이포인트
(waypoints)를 추출한 모습이다.
그림 2. 트랙정보(Tracks)를 추출한 모습

24)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장비는 Garmin 사의 60CSx 제품으로, 지리정보 추출 프로그램은 해당 기
기에서 제공하는 MapSource라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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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웨이포인트(Waypoints)를 추출한 모습

[그림 2]의 이미지는 이동경로, 방향, 거리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트랙 정보를
추출한 모습이다. 점선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정보가 바로 트랙 정보다. 트랙 정보
에는 시작점과 끝점, 이동거리, 이동속도, 이동방향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문화
자원에서 다양하게 콘텐츠로 개발할 때 필요한 정보이다. 또한 트랙은 면(polygon)
형태의 정보도 저장할 수 있다. 추후 면 형태의 정보는 활동지역, 영역, 범위, 세력
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의 이미지는 주요 문화자원이 위치한 곳을 GPS 설정을 통해 웨이포인
트(waypoints)로 정보를 추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깃발 모양이 현지에서 문화
자원이 위치한 위치정보이다. 웨이포인트는 현지 시각, 위도와 경도의 좌표 점, 고
도 및 풍향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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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문화지도의 기반지도인 구글어스를 활용하여 문화자원을 전자지도
상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우선 트랙 정보와 웨이포인트 정보를 연동하여
사진, 동영상, 텍스트 오디오, 외부 링크를 통해 문화지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문화
자원을 손쉽게 식별하기 위해 심벌을 통해 콜호 그림 4. 콜호즈 문화자원 구분
즈의 문화자원을 구분하였다.
[그림 5～10]은 주요 콜호즈별로 GPS로부터
추출한 트랙과 웨이포인트에 문화자원을 상호 연
동하여 문화지도로 구현된 모습이다.
그림 5. 상치르치크 구역의 우즈베키스탄 콜호즈 문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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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치르치크 구역의 폴리타젤 콜호즈 문화지도

그림 7. 상치르치크 구역의 프라우다 콜호즈 문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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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치르치크 구역의 시온고 콜호즈 문화지도

그림 9. 주제별로 구현된 문화지도: 고려인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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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제별로 구현된 문화지도: 교육시설

전자문화지도가 가지는 장점은 데이터와 표현이 분리 가능하다는 점이다. 베이
스 맵인 구글지도는 변하지 않지만, 문화자원의 표현은 자유롭게 사용자별로 구현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문화지도의 장점을 요약하면 첫째, 사용자 참여 및 공유
가 가능하며, 둘째, 사용자가 직접 제작 가능한 개방형 지도이고, 셋째, 웹을 통한
활용성 증대를 가져오며, 넷째, GPS를 중심으로 문화자원을 융합, 분리할 수 있고,
다섯째, 다양한 멀티미디어와의 연동 및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타슈켄트 주
의 주요한 콜호즈들의 문화지도를 주제별로 구현해 보면 [그림 5~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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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슈켄트 주 김병화박물관과 3D PVR
문화 콘텐츠 생성의 단계로 다양한 문화기술 중 본 논문에서는 3D PVR의 활
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D PVR((Photographic Virtual Reality)은 일종의 사
진으로 만든 3차원 가상현실 파노라마 기법 중 하나다. 사용자가 직접 마우스로
상, 하, 좌, 우, 앞, 뒤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는 사진이다.
3D PVR은 총 3단계를 나누어 작업을 한다. 첫 번째는 촬영단계로, 일반 카메
라도 가능하지만 편의상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며, 노달포인트(nodal point;
광선의 중심점)를 축으로 하여 상, 하, 좌, 우로 정확한 각도마다 카메라를 돌려주
는 장비(rotator와 각도기)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모든 방향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겹치게 촬영한다. 두 번째는 스티칭(stitching) 단계로, 여러 장의 사진을 다시 스티
칭 툴(stitching tool: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25)로 한 장의 Sphere(원형) 또는
Cube(육면체) 이미지로 변환시킨다. 세 번째는 뷰어(Viewer) 단계로 뷰어26)를 이
용하여 사이버 공간이나 웹상에서 이 한 장의 이미지를 3차원적인 영상으로 현실
감 있게 표현하는 디지털 영상 단계다.
가. 촬영단계

3D PVR은 실제 공간에 있는 현실을 매체를 통해 사용자가 가상 경험할 수 있
게 하는 사진의 한 유형이다. 일종의 원초적 감각 입력을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정

25) http://www.ptgui.com/ 스티칭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PTGui Pro
8.0를 사용하였다.
26) 본 논문에서는 PC용 DevalVR(http://www.devalvr.co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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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대체함으로써 참여자로 하여금 실질적

그림 11. 구형 파노라마 촬영

으로 다른 장소에 있다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3D PVR 특성으로 한 장의 사진이 가지는
프레임의 한계를 벗어나 여러 장의 사진으로
제한된 화각을 보완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
어 일반 사진보다 보다 많은 문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필요 부분에 대한 즉각적 탐색
과 확대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에서 또 다른 이미지로
의 이동이 가능하여 현실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가상현실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콘텐츠 활용으로서 중요한 것은 제작비용과 구현비용이 일
반 가상현실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3D PVR을 촬영할 때 렌즈별 촬영 매수는 기본적으로 35mm 필름으로 환산하
여 촬영한다.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매수가 결정된다. DSLR 중 풀 프레임(full
frame) 아닌 크롭보디일 경우 디지털카메라 렌즈의 화각을 반드시 35mm 필름 초
점거리로 환산해서 촬영 매수를 정해야 한다. [그림 12]는 3D PVR 촬영 시
17mm 렌즈로 촬영하여 수평 8장과 +50도에서 4장, -50도에서 4장, 총 16장의 이
미지를 촬영27)한 것이다.

27) 렌즈별 촬영 매수는 기본적으로 35mm 필름으로 환산하여 촬영하였을 때 각 초점거리별 매수가
결정된다. DSLR 중 풀 프레임이 아닌 크롭보디일 경우 디지털카메라 렌즈의 화각을 반드시
35mm 필름 초점거리(화각)으로 환산해서 촬영 매수를 정해야 한다. 촬영 매수 결정은 로테이터
기기에 따라 값이 정해져 있어 확인 후 촬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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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김병화박물관 3D PVR로 촬영한 모습

나. 3D PVR 제작단계

3D PVR 제작단계28)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스티칭 프로그램(Stiching Program) 설정

스티칭 프로그램이라 함은 개별 촬영된 사진 이미지를 붙여 하나의 구형 이미지
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촬영사진 데이터를 스티칭 프로그램 내로 읽어들이고
파노라마의 전체 각도, 사진 장수, 렌즈의 화각, 사진의 해상도 등을 설정함으로 준
비가 완료된다.
2) 스티칭(Stitching)

스티칭 프로그램으로 읽어들인 각각의 사진들의 겹쳐지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28) http://www.panoguide.com/howto/에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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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한 장의 파노라마로 연결하는 과정이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진행(일부 오류가 발생할 경우 또는 미세한 부분은 수동으로 조정 가능)된다.
3) 브렌딩(Blending)

스티칭이 완료된 사진은 사진들을 수평으로 길게 잘라서 붙여놓은 것이므로 위
아래가 들쭉날쭉한 상태이다. 이것을 깔끔하게 연결하여 처음 시작 부분과 마지막
을 원통형으로 연결하여 실제 파노라마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으로, 3D PVR
의 해상도에 의한 사진의 사이즈, 웹에서의 구동 방법 등을 조절한다.
4) 압축(Compressing) 및 저장(Save As)

브렌딩된 3D PVR을 인터넷 등에서 구현하기 좋도록 적당한 크기로 압축하고
구동되는 프로그인(Plug-in)을 설정하여 VR로 만드는 과정으로, 압축 비율이나 저
장되는 이미지의 포맷 및 크기를 조절한다.
[그림 13]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병화박물관을 3D PVR로 구현한 결과의 모
습이다.
[그림 13] 스티칭으로 구현한 김병화박물관 외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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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VR로 구현한 김병화박물관을 다양한 이미지와 동영상, 텍스트와 결합하여
하나의 가상박물관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현된 3D PVR은 추후
전자문화지도에 연동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콜호즈에서 총 12곳을
3D PVR로 촬영하여 추후 가상박물관을 위한 자료를 모은 바 있다. 이렇게 구현
된 김병화박물관은 여러 가지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스토리텔링, 전시기
술, 미디어와 결합하여 박물관, 문화연구소, 문화관련 산업체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동이 불가능한 문화자원, 소멸되는 문화자원의 표현에 유용하다. 또한 인터
렉티비티(interactivity: 쌍방향) 체험형 문화기술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생생한 체
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 글은 다문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민족ㆍ다문화 사회 속에
살면서 존중받는 소수민족으로 성공 스토리를 써온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의 경험
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다민족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고
난을 딛고 성공 스토리를 써온 한인동포인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생활문화를 보여
주고 있는 한민족박물관들이 오늘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필자
의 주장이다.
2010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유럽팀장은 서울신문 기고글 ｢중앙
아시아 고려인 인재양성 시급하다｣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에 대한 지원을
무엇보다 인재양성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고려인 동포를 대상
으로 한 국비초청을 대폭 늘려 장차 우즈베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공학, 경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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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관광 분야 등의 전문가로 육성하고, 나아가 고려인의 정체성 복원을 위
해 우즈베키스탄에 한민족학교나 한국대학교를 서둘러 설립하자는 내용이었다.29)
필자 또한 2007년 11월 제1회 한ㆍ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의 발표글 ｢‘문화의 시대’
한국-중앙아(고려인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에서 네 가지 주장을 결론적으로 제
시한 바 있다.30)
그런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타슈켄트 주의 고려인 콜호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북(예, 지도)조차 부재하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기반 문화기술
인 GPS와 전시ㆍ표현 문화기술인 3D PVR을 활용하여 타슈켄트 주(상치르치크
구역)의 고려인 콜호즈에 대한 전자문화지도를 시도하고, 현재 활동 중인 김병화박
물관과 전시물을 디지털 콘텐츠화, 가상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필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고려인 연구자와 한국에 유학 중인
고려인 학생, 현지 대학의 고려인 학생 등을 네트워킹 하고 정례 워크숍을 실시한
후 직접 현지조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조사연구팀을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과 우즈베크 정부 차원에서 공동 방송제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협력 프로그램에 고려인 차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극히 적
29) 서울신문(2010. 8. 10),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재양성 시급하다｣.
30) 당시 필자의 첫 번째 주장은 ‘중앙아 전통문화예술인 초청 및 현지에서의 공동 프로그램 시행’이었고,
두 번째 주장은 ‘문화소외지역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캠프의 확대 및 정례화’였다. 특히 두 번째 주장
은 마침 2007년 9월 추석을 맞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arte.or.kr/mIntro/10.html)이 음
악인 예민 씨를 우즈베크 타슈켄트 주 고려인 마을의 아동 음악캠프 프로그램, ‘폴리타젤 콜호즈
고려인의 희망가’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었다. 방과 후 13일 동안의 캠프를 통해 한글도 잘 모르
는 고려인, 우즈베크 아동들이 한국의 동요를 배우고 그 결과를 17년 동안 폐쇄된 상태인 콜호즈
의 문화궁전에 고려인 주민을 초청하여 성공적인 공연을 한 내용이었다. 세 번째 주장은 ‘우즈베
크 대학 한국어과에 한국문화정보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이었고, 네 번째 주장은 ‘한ㆍ중앙아시
아 청소년 영상캠프 시행’이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
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고려인 청년과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등의 교육을 시키자는 내용이다.

50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다. 고려인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은 대규모보다는 한국인 연구자와 현지 고려인
연구자를 참여시키면서 고려인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중앙아시아, 특히 20만 내외의 고려인이 살고 있고 한국어 열풍과 코리안 드림
이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우즈베키스탄 국가와 한국의 교류협력에 고려인의 존
재는 특별하다. 존중받는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고려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기업
의 진출이 용이했으며,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의 한국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양국간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한 차원 높아지기 위해서는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립민속박물관의 별도 공간에
우즈베키스탄인의 생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물도 필요한 때다. 한국정부가 주
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내 아직 기능을 하고 있는 김병화박물관을
사이버 박물관으로 구축하고, 소멸될 위기에 처한 다른 한민족박물관의 자료를 다
시 모아 전시하며 또한 이를 디지털화하는 노력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좋은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2010년 3월 고려인들이 ‘시온고’라고 부르
는 상치르치크 구역 고려인 마을에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고려인 독거노인을 위한 아
리랑 요양원이 개원했다. 요양원 건물 내의 박물관 공간과 요양원 내의 넓은 공간에
‘알-호레즘’ 솝호즈 박물관, ‘프라우다’ 콜호즈 박물관 등 고려인의 생활문화 관련
전시물들(사진자료 등)을 이전,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 특히 우즈베크 사
회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공신력을 쌓아온 한국교육원과 KOICA와 협력하면 결코 어
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생활문화자료 전
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과 고려인 연구자 등이 주체자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에 현지 교육기관으로 거의 유일하게 한국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방학대학 한국어문학과(고려인 연구자)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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