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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브릭스(BRICs) 국가들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중동, 아프
리카 지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한국
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국가들은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으나, 발전 방법과 방향에서 각 국가의 역사 및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은 석유 및
가스, 광물 등 자원에너지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세
계 주요국의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
가들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IT,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부문의 발전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신흥경제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세계 여
러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
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신흥경제국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지역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5∙

머리말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 중 ‘논문 공모 사업’은 국내에서 신흥경제국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논문을 공모하고 발간하여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은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어 크게는 8개 지역(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2012년도 논문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본원 신흥지역연구센터의 이장규 소장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을 총괄했습니
다. 격무 속에서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온 이장규 소장의 노고 덕분에
이 연구 논문집이 발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의 선정 단계부터
연구의 중간심의와 최종심에 좋은 논평을 해주어 각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원내외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들 드립니다.
이 논문집 발간이 신흥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과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의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협력이 증진되
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들의 개인
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 논문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
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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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
성 동 기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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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다. 그는 경쟁 없는 권위주의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사실
상 종신대통령으로서 군림하고 있다.1) 그의 이러한 장기집권은 자신과 해당
국의 정치엘리트들이 과거 공산당 출신이며, 소비에트세대라는 시대적 의식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당국의 유권자들 역시
이들과 같은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구시대적인 정치문화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2) 카리모프 대통령이 장기간 집권
1) 경쟁 없는 권위주의체제는 다음의 문헌 참조. Levitsky and Lucan(2002), pp. 51~65. 이슬람
카리모프의 집권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 참조. 성동기(2009), pp. 3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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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국 내 야당, NGO, 국민의 저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인권탄압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왜곡된 자본주의 시스템인 이중환율
과 실질적인 태환불허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좌가 장기화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소비에트라는 세대 간
동질적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4)
지금까지 위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상황은 잠재적인 불안의 관점
에서 주로 분석이 되어왔을 뿐 왜 카리모프 정권이 평화로운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
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들은 해당국의 민주주의 상황이 악화되는 원
인으로 씨족(clan) 중심의 지역파벌 구도에 집중되고 있다. Akiner(1994)는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파벌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 지방의
씨족(clan)들이 결합된 부족(tribe)이 그 근간을 이루며, 이들의 구성관계와
내부적인 결속은 후원네트워크(patronage network)를 통해 유지된다고 주장
하였다. Roy(2000)는 소비에트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씨족이 어
떻게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독립 이후 해당국에서 어떻게 기능
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특히 국제위기그룹(ICG)은 2001년도 아시아 보고
2) 성동기 외(2010), pp. 213~237.
3) 2005년 5월에 발생한 안디잔사태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반정부적 저항을 보여주었으나,
해당 정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이 끝난 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저항이 확산되기는커녕 지금
까지 별다른 문제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4)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는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 해당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제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었으며 외형적으로도 반
정부 저항의 움직임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2011년부터 우즈베크 시민들에게 스마트폰 보급
과 저렴한 3G 이용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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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Asia Report)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고 있는 후원네트워크들은 ‘Fan’,
‘Surkash’, ‘Samarqand’, ‘Tashkent’, ‘Kharasm’ 등과 같이 5개라고 명시하면
서 이들이 독립 이후부터 치열하게 권력게임을 전개해왔다고 분석하였다.5)
Akerman(2002)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역
사적으로 경험이 없다는 점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수백 년간 내려온 정치
문화인 씨족정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종
합적으로 체계화시킨 Collins(2006)는 중앙아시아의 지역파벌은 해당 지역
의 역사를 통해서 분석되어야만 그것의 형성, 특징,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시스템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개혁은 진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후자의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장기개발독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분석한 Treacher(1996)가 근
접해 있는데, 그는 독립 당시 해당국의 환경적 요인들(종족적 문화-사회 양
상, 이슬람, 민족주의, 민주주의 불신, 경제개혁 요구, 자국의 러시아인 문
제 등)이 권위주의 체제로 접어드는 데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지적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왜 카리모프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는가에 대한 의문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성동기, 최준영,
조진만(2010)이 Treacher의 분석에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추가
하여 왜 해당국에서는 개발독재의 패러독스가 발생하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현재 카리모프 정권은 자신에게 도
전하였던 지역파벌들과의 권력게임에서 승리하였으며, 국민들의 저항을 확

5) ICG Asia Report(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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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다고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동시대 정적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을

뿐이며

그에게

새로운

도전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McGlinchey (2009)의 연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009년에 발표한 자
신의 논문에서 현재 카리모프 정권이 자신의 통치를 보다 공고하게 구축하
기 위해 해당국의 독립세대를 위한 의식화 프로그램과 친정부 성향의 차세
대 엘리트 양성 전략을 추진한다고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에 ‘구소련 붕괴 이후 출생한 독립세대’(이후부터는 ‘독립세대’라고 칭함.)가
해당국 인구의 47%를 차지한다는 위기감을 인식한 카리모프 정권이 이들을
대상으로 정권을 안정시키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주장은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사회적 미래는 세
대 간의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와 독재에 익숙한 소비에
트 기성세대와 달리 독립세대는 자신들이 해당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수
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유권자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소비에트 기성세대와 성장한 시대적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해당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카리모프
정권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시(наши)’와 같은 친위단체를
양성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독립세대 엘리트들을 육성하려는 전략들을 통해
오히려 친정부 성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해당국의 미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독립세대가 소
비에트 기성세대와 어떻게 시대적 인식의 차이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기 위
해 이들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 분석을 통해 정치의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슬람은 해당국 국민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이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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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트 기성세대는 이슬람을 통한 종교 활동이 금기시된 시기에 살았던 반
면에 독립세대는 자유롭게 이슬람을 믿을 수 있는 시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와 비교했을 때 이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치의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한다면,
미래에 해당국의 정치 ․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의 역사와 성향에 관한 분석. 해당국은 중앙
아시아 전체 무슬림 인구 가운데 절반을 차지할 만큼 신도 수가 많았지만
소비에트시기에 종교 활동을 실질적으로 금지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국의 역사에서 이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성향을 먼
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당국 독립세대가 가지는 정치적 ․ 사회적 의미. 독립세대는 기존
의 소비에트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이들은
2015년에는 해당국 인구의 47%를 차지할 만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대가 가지는 정치적 ․ 사회적 의미는 해당국의 미래
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 분석. 여기서는 독립세대가 이슬
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것이다.
넷째, 독립세대의 종교관에 따른 정치의식 분석. 여기서는 위의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독립세대가 어떠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
이다. 이들의 정치의식이 기존의 소비에트세대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인지를 조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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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의 역사와 성향에 관한 분석
중앙아시아로 이슬람을 전도한 집단은 일반적으로 아랍의 침략으로 인
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에 중앙아시아 집단은 조로아스
터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의 전도행위는 단순한 무력행사로 끝나고
말았다.6) 따라서 본격적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전도는 당시 이 지역을 지
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계 사만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종교
의 전파가 상부계층의 정치적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하부계층으로 내려가는
것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상부와 하부계층이 동시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
였다. 이후 중앙아시아에는 다른 종교가 아닌 이슬람만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소비에트체제를 겪는 과정
에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사
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에 중앙아시아에서 세
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그드와 1차 남하한 투르크 집단이 세력을 장악한 상
황에서 아랍은 이 지역에 무력으로 침략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슬람
전도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원주민이었던 소그
드인들은 당시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의 이슬람 전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저항하였다. 그 결과 소그드의 민족과 문화는 아랍에
6) 우즈베키스탄 민중사 I(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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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거의 말살당하고 말았다. 반면에 튀르크 집단들은 탈레스전투를 통해
아랍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이슬람화 과정을 밟게 되었지만 상부계
층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개종하였다. 사만조가 아랍세력을 몰아내고 중
앙아시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슬람의 전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후 2차 튀르크집단의 남하와 국가 건설이 전개되면서 사만조는 통치수단으
로서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몽골의 침략과 지배,
티무르왕조의 무수한 정복전쟁, 그리고 우즈베크족과 카자흐족의 남하와
분열로 나타난 연속된 불안정한 정세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종교의 본질을
찾게 하는 수피즘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특히 낙시반디(Sheikh Bahautdin
Nakshbandi, 1318-1389) 등을 통한 수피즘의 확산은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수니와 시아와는 다른 특징을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또 다른 중앙아
시아 이슬람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은 러시아제국주의의 중앙아시아 진출
을 대해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났던 ‘자디드운동(Jadid Movement)’이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슬람개혁운동으로 서양의 우수한 기
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비폭력운동이었다. 이후 소비에
트체제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종교탄압이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
슬람에 대한 무슬림들의 의식이 중동의 무슬림들과 다른 진화된 과정을 겪
게 되었다.7)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랍의 중앙아시아 침략 이후 이 지역은 과거와 동일하게 끊임없
는 동시대 강대국들의 침략과 지배과정을 거쳐야 했다. 따라서 이 지역의
7)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전파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 참조. 이희수(2000), pp. 259~279; 우
덕찬(2000), pp. 158~173; 이문영(2003), pp. 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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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세력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사회적 불안이 지속됨으로 인해 이슬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종교 본질을 찾고자 하는 수피즘 성
향이 강하게 확산되었다. 둘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비폭력저항운동인 자
디드운동은 정치적인 경향보다는 자강적인 의미를 통해 제국주의를 극복하
고자 했기 때문에 현재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비폭력적인 성향에 영향을 주
었다. 셋째, 중앙아시아에는 유목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대다
수의 유목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종교 생활에는
여전히 민간신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 소비에트의 이슬람
탄압과 소비에트 교육의 강화는 8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무슬
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8)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지도층의 대부분이 구공
산당 출신이며 이들이 시행하는 자국의 이슬람 정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특히 Dobson이 1992년 8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를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주민들의 이슬람에 대한 의식 구조를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 중 카자흐스탄 27%, 키르기스스탄 14%,
우즈베키스탄 43%가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카자흐스탄 30%, 키르
기스스탄 24%, 우즈베키스탄 32%가 이슬람이 과거에 했던 것만큼 큰 역할
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
들 중에서 단지 20%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그 이상 모스크에 간다고 했으
며, 46%가 1년에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간다고 대답했다. 결론적으로 이슬
람을 믿지 않는 자와 1년에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모스크에 간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그 이상 모스크에 간다고 대답한 사람
8) 소비에트체제의 이슬람 탄압과 경쟁 없는 권위주의체제에 관한 각각의 연구는 다음의 문헌
을 참조하시오. 우즈베키스탄 민중사 I(1997); Geoffrey(1977), pp.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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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3배나 많았다(Dobson 1994). 결론적으로 현재의 중앙아시아 이
슬람이 가지는 형태는 위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중동의 이슬람과
는 다른 모습으로 재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하였지
만, 소비에트 세대들이 권력을 승계하고 같은 소비에트세대의 주민들이 이
들을 지지하면서 중동과 같은 이슬람 성향은 이 지역에 발생하지 못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신생국의 초기 통치자들은 자국에 이슬람이 부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고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중정책을 통해 통제
하였다.9)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방치되었던 이슬람 유적의 복원과 새로운
신학교 및 사원을 건립하여 이슬람을 자유롭게 믿으려는 무슬림들에게 종
교활동의 공간을 제공한 반면에 이슬람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 세력을 만들어갔던 중앙아시아의 극단
적 이슬람을 표방하는 단체와 추종세력은 실질적으로 9 ․ 11테러와 대탈레
반 전쟁을 기점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10) 그러나 여전히 중앙아시아의 통
치자들은 이슬람 세력의 반정부적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국
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만연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주민들이 이슬람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2005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안디잔사태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개선시켜 달라는 안디잔 시민들
의 시위를 해당국 정부가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하였는데, 그 이유는
9)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우덕찬(2001), pp. 287~288.
10) 주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는 이슬람재생당, 아
돌라트, 헤즈볼라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탈레반 전쟁 이후로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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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세력이 이들을 선동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
람이 정치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우즈베키스
탄 정부의 정치적 탄압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
사적으로 형성된 이 지역의 이슬람이 세속적이기 때문이다.

2. 해당국 독립세대가 가지는 정치적 ․ 사회적 의미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국의 인구는 2012년 1월 1일
에 2,950여만 명이며, 이 중에서 51%는 도시에, 나머지 49%는 농촌에 거주
하고 있다.11) 이 수치는 중앙아시아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
이다. 우즈베키스탄 인구 현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5세에서 65세
까지의 연령대가 전체 인구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중간연령(median age)
이 25.7세라는 것이다.1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이 되면 구소련 붕
괴 이후에 출생한 우즈베크 독립세대가 1,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해당국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한다.13) 이 수치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각국의 인구보다 많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존
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4)

11)
12)
13)
14)

http://www.stat.uz/press/1/3399/(검색일: 2012.09.12).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z.html(검색일: 2012.09.12).
McGlinchey(2009), p. 1139.
2010년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은 우즈베크인이 해당국 전체 인구의 81.4%를 차지한다고 발
표했다(http://w ww.stat.uz/upload/iblock/f0f/Uzb_ru.pdf(검색일: 2012.09.12)). 따라서 해당
국 전체 인구의 20%가 되지 못하는 전체 소수민족들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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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독립세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우즈베크인 소
비에트 기성세대와는 달리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소
비에트시기에 출생한 우즈베크인 기성세대들은 ‘소비에트화(Sovietization)’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단일한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즈베크 독립세
대는 구소련이 붕괴하고 체제전환기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
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Ziyaeva(2006)는 이를 보다 구체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국의 독립세대를 출신, 성장배경, 학력 등을 기
준으로 이들이 가지는 정체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서구 지향적인 독립세대. 이들은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는 교육 선진국들이 해당국에 제공하는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해외 학교들과 체결된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당국 대통령
이 선발하는 해외유학 장학생 선발 제도인 우미드 재단(Umid Foundation)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장단기로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프로
그램을 통해 해외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매우 우수한 학업성적
을 받아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타슈켄트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외로 유학을 나가는 자는 독립세
대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15) 그러나 이들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
15)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는 일반중등교육(The General Secondary Education) 기관에서 법으
로 규정된 의무교육 기간인 9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직업전문대학
(professional colleges)과 아카데미 라이시엄(academic lyceums)에 진학하여 3년을 수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졸업하면 취업을 선택해야 하고, 후자를 선택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후자로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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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베키스탄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교육 선진국에서 유학을 마
친 이들은 가급적 현지에 남기를 희망하지만 대부분은 귀국을 해야만 한
다.16) 현지에서 선진 문물을 체험한 이들은 해당국의 실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는 민족정체성과 전통에도 큰 의미를 부여
하지 않고 서구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국에 진
출한 외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선호하며, 기회가 되면 다시 해외로 나가려
고 시도한다.17) 둘째, 교외 지역 출신의 독립세대. 이들의 대부분은 중소규
모의 도시에서 출생하고 우즈베키스탄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리
고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최우수 학생군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잡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들은 카리
모프 정권이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독립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긍정적으
로 수용하고 자신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전통 유지를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전체 독립세대에서 이들의 수가 두 번째로 많다. 셋째, 농촌 출신의 독립세
대. 이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지방의 농촌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기보다는
에 진학한다. 현재 해당국에서 일반중등교육 과정을 마치는 학생은 평균 52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30만 명은 직업전문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아카데미 라이시엄을 이수한다.
그런데 후자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5만 1천 명 정도가 해당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진학
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6,200명 정도만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http://eacea.
ec.europa.eu/tempus/participating_countries/higher/uzbekistan.pdf(검색일: 2012.09.02)).
16) 우미드 재단(Umid Foundation)을 통해 해외에서 유학하는 이른바 대통령 장학생들은 학업
을 마치면 반드시 귀국하여 5년을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학생의 부모가 유학비용 일체를 이 재단에 갚아야만 한다.
이 외의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은 이러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
류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직업을 현지에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대부분 귀국을 한다.
17)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힘들다. 우즈베키스탄의 폐쇄
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수도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회가 되
면 해외로 이주하려고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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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사회활동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시장에서 장
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등과 같은 해외로 이주
노동을 떠나서 현지에 불법 체류하는 자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18) 전체 독
립세대에서 이들의 수가 가장 많다. 넷째, 상류계층의 독립세대. 이들의 대부
분은 대도시 출신이며 자신의 부모들이 해당국의 권력층에 있다. 앞에서 언급
한 서구 지향적인 독립세대와 달리 이들은 자비로 유학을 떠날 수 있는 재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장 앞서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과 같은 부
류들이 어울리는 사교모임에 참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층과 밀접한 친분
을 쌓을 기회를 가진다. 다섯째, 방치된 독립세대. 이들은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장했으며, 독립세대 전체로 보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범죄자 집단으로 분류된다.
위와 같이 분류된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세대가 가지는 특징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해당국의 정치시스템과 정치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역파벌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다. 씨족 중심의 지역파벌이 형
성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확고히 구축해야 하고 그들의 충성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독립세대는
출신지를 벗어나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기성세대보
다 많기 때문에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
18)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해외로 이주노동을 떠난 우즈베크인은 200만 명 정도이고, 이들
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해당국 GDP의 8%에 달한다(http://www.fergananews.com/
article.php?id=5206(검색일: 2012.09.21)). 이들 중에서 독립세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알
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세가 되면 해외 이주노동으로 떠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
에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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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서구 지향적인 독립세대의 경우 지역 정치성과 민족정체성은 고
사하고 국가정체성마저도 흔들리고 있으며, 교외 지역 출신 독립세대의 경
우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농촌 출신 독립
세대의 경우 해외 이주노동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의 정도가 갈수록 낮아질
수 있으며, 상류계층의 독립세대는 권력층에 속하기 때문에 카리모프 정권
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파벌들은 그 세력이 약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둘째, 점진적으로 정치의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즈
베키스탄은 권위주의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행
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저항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해외 유학과 이주노동을
경험한 독립세대들은 의식이 변화되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고 하고 있다. 셋째, 세대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독립세대가 지역파
벌 구조와 권위주의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
로 우즈베키스탄 사회는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기성
세대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한다. 따라서 독립세대가 이러한 전통으로부
터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와 같이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독립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는 독립세대가 있는 반면에 불만을 가지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대 내부 간의 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독립세대가 향후 우즈베키스탄 정치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리모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향한 정책이 필요했
다. 특히 2014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의 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시민은 투표권을 18세부터 가진다. 이것은 2009년
부터 해당국의 독립세대들이 투표권을 처음으로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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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이 최초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2014년은 독립 이후 전개된
우즈베키스탄 선거 역사와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표 2-1. 1985~96년도 우즈베키스탄 출생자 수

출생연도 / 2014년도 연령

출생자 수(x1,000)

1985 / 29

679.1

1986 / 28

708.7

1987 / 27

714.5

1988 / 26

697.1

1989 / 25

668.8

1990 / 24

691.6

합계

4,159.8

1991 / 23

723.4

1992 / 22

710.5

1993 / 21

692.3

1994 / 20

657.7

1995 / 19

678.0

1996 / 18

634.8

합계

4,096.7

자료: http://www.demoscope.ru/weekly/ssp/sng_bir.php(검색일: 2012. 09. 02).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총 유권자 수는 1,476만 5,444명이었다.19) [표
2-1]에서 보듯이, 2014년이 되면 18세부터 24세까지의 독립세대 유권자 수
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수로 추정을 하면 대략 400만 명을 넘어
선다. 이는 2007년도 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27%에 해당한다. 여
기서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시기인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출생한 수가 대

19) http://en.wikipedia.org/wiki/Uzbekistani_presidential_election,_2007(검색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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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41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에트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유권자는 81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는 2007년도 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57%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2014년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
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유권자의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카리모프 정권
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도전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 사회적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독립세대의 정치성향과 의식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소비에트세대와 달리 소비에트체제에 대한 무경험, 이슬람을 자유
롭게 믿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본주의체제하의 성장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의식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3.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
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 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국의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 동부지방의 안디잔(Andijan), 중서부지방의 나보이
(Navoiy)를 선택하였다. 타슈켄트는 우즈베크인과 기타 소수민족들이 각각
절반씩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과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 해당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독립세대가 가지
는 이슬람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선택하였다. 안디잔
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5년 안디잔사태가 발생한 반정부 성향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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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독립세대가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
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보이는 이슬람 성향이
위 두 도시의 중간 정도로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선택되었다. 둘째, 설문대
상자는 위의 세 도시에서 각각 100명씩 다른 성향을 가지는 독립세대로 선
발하였다. 타슈켄트에서는 20~23세에 해당하는 우즈베크 대학생을, 안디잔
에서는 20~23세에 해당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그리고 나보이에서는 안디잔
과 마찬가지로 20~23세에 해당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선택하였다.20)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Ziyaeva(2006)가 독립세대를 성향별로 구분한 것을 바탕으
로,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농촌 출신의 독립세대(안디잔과
나보이)와 그다음을 차지하는 교외 지역 출신의 독립세대(타슈켄트)가 실
제로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대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선택은 또한 도시와 지방, 그리고 지방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셋째, 설문지 문항. 설문지 문항은 Dobson이 1992년 8
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중앙아시아 신생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 시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지금의 독립세대와는 거리가 먼 소비에트세대였다. 따라서 그가 실시한 설
문조사 시기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이들과 다른 세대인 독립세대에게 동
일한 질문을 한다면, 이슬람의 태도에 대한 시간과 세대 간의 차이점을 발
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0) 타슈켄트에서의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8~24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안디잔과 나보이는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주)우즈-동양’과 ‘(주)NK’ 우즈베키스탄 공장의 지원을
받아서 2012년 8월 10~31일에 걸쳐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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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생각합니까?
표 2. 무슬림으로서 인정하는 정도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그렇다

82

95

93

그렇지 않다

18

5

7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81%를 차지하는 우즈베크인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이며, 해당국 전체의 이슬람 인구는 88%로 추정된다.21)
이는 우즈베크인과 해당국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민족들을 포함한 수치이
다. 설문 1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 대학생들 중에서 자신을 무슬림
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이렇게 응답한 대학생들은 자신
의 여권에는 민족을 우즈베크라고 표기하지만 실제로 우즈베크인 아버지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2세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들 부모의 대부분은 소비에트체제에서 엘리트 그룹에 속했으며, 종교가 없
었다. 둘째, 반면에 안디잔과 나보이는 각각 95%, 93%로 자신이 무슬림이
라고 주장하였다. 무슬림이 아니라고 답한 자들의 성향은 타슈켄트의 경우
와 유사하다. 따라서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공존하는 타
슈켄트에서 성장하고 소비에트시기에 엘리트였던 부모를 둔 우즈베크인 독
립세대는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Dobson의 설문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가
21) http://caf.kiep.go.kr/caf/contents/m122100/view.do(검색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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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 1의 질문에 대한 응답 중에서 우즈베크인 43%
가 무슬림이 아니라고 했다(Dobson 1994). 당시에는 ‘소비에트화’ 과정을
거친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왔지만, 지금의
독립세대는 소비에트체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자유가 있는 시기에
성장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지 20년이 지난 기간 동안에 소비에트세대가 이슬람을 다시 믿게
되면서 이 영향이 자신들의 자녀들인 독립세대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 1에서는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인식했을 때, 응답자들은 무슬림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이 설문 1을 읽거나 들
었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슬림인지 아닌지 답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
을 무슬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예배의례의 수행, 라마단, 하
지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우즈베크인 독립세
대에게 제시하였다.

2. 당신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립니까?
표 3. 예배에 대한 인식의 정도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그렇다

26

35

30

그렇지 않다

74

65

70

설문 2의 질문은 무슬림이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믿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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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5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규정이다.22) 설문 1에서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달리, 무슬림이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규정인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린다고 답한 비율은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각각 26%,
35%, 30%에 불과하였다.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정의한 독립세대의 2/3가 예
배의례 수행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 대학생들이 다른 두 도시의 독립세대 노동자보다 지
키지 않는 수치가 더 높았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도시에 거주
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아랍과는 달리 하루 다섯 번 시간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찾기란 힘들다. 따라서 설문 2에 나타난 예배를 지킨다는 수
치 역시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당신은 금요일 집단예배에 가십니까?
표 4. 집단예배에 대한 인식의 정도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그렇다

37

45

42

그렇지 않다

63

55

58

설문 3은 믿음의 기둥에 포함되는 예배의례의 수행 중에서 금요일 집단
예배의 참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문 1에서 자신

22) 이슬람에서 규정하는 믿음의 기둥(혹은 신앙의 기둥, 의무규정)은 첫째 신앙의 증언, 둘째
예배의례의 수행, 셋째 종교적 납부금, 넷째 라마단, 다섯째 하지(메카 순례)와 같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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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슬림이라고 정의한 비율과 높은 차이를 보인다. 현실적으로 하루 다
섯 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지키기 힘든 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금요일 12시에 시작하는 집단예배에는 참
가하는 것이 무슬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도시의 독립세대가 금요일 예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답
한 비율이 50%를 상회한다. 비록 설문 1의 질문과 비교할 때 참가하지 않
는 수치가 낮게 나타나지만, 여기서도 우즈베크인 독립세대의 예배의례 수
행 준수는 무슬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이다. 설문 3을 분석해보
면, 타슈켄트의 우즈베크인 대학생들이 다른 두 도시보다 참여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안디잔과 나보이의 독립세대가 공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금요일 집단예배에 참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슈켄트 응답
자들이 자신을 무슬림으로 규정하는 데 의문을 가지게 한다.

4. 한 달에 보통 몇 번 사원에 가십니까?
표 5. 사원방문의 정도(한 달 기준)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전혀 가지 않는다

45

25

33

1~2회

30

30

35

3~4회

6

15

12

5~10회

4

12

5

10회 이상

15

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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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4는 설문 2와 3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
시한 질문이다. 만약에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규정한다면, 최소한 금요일 집
단예배에는 참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 달에 최소 4번은 사원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설문 4의 응답을 살펴보면 예상 밖의 결과를 알 수 있게 한다.
3~4회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 도시 각각 6%, 15%, 12%에 달한다. 한 달
에 사원에 전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들이 세 도시 각각 45%, 25%,
33%로 나타났다. 반면에 10회 이상 간다는 비율은 각각 15%, 18%, 15%였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슈켄트의 우즈베크인 대학생들이 전혀 가지 않
는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두 도시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10회
이상 사원에 간다고 응답한 경우는 세 도시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것은 자
신을 무슬림이라고 규정하려는 독실한 신자가 직업의 종류와 세 도시의 특
징 여부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서도 Dobson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당시에 질문 4의 응답에 대해서 20%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그 이상 모스크
에 간다고 했다. 역으로 설명하면, 80%가 한 달에 전혀 사원을 가지 않았다
고 답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설문 1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화 과정을 거친 세대이기 때문에 이
러한 답변이 나왔다. 둘째, 예배를 하려고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소
비에트체제에서 이슬람 사원은 거의 대부분 창고로 사용되거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원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
서 Dobson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변변한 사원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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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에 보통 몇 번 사원에 가십니까?
표 6. 사원방문의 정도(1년 기준)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전혀 가지 않는다

29

22

23

1~2회

16

18

16

3~4회

12

14

15

5~10회

12

14

13

10회 이상

31

32

33

설문 5는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느
끼게 만드는 질문이다. 먼저 1년에 사원을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세 도시 각각 29%, 22%, 23%로 나타났다.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도 타
슈켄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년에 10회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
은 세 도시 각각 31%, 32%, 33%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설
문 4에서 한 달에 1~2회 사원에 간다는 비율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던 세 도시의 우즈베크인
독립세대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도 Dobson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 나타난다. 설문 5에
대한 당시의 응답은 46%가 1년에 1회 또는 그 이하로 사원에 간다고 했다.
역으로 말하자면, 54%가 1년에 한 번도 사원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세
대는 이 비율의 절반보다 낮게 사원에 전혀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
한 차이점의 원인 역시 설문 4에서 분석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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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마단을 준수합니까?
표 7. 라마단의 준수 정도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그렇다

97

98

97

그렇지 않다

3

2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라마단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이슬람의 믿음의 기둥에 포함되는 규정이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세
도시의 우즈베크인 독립세대는 예배의례의 수행이라는 믿음의 기둥을 제대
로 지키지 않았다. 반면에 라마단에 대해서는 97% 이상이 준수한다고 응답
하였다. 실제로 라마단 기간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 설문 6의 비율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소비에트 엘리트 출신들은 이를 제대
로 지키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은 세대를 불문하고 라마단을 철
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23) 이것은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응답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 라마단을 지킨다는 결과로 연결된다. 설문 2, 3, 4, 5의 비율을
참고하면, 해당국의 우즈베크인 독립세대가 라마단을 준수한다는 응답도
위와 유사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라마단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배의례의 수행은 실
제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독립세대에게
직접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23) 우즈베키스탄에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은 하지만 흡연은 하는 독립세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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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바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번 그리고 금요일 집단예배
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예배의례 수행으로부
터 자유로운 의식을 가지는 독립세대의 태도. 안디잔과 나보이에서 설문조
사를 하는 데 지원을 했던 (주)우즈-동양과 (주)NK의 작업장에는 예배실이
없다고 했다.24) 그리고 만약에 우즈베크인 직원들 중에서 금요일 집단예배
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위 기업들이 허락은 해 준다고 했다. 한국인
관리자의 증언에 따르면, 우즈베크인 직원들이 예배의례 수행을 위해서 예
배실을 제공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적도 없었고, 실제로 금요일 집단예배에
가는 이들의 수도 극히 적다고 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즈베
크인 독립세대는 예배의례 수행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크 독립세대는 자신들이 라마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하지를 위해서 메카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8. 하지의 준수 정도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반드시 가야만 한다

43

55

52

상황이 허락하면 간다

52

43

46

대체로 가고 싶지 않다

1

1

1

필요성을 못 느낀다

4

1

1

24) 위 기업의 담당자는 안디잔에 존재하는 모든 한국계 기업과 공장에는 예배실이 없다고 증
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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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무슬림은 경제적, 신체적 여건이 허락하면 메카를 방문해야 한다는
하지 역시 믿음의 기둥에 포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에트체제하에
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아시아의 최고 종교 도시인 우
즈베키스탄의 부하라가 메카를 대신하는 성지순례지로 인식되었다. 우즈베
키스탄이 독립한 후 해당국의 무슬림은 자유롭게 메카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문제를 고려하여
서 순례자의 수를 제한하였다. 전 세계 무슬림이 한자리에 모이는 메카를
자국의 무슬림들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와 같은 테러단체들
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반정부 의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25)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메카를 방
문하고자 하는 자국의 무슬림들에게 방문 쿼터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연령도 4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26)
위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3곳의 도시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독립세대는
전반적으로 하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설문 6의 라마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배의례 수행보다는 하지를 통
해서 무슬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허락되면 성지순례를 하겠다는 응답

25) http://www.nbr.org/Downloads/pdfs/PSA/Uzk_Conf06_Ilkhamov.pdf(검색일: 2012.09.12).
26)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5,000명 정도로 순례자 쿼터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
가 지정한 전세기만을 이용해서 단체로 이동해야 한다. 해당국 정부의 성지순례 정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ncadc.org.uk/coi/2012/04/uzbekistan-continuing-freedom-of-movement-bans/(검색일: 2012.09.12), http: //www.forum18.org/Archive.php?article_id =1064(검색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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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도시 각각 52%, 43%, 46%로 나타난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요구된다. 아무래도
타슈켄트가 다른 도시들보다는 경제상황이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응
답자들의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타슈켄트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8. 이슬람이 과거와 같이 사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표 9. 이슬람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의 정도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한다

24

36

30

안 한다

58

52

55

잘 모르겠다

18

12

15

설문 8은 Dobson의 질문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즈
베키스탄의 응답자 32%가 이슬람이 과거에 했던 것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당시는 소비에트체제에서 성장한 자들을 대상
으로 했고, 이슬람을 통제하려는 해당국 정부의 의지가 나타난 시점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32%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세 도시 독립세대의 50% 이상이 이슬람이 과거와 같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Dobson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2배가 증가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초기에 현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가 당시에 이
슬람 지도자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권좌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비록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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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27) 그리고 아
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세력이 확장되고 IMU(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
동)와 같은 이슬람 테러단체가 위협을 가하면서 해당국의 종교자유는 형식
적으로는 보장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통제되었다.28)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독립세대는 종교자유를 보장받은 세대지만 이들의 절반 이
상이 이슬람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9.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로 개종할 수 있
습니까?
표 10. 이종교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있다

17

12

15

없다

80

87

84

잘 모르겠다

3

1

1

27) 우즈베키스탄 헌법 31조에 ‘종교의 자유 보장(Guaranteeing freedom of religion)’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해당국 정부가 자국의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성이 “해당국의 권리와 이해가 헌법의 모든 내용에 우선한다는” 동 헌법 16조에 나타
난다(http://www.uib.no/jais/v002ht/02-110-150Simpson1. htm(검색일: 2012.09.12)). 헌법 16
조는 다음과 같다. “None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stitution shall be interpreted
in a way detrimental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ne of the
laws or normative legal acts shall run counter to the norms and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http://www.gov.uz/en/constitution/#s266(검색일: 2012.09.12)).
28)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슬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현승수(2012),
pp. 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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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 다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소수민족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해외로 이주노
동을 떠나는 독립세대와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다양
한 민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즈베크 독립세대가
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민족들을 인식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문 9는 독립세대가 세계화와 이슬람
화 사이에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다. 설문 9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우즈베크 독립세대의 80% 이상은 이슬람을 버리고 다
른 종교로 개종하면서까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이 상
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비록 타슈켄트의 독립
세대가 다른 두 도시보다 세계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17% 정도만이 개종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아래 설문 10은 독립세대의 이와 같은 의식을 증명해 주고 있다.

10. 배후자의 종교가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1. 종교와 결혼의 상관관계 정도

(단위: %)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매우 중요하다

30

46

42

대체로 중요하다

22

33

37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13

15

10

전혀 중요하지 않다

13

4

5

모르겠다

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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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0은 설문 9와 유사한 질문지만, 후자는 자신이 개종을 하는 것이
고 전자는 배우자의 종교를 독립세대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다. 배우자의 종교가 결혼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세 도시 각각 52%,
79%, 79%로 나타났다. 여기서 타슈켄트 독립세대는 그 정도를 52%로 응답
하였기 때문에 두 도시와 27%포인트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타슈켄트
가 다른 두 도시보다 다민족 ․ 다문화 성향이 강하고 세계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즈베크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
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규정한다. 설문 1에서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정의한 독립세대에게 무슬림으로서 종교적 의무를 준수해야만 하는 믿음의
기둥과 관련된 질문을 설문 2-7로 제공하였다. 여기서 예배의례 수행은 대
체적으로 지키지 않았지만, 라마단과 하지는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믿음의 기둥 5가지 중에서 우즈베크 독립세대가 제대로 준수하
지 않는 항목은 예배의례 수행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을 무슬림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 둘째,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진다. 우즈
베크 독립세대는 개종하겠다는 생각을 절대 다수가 하지 않고 있으며, 배
우자의 선택에도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이러한
의식은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셋째, 이슬람의 사
회적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우즈베크 독립세대는 자신을 무슬림
으로 정의는 하지만 이슬람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슬람 세력 탄압정책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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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세대의 종교관에 따른 정치의식 분석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자국의 독립세대가 향후 전개될 정치 환경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고 인식한다. 이들을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부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카리모프 정권이 독립세대를 친정부 성향으로
육성하려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선단체의 설립. 대표적인 우즈베키스탄의 자선단체는 이슬람 카
리모프의 차녀인 롤라 카리모바(Lola Karimova)가 설립한 ‘너는 혼자가 아
니다(You are not alone)’와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국가센터(The National
Centre for the 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NCSAC)’가 있다.29) 전자는
2002년에 설립되어 주로 고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네스
코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후자는 2004년에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18세 이하에 속하는 1만 690명의 불우아동
과 그 가족을 그리고 4,000명의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아케르
만(Akerman, E)은 이슬람 카리모프 패밀리가 설립한 위와 같은 자선단체들
의 이면에는 면세 혜택을 받아서 친정부 성향의 기업들을 설립하여 후원네
트워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다.30) 둘
째, 독립세대를 위한 콘테스트의 개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미래의 목소
리(Voices of the Future)’이다. 이것은 독립세대가 예술, 과학 등과 같은 다
양한 분야의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경쟁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29) http://www.lolakarimova.com/en/(검색일: 2012.09.12).
30) Akerman(2002),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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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데 우승자는 장학금을 받는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 대회
에 3,000명이 참가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무려 5만 4,000명이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콘테스트를 후원하는 자는 이슬람 카리모프의 장녀인 굴노
라 카리모바(Gulnora Karimova)이다. 맥글린치(McGlinchey)는 카리모프 정
권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독립세대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 못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31) 셋째, 친정부 성향을 가지는 독립
세대의 단체 조직. 현재 친정부 성향을 가지는 대표적인 독립세대의 단체
는 ‘카말롯(Kamalot)’이다.32) 이 단체는 1996년 4월 17일에 카말롯 설립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이 통과된 후, 2001년 1월 25일부터 본격적으
로 활동하였다. 카말롯은 형식적으로는 비정부적 성향을 가지는 사회단체
이다. 이 단체는 독립세대를 위해 설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참가할 수 있는
연령대가 14-35세로 그 폭이 넓으며, 해당국의 도시, 주(州)마다 지부를 두
고 있다. 기본적인 설립 목적은, 첫째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독
립세대가 법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 둘째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기 위한 필
수과제들을 독립세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 셋째 국가 발전을 위해 독립세대의 에너지와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넷째 국제유년단체들과 상호 유용한 관계
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다섯째 독립세대의 건전한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여섯째 민족들 간에 화합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일곱

31) McGlinchey(2009), p. 1140.
32) 카말롯은 우즈베크어로 ‘kamolot’으로 적으며, ‘완성(perfection)’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kamolot.uz/(검색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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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다.33) 실제로 우즈베크 정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McGlinchey는 이 단체가 소비
에트시기에 조직된 공산당청년동맹인 콤소몰(Комсомол)과 유사하며, 그 이
면에서는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도록 이들을 의식화시킨다고 주장한다.34)
위와 같이 카리모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독립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
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이슬람 카리모프 패밀리가 프로그램들의 중심에 있다. 1938년에
출생한 카리모프는 올해 74세가 된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부
터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았다. 대부분 그
의 장녀인 굴노라 카리모바가 유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우즈베크 국민
들이 그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의 후계
자가 누가 될 것인지 장담하기 힘들어졌다.35) 그러나 카리모프 정권은 대
통령 가족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둘째, 차세대 엘리트들을 육성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의 목소리와 같은 프로그램은 독립세대가
각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어 우승자를 선발하는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해
당국의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목적도 가진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이들을 선발해서 육성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민

33) http://www.uzprogress.narod.ru/Partiyalar.htm(검색일: 2012.09.12).
34) McGlinchey(2009), p. 1139.
35) 일부는 경제담당 제1부총리이자 타슈켄트 지역파벌인 아지모프(Azimov Rustаm Sоdiqоvich)를 거론하지만 소문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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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체들이 후원한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크 정부가 실질
적으로 주최하는 엘리트 선발대회는 정치적인 목적이 수반된다고 여겨진
다. 셋째, 지역파벌들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소비에
트세대와 다르게 형성된 독립세대의 정체성은 정치적으로 지역파벌들의 세
력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독립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들의 지역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보다는 국가를
먼저 고취시키는 전략이 이 프로그램들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독립세대를 친정부로 유인하는 프로그램
들은 실제로 이들의 종교관과 정치의식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이슬람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 설문 8에서 분
석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 50% 이상은 이슬람이 정치 세력화하
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국
의 이슬람 탄압정책에도 기인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정부가 이들을 상대
로 하는 세뇌에 가까운 교육과 프로그램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게다
가 타지키스탄이 자국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국가가 피폐해졌고, 그 원인으
로 이슬람이 정치세력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홍보한 효과도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둘째, 유권자로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2014년도 해당국의 대선은 독립세대가 유권자로서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할 것
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
료가 2009년 12월 27일과 2010년 1월 10일 두 차례 치러진 총선에 나타난다.36)
36) 우즈베키스탄의 총선은 Two-Round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27일에 실시한
총선에서 135의석 가운데 39석에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해서 2010년 1월 10일에 2차 선거
가 치러졌다(http://uza.uz/en/politics /1170/(검색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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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09~2010년 우즈베키스탄 총선 결과

정당

1라운드
득표수

%

2라운드
의석

득표수

%

의석

최종
의석

자유민주당(LDP)

33

20

53

인민민주당(PDP)

22

10

32

민족부흥민주당(NRDP)

25

6

31

정의사회민주당(JSDP)

16

5

19

총계

96

39

135

총 유효 투표수
등록된 유권자 수

15,108,950 87.8%

3,960,876

17,215,700

4,969,574

79.7%

자료: The Central Election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표 12]에서 나타난 것처럼, 2009~10년도 총선에서 카리모프 정권에 우
호적인 정당들이 국회를 장악하였다. 현재 해당국에는 다당제가 존재하지
만 야당 역할을 하는 정당은 없다. 이 당시 독립세대의 유권자 수는 [표 1]
을 바탕으로 산출하게 되면 대략 488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는 등록된 유권
자 수의 27%에 해당한다. 이 정도의 비율이면 독립세대의 새로운 투표 성
향이 전체 총선의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분석이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2004~05년도 총선과 비교
했을 때,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과거 41석보다 12석을 더 획득하였고, 대
표적인 친여 정당인 인민민주당이 28석보다 4석 많은 32석을 차지한 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판세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37) 2009~10년
37) 현재 집권당은 민주당(LDP)이며, 인민민주당(PDP)은 과거 공산당의 후신으로 카리모프 대
통령이 이 당의 지명을 받아서 대통령에 출마하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정당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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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결국 카리모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의 집중화가 더욱 공공
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등록된 유권자 수의 28%를 차지하는 독립
세대가 공헌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2009~10년도 총선이 치
러진 시기에 독립세대 유권자들이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많
은 영향을 받은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2014년도 대선에서 해당국
유권자의 47%에 육박하는 독립세대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지
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들이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예
상케 한다.

Ⅱ. 결론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1년 동안 권좌를 유지하고 있
다. 올해로 만 74세가 되는 그는 자신의 권력을 물려줄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다. 그의 장기집권 과정은 상당히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고르바초프에 의
해서 새 인물로 발탁된 그는 사마르칸트 파벌의 후광을 받으면서 권력의
토대를 만들어갔다.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은 이슬
람 세력이었다. 그는 이슬람 지도자들을 추방하거나 투옥하면서 자신의 권
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직면한 최대의 정적은 외부가 아
닌 내부에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르칸트 파벌이었다. 결국 후원네트워크를
지키지 못한 이슬람 카리모프는 자신의 지역파벌로부터 암살의 위협을 당
하면서 타슈켄트 지역파벌과 연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 특히

∙ 44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

2005년 5월에 발생한 안디잔 사태는 페르가나 지역파벌과 사마르칸트 지역
파벌을 약화시키는 호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외형적으로 안전하게 권좌를 지켜오고 있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하는 것은 국가를 부패시키고 만성적인 권력게임을 조장하는 지역파
벌 구조에 대한, 그리고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국이 경제적으로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역으로 분석하면, 카리모프 정권에 도전하던 여타 지역파
벌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는 확실하게 경쟁 없는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
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중동에서 시작된 자스민혁명이 우즈베키스탄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현재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도전세력은
독립세대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에 출생한 독립세대는 2015년에 해당국 전
체인구의 47%를 차지할 만큼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르바초프의 집권기에 출생한 세대까지 합치면 소비에트체제를 거의 경험
하지 못한 세대가 60%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리모프 정권은 자
신에게 도전하는 지역파벌들과의 권력게임에서 승자가 되면서 이를 대신하
는 새로운 위협세력인 독립세대를 상대로 일찍이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추
진하였다. 이슬람 카리모프는 독립세대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
도록 의식화하고 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지지할 수 있는 차세대 엘리
트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카리모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독
립세대는 미래의 우즈베키스탄 정치에 다음과 같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정치문화를 전개할 것이다. 독립세대는 기존의 소비에트세
대와는 다른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해당국에 새로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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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역시 지역파벌들의 구성원으로 성장하
지만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과거의 지역파벌 중심의 정치구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리모프 정권에 의해 이미 약화된 자신의 지역파벌이 독립세대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인식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소비에트세대는 독립세대가 해당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기간보다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독립세대가 해당국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문제는 독립세대 내부에서 갈등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
에서 언급한 5가지 집단이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이 정치성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류계층의 독립세대는 지금의 기득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권력층으로 갈아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럴 경우에 다른 독립세대 집단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들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정치세력을 지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카리모프 정권의 독립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권좌를 보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슬람 카리모프가 후계자를 지정하고 물러난다고 하여도 이들이 차세대
최고지도자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이슬람의 영향력은 여전히 약
해질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독립세대가 이슬람을 바라보
는 태도는 여전히 세속적 성향에 가깝다. 이들은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정
의하지만 이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에, 이들이 해당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여도 이
슬람이 해당국의 정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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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선으로 구획된 국경선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국제화/세계화 시대, 지역연
구(Area Studies)라는 용어가 즐겨 사용되고 있다. 지역연구에서 다루는 지
역(area)은 국가일 수도 있고, 문화지역일 수도, 생산단위일 수도, 혹은 이러
한 것들의 부분적 구획일 수도 있다. 공간적 범위에는 대범위로 5대양 6대
주에 해당되는 각각의 지역 단위 또는 그 내부 공간을 의미하며, 중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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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별 국가를, 그리고 소범위에서는 개별 국가의 특정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역별로는 경제지역 ․ 문화지역 등이 지역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지역연구는 지역의 내부지리 환경을 조사하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국가 단위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이 내부지리 환경에 기초되기 때문
이다. 국가 유기체의 국내외 정치행위는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지리환경에 기
초되어 추진된다. 특정 공간의 지리적 위치 ․ 크기 ․ 자원분포 ․ 기후 등이 인간
및 국가행위를 자극하며, 자신의 지리환경에 기초되어 행위자의 행위 패턴이
결정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지리환경은 지속성을 유
지한다. 따라서 지리환경에 기초된 지역연구는 다양한 정책과 그러한 정책이
변화되는 모습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리환경에 기초해
서, 정치변화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 중에서 한 곳이 중앙아시아이다.
중앙아시아 CIS 5개국(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
탄 ․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해 온 국내외 정책들은 자신들의 지리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책이 입안 및 추진되는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지리 환경이며, 이에 기초된 인간의 욕망이
그러한 정치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적 사고와 함께 실시된다. 공간의 지
리적 위치 ․ 크기 ․ 자원분포 ․ 기후 등이 인간 및 국가행위를 결정짓는 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러한 지리적 특성에 기초되어 행위자의 행위가 제한되
기도 한다. 따라서 지리환경과 이에 기초된 인간 및 국가의 정치행위 패턴이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가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공간적 가치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인문지리 환경과 국가정책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면서, 중앙아시아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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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자연지리 환경이 인문지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지리환경
이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함께 시작된다. 연구 규모 및 형
태는 지역 공간이 갖는 자연지리 환경, 공간 내부의 인문지리 환경, 공간을
둘러싼 개별 주체의 정치 및 경제지리 환경 등 다양한 지리환경 변수를 도
입시켜 각각의 영역에서 정책결정화 문제를 분석하고, 이들 요소를 다시
취합하여 인문지리 환경과 공간 개발의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지리환경에 기초된 국가정책 분석은 동적 상황에서 지역 공간의 변화 양
태를 보다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정책이 기후와 자원을
비롯한 자연 지리적인 1차적 공간과 인문지리 환경에 기초된 인간의 행위
변화 양태에 의한 2차적 공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다양한 정치 행태[공간개발 및 경제정책, 문화정
책, 안보정책 등]를 인문 지리학적 구조 속에서 해석한다. 그리고 중앙아시
아 CIS 5개국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국가의
내부지리 환경을 분석한다. 인문지리학의 세부 영역을 도입시켜 문제 영역
을 해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중앙아시아 연구와 다소 차별성을 지닐 것이다. 기존
연구가 중앙아시아 CIS 5개국들 중에서 특정 국가의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슈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특정 국
가의 정치 및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CIS 5개국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는 논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국가의 인문지리 환경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중앙아시
아 전체 공간에 대한 인문 지리학적 현상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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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자연지리 환경이 인문지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지
리환경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함께 시작된다. 공
간의 자연지리 환경이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문지리 환경
이 인간의 행위를 유인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인식에 기초되어 추진
된다. 연구 형태는 중앙아시아 CIS 5개국 지역 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 공
간 내부의 행위변수 분석, 공간을 둘러싼 개별주체의 행위변수 등 다양한
지리환경 변수를 도입시켜 각각의 영역에서 분석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지리환경과 공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다음의 인식에 기초해서 연구가
진행된다.

첫째, 지리환경이 인간의 운동 방향을 유일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 지리환경이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부여한다.
둘째, 자연지리 환경이 정책 결정의 토대가 된다.

∙ 자연지리 환경에 기초된 인간의 의지와 창의력이 공간을 변형시킨다.
∙ 자연지리 환경이 제공하는 특수성에 따라 인간과 국가의 행동 방향이 결정된다.
셋째, 인문지리적 환경이 국가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인문지리 환경(인구지리 ․ 사회문화지리 ․ 정치지리 ․ 경제지리)이 행위자의 행위를 유발하
는 주요 변수가 된다.
∙ 인문지리 환경에 기초되어 각종 정책이 결정 및 추진된다.
넷째, 국가정책이 지리환경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 국가정책이 지리환경에 기초되어 추진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의 성격이 변화된다.
∙ 국가정책이 외부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주고, 외부의 개입은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추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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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인식에 기초해서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의 정치 행위와 인문
지리 환경의 관계를 분석한다. 개별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그 결과가 지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인문 지리환경의 관점에서 개별 국가가
입안 및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해석한다. 분석 방법은 현지조사 경험
과 현지 자료를 토대로 인문지리 환경을 조사 ․ 분석하고, 인문지리 환경 변
수에 기초된 각종 정책을 조사하고, 그러한 정책이 피드백(Feedback)되고
있는 현상을 다룬다.
본 연구는 인문 지리학에 관련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한다. 지리학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통지리학, 지역지리학, 응용지리학으로
대별된다. 계통지리학은 연구 대상에 따라 다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아래의 도표에서 정리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문
지리학의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지리환경과 정치
행위의 관계를 다룬다. 인문 지리학에 포함되는 주요 현상을 중심으로 국
가 정책을 분석 및 해석한다.
표 1-1. 지리학의 분류와 인문지리학

대분류
계통지리학

소분류

자연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생물지리학, 토양지리학, 해양지리학

인문지리학

경제지리학, 역사지리학, 문화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인구지리학, 도시 및 농촌 지리학

지역지리학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성을 고찰(세계지리, 대륙별 지리,
문화권별 지리, 국가지리 등)

응용지리학

문제해결을 위한 지리학적 지식 체계와 기법 적용[도시계획, 지
역개발, 의료지리학, 환경지리학, 관광지리학, 지도학, 계량지
리학, 지리정보 시스템(GI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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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중앙아시아 CIS 5개
국의 행정구역과 지리환경을 개별국가 단위로 조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
리환경에 기초해서 특정 분야[국토개발 및 경제정책, 안보정책, 사회문화
정책]의 정치 행위가 갖는 공간적 의미를 해석한다. 상기 영역별 정책이 결
정 및 추진되는 과정을 종합 분석하면서 중앙아시아 전체 공간이 갖는 의
미를 진단한다. 개별 국가의 국내외 정치 행위가 중앙아시아 공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인문지리 환경에 기초해서 해석 및 평가하면서 연구를 마감
한다.

Ⅱ. 국가정책과 지리환경, 그리고 중앙아시아
1. 국가정책과 지리환경의 관계
국가정책은 자신의 국토 ․ 인구 ․ 자원 등 자연적인 조건과 지정학적 위치
등 제반의 환경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가 어떠한 지리적 환경
에 처해 있으며, 어떠한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는가? 이러한 환경 변수는 그
나라의 정책 변화 및 국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간에 대
한 가치를 탐색하려는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행위 및 국가정책이 지리라는 환경적 요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왔음이 강조되었다. 헤로도토스(Herodotos)1), 플라톤(Platon), 아리스토
1) 헤로도토스(Herodotos)는 고대 그리스 제국의 최대 국난이었던 페르시아 전쟁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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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Aristoteles)2), 장 보댕(J.Bodin), 몽테스키외(Montesquieu), 루소(J.J.
Rousseau)3),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 비스마르크(Bismarck) 등이 지리
환경과 인간 및 국가의 행위 변화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해 왔다.4)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근대의 보댕과 몽테스키외, 현대의 라첼(F.Ratzel) ․ 켈
렌(R.Kjellen) ․ 마한(A.T.Mahan) ․ 맥킨더(H.J.Mackinder) 등은 한 나라의 국
민성과 행위 패턴 그리고 정치제도가 그 나라의 위치 ․ 지형 ․ 규모 ․ 기후 등
지리적인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경험적 사실로 입증하였다. 나폴
레옹은 “한 국가의 정치는 그 나라의 지리로부터 파생된다.”고 갈파하면서,
지리가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
스마르크는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중 불변하는 유일한 요소는 지리뿐
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맥킨더는 전략적 관점에서 지리의 중요성을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적 ․ 전략적 ․ 군사적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대부
분의 문제가 지리적인 관점에서 해결된다. 지리는 외교와 전략에 있어서

그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초되고 있다. 그리스 민족은 좁고 산지가 많은 반도에서
좋은 농경지를 구해 도시국가인 폴리스를 건설하고 살았으며, 에게 해를 해상교통로로 이용
하여 소아시아나 흑해 연안, 이탈리아반도 등에 식민지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도모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소아시아 연안에 대한 그리스 민족의 식민운동을 경계해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그리스 정복 전쟁을 개시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대결/전쟁
에서, 그리스는 지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
르시아 전쟁을 고찰하면서, 지리적인 사실을 정치에 또는 전쟁에 응용하려는 생각이 발전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金鍾斗(2000), pp. 20~21 참조.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국토의 이질성은 국민
의 이질성을 형성하며, 이는 국가통일성에 장애가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 생활양식의 사
람들은 특정한 자연환경에만 적합하다. 따라서 정부의 형태도 각기 달라야 한다.” 등과 같은
그의 주장은 지리적 공간과 인간행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도록 유도한다.
3) 플라톤(Platon)은 뺷국가론뺸(The Republic)에서, 신대륙 - 대서양에 위치해 있는 어떠한 국가라
도 격퇴시킬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이상 국가를 상상했다. J.Oliver Thomson(1948), p. 91.
4) 이영형(2006), pp. 25, 93~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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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지리가 가장 영속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5)
스파이크맨(N.J.Spykman)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국내외 정책에서 지리
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재차 강조하도록 한다. “지질학은 국가의 대외정책
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불변하기 때문
이다. ... 장관은 교체되고 독재자도 죽게 된다. 그러나 산맥은 확고부동하
게 남아 있다.”6) 뿐만 아니라, 독일의 하우스호퍼(K.Haushofer)는 역사의
25%가 지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7) 물론, 지리환경 변수는 시대
적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과 시대의 변화
에 따라 이념적 ․ 경제적 ․ 종교적 ․ 사회적 제 측면의 정책이 변화되기는 하지
만, 해변 ․ 산지 ․ 평야 등에 기초해서 국가들이 형성 및 발전되는 모습은 지
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리환경 변수가 국가의 출생과 성장, 그리
고 사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의 개발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정책은 자신의 지리환경에 기초
되어 추진되고, 이러한 개발정책과 그 결과가 피드백(Feedback)되어 새로운
정책을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는 상당 부분 당면한
지리적 요인으로부터 파생된다. 지리는 외교군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환
경 변수이기 때문이다.8) 바다 또는 육지에 면해 있든 내륙국 또는 해양국
이든 상관없이, 국가의 지리적 위치는 그 나라의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리가 국가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공간이 갖는 1차원

5)
6)
7)
8)

최연구(1999), p. 330에서 재인용.
Nicholas J. Spykman(1942), p. 41.
全雄 編譯(1999), p. 14.
Paul F.Diehl(1991), pp.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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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를 개발과정 및 관계적 차원에서 해석하면서 시작된다. 이는 특정
공간이 분리된 별개의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주체
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는 관계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중앙아시아의 자연 및 인문지리 환경
중앙아시아의 5개 CIS회원국은 자신의 국가공간이 놓여 있는 지리적 위
치와 국가질서를 주도하는 정치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
국가의 제반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리환경이다. 중앙
아시아에서 발생했거나 발생되고 있는 정치변동은 자신의 국가 공간이 놓
여 있는 지리적 위치와, 이에 따르는 문화충돌 및 지정학적 갈등 구조 속에
서 확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슬라브문화 ․ 유럽문화 ․ 중동문화, 그리고
아시아 문화가 혼합되었거나 혼합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5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표 2-1. 중앙아시아 5개국의 지리환경

국가

카자흐스탄

자연지리 환경

인문지리 환경

∙ 북부와 북서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
∙ 개발정책의 다양화 시도[북부
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
중앙(신수도),
동남부(구수
탄 ․ 키르기스스탄과는 남부국경을, 중국
도), 서부(카스피 해)]
과는 동부국경을 이루고 있음.
∙ 러시아와의 관계 선호[정치,
∙ 서쪽 국경은 카스피 해에 연해 있어 바다
경제, 그리고 문화 영역]
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 이란과 연결

∙ 중앙아시아 인접국을 연결하
∙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에 는 중앙아시아의 심장부 지역
우즈베키스탄
위치
∙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중동권
을 놓고 전략적 선택

키르기스스탄 ∙ 카자흐스탄 동부, 중국 서부 접경에 위치

투르크
메니스탄

타지키스탄

∙ 카스피 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접하고 있음.

∙ 중국의 서부지역과 맞닿는 전
략 지대
∙ 러시아와 미국의 공군기지 유
치
∙ 중동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면서 이슬람 문화가 지배
∙ 카스피 해 에너지 자원지대

∙ 북쪽으로 키르기스스탄, 동쪽으로 중국, ∙ 중동 및 중국과의 연결지대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북 ․ 서쪽으로 ∙ 중동 및 중국의 문화가 침투되
는 지대
우즈베키스탄과 접하고 있음.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는 개별 국가의 지
리환경, 정치체제와 정치엘리트의 개혁 의지, 그리고 정치문화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민족구성 및 종교 성향 등에서 찾아진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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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국민들의 정치교육을 담
당할 수 있는 정치집단의 존재 등이 정치 변화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5개국의 지리환경이 개별국가의 정책 변화에 많은 영향
을 미치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분출되는 특이한 상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 상황 역시 동일 지역의 지리환경과 직간접
적으로 관계되고 있다.
중동지역과 연결되는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 구조가 이들 지역을 추축지대(Pivot area)로 만들어가고 있다. 추축지
대는 대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일컫는다. 지정학적 추축지대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다. 지정학적 추축지대는 자신의 힘과 동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자리 잡고 있는 민감한 지리적 위치
및 주변의 더 막강한 지정 전략적 게임 참가자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결정
된다. 지정학적 추축지대는 핵심 국가 혹은 핵심지역의 방패처럼 기능하기
도 한다. 지정학적 추축지대의 존재는 지정 전략을 구사하는 인접 국가에
매우 중대한 정치적 ․ 문화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9) 추축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중요 지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중대한 게임 참가자들에
게 공급되는 자원을 차단할 수 있다.
브레진스키(Z.Brzezinski)는 뺷거대한 체스판뺸(The Grand Chessboard)에서
탈냉전과 함께 추축지대가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서남쪽과 남쪽 그리고 동
쪽 변방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추
축지대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첫째, 동일의 공간 내에서 강

9) Z. Brzezinski 지음, 김명섭 옮김(200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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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국경을 접하는 다수의 국가
들이 결집되어 있다. 셋째, 다양한 민족 및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넷째, 현
재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비롯한 각종 요소가 산재해 있다. 다섯째,
지리학 차원에서 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널목/교량 역할을 담당한
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인접국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앙아시
아의 심장부이다.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우즈베키
스탄의 지정학적 행위는 적극적인 게임 행위자(미국, 러시아, 중국)의 국가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림 1.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남부지역 추축지대(Pivot area)

결국, 유라시아 남부지역 추축지대에 포함되는 중앙아시아의 지리환경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의 국가들이 추진하는 국가정책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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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5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이 자신들의 지리환경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정책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안보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해석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들 국가들이 추진했거나 추
진하게 될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3. 중앙아 5개국의 행정구역과 지리적 분포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행정구역을 지리 상황과 연계시켜 해석한다. 중
앙아시아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카자흐스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카자흐스탄의 하단부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행정구역을
그다음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중동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남
부지역의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행정구역을 조사하는 순으로 5
개국의 행정구역을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카자흐스탄은 14개의 주(州)와 2개의 특별시로 구성되어 있다. 특
별시인 아스타나와 알마티는 그 어떤 주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자치
행정 구역이다. 카자흐스탄은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중국 ․ 몽골, 남쪽
으로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
며, 서쪽으로는 카스피 해(海)에 면해 있다. 국경선 총길이는 1만 2,012km
(러시아: 6,846km; 중국: 1,533km; 우즈베키스탄: 2,203km; 키르기스스탄
1,051km; 투르크메니스탄: 379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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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행정 구역도

둘째, 우즈베키스탄은 12개의 주와 1개의 자치공화국(카라칼팍스탄 공화
국), 1개 특별시(Tashkent)로 구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경 총길이는
6,221km이다. 동쪽은 키르기스스탄(1,099km)과 타지키스탄(1,161km), 남쪽
은 아프가니스탄(137km), 남서쪽은 투르크메니스탄(1,621km), 북쪽과 북서
쪽은 카자흐스탄(2,203km)과 국경을 접한다. 북서쪽 일부는 아랄 해가 위치
해 있지만, 구소련 시절에 강을 개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호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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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도

지역 명칭

1. 타슈켄트(Tashkent)市
2. 안디잔(Andijon)州
3. 부하라(Bukhoro)州
4. 페르가나(Fergana)州
5. 지작(Jizzax)州
6. 나망간(Namangan)州
7. 나보이(Navoiy)州
8. 카슈카다리야(Qashqadaryo)州
9. 사마르칸트(Samarqand)州
10. 시르다리야(Sirdaryo)州
11. 수르한다리야(Surxondaryo)州
12. 타슈켄트(Tashkent)州
13. 호레즘(Xorazm)州
14. 카라칼팍스탄(Qoraqalpog’iston)共和國

셋째, 키르기스스탄은 비슈켁(Bishkek)市와 오시(Oshi)市를 비롯하여, 7
개의 州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으로 카자흐스탄(1,224km)과 국경을 접하고,
서쪽으로 우즈베키스탄(1,099km), 동쪽으로 중국(858km)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타지키스탄(870km)과 연결되고 있다. 키르기스스
탄의 주요 도시는 비슈켁市, 오시市, 탈라스市 등이다. 비슈켁市는 키르기
스스탄의 수도이다. 오시市는 오시州의 주도이다. 오쉬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혼잡한 야외 시장을 갖고 있는 활기찬 곳이다. 그리고 탈라
스市는 키르기스스탄의 북서쪽에 위치한 긴 계곡에 자리한 소도시이다. 탈
라스(Talas)州의 행정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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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도

지역 명칭

1. 비슈켁(Bishkek)市
2. 바트켄(Batken)州
3. 추이(Chui)州
4. 잘랄아바트(Jalal-Abad)州
5. 나린(Naryn)州
6. 오시(Oshi)州
7. 탈라스(Talas)州
8. 이식쿨(Issyk-Kul)州
9. 오시(Oshi)市

넷째, 투르크메니스탄 국토 면적의 90%는 카라쿰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
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행정구역은 5개의 州와 1개의 특별시로 구성되어 있
다. 수도는 아슈하바트(Ashkhabad)市이며, 행정구역상 아할州에 있다. 이란
과 인접한 국경 근처에 있다. 국경 총길이는 3,736km이다. 아프가니스탄
(744km), 이란(992km), 카자흐스탄(379km), 우즈베키스탄(1,621km)과 경계
를 이루고 있다. 서쪽의 발칸州는 카스피 해에 접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등과 남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
리 환경이 중동지역과 보다 긴밀한 문화적 접촉을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 구역도

지역 명칭

수도: 아슈하바트(Ashkhabad)
1. 아할(Ahal)州
2. 발칸(Balkan)州
3. 다슈호우즈(Dashhowuz)州
4. 레바프(Lebap)州
5. 마리(Mary)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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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동의 문화에 가까운 타지키스탄의 행정구역은 3개의 州와 1개
의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 두샨베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국 직할구,
남부에 있는 하트론州(주도는 쿠르간-튜베), 북부 페르가나 분지 방향에 있
는 수그드州(주도는 후잔드), 그리고 파미르 고원에 있는 고르노-바다흐샨
自治州(주도는 호루그)가 그것이다. 수도와 주도 이외의 주요 도시로는 판
자켄트, 가름 등이 있다. 타지키스탄은 서부와 북 ․ 서부 그리고 북 ․ 동쪽에
우즈베키스탄(1161km) 및 키르기스스탄(870km)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중국(414km),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1,206km)과 길게 국경
을 접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영토의 90% 이상이 험준한 산악지역이다. 이
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해발 3,000m 이상에 위치한다. 해발 1,000m 이하
의 평원은 영토의 약 10%에 불과하다.

행정 구역도

지역 명칭[행정중심지]

1. 수그드(Sughd)州[후잔드(Khujand)]
2. 공화국 직할구[두샨베(Dushanbe)]
3. 하트론(Khatlon)州
[쿠르간-듀베(Kurgan-Tyube)]
4. 고르노-바다흐샨(Gorno-Badakhshan)自治州
[호루그(Khor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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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정책과 개별국가 단위의 인문 지리학적 구조
1. 국내정치 행태와 지리학적 구조
중앙아시아 5개 CIS 국가의 국내정치 행위와 지리환경의 관계를 다룬다.
분석을 위한 대상 국가 순서는 중앙아시아의 상층부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서부터 시작되어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국가 순으로 한다. 그리고 분석
대상은 5개 국가들의 주요 정책들 중에서 지리환경에 관련된 대표적인 정
책으로 한다.
첫째, 카자흐스탄의 국내정치 행위와 지리환경의 문제이다. 카자흐스탄은
1997년 12월 10일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이전 문제가 지리환경에 기초된 하나의 정책 사례가 된다. 1997년 10월
20일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 아크몰라 선언에 관하여’라는 대통령의 칙령
이 발표되었고, 동년 12월 수도가 알마티(Almaty)10)에서 아크몰라(Akmola)
로 이전되었다.11) 그리고 1998년에는 아크몰라가 아스타나(Astana)로 그 명
칭이 변경되었다. 새로운 수도인 아스타나와 舊수도인 알마티 사이의 거리
는 1,318km이다. 현재 아스타나의 교통수단은 주로 남부와 중앙 카자흐스
탄, 서부 시베리아와 우랄지역, 볼가지역과 중앙 러시아로 연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운송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계획화된 종합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0) 알마티(Almaty)는 1921~93년까지 ‘알마아타’로 명명되었고, 192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다.
11) 당시 아스타나(Астана)는 아크몰라州(Акмоли́нская о́бласть)에 둘러싸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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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http://www.kazembassy.org/)은 아스타나로 수도
를 옮긴 이유와 목적을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설명하고 있다.12)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밝힌 자료에 더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알마티는 남부지역에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및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다.
그러나 아스타나(Astana)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경을 가까
이 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 이전의 문제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의 이전 문제
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 이전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개발정책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라는 정책적 측면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국내정치 상황과 지리환경의 문제이다. 우즈베키
스탄의 정치과정에서 보다 역동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국가의 동부지역
이다. 동부지역이 반정부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견인해 가는 중심
지대이다. 카리모프(И.А.Каримов) 대통령이 2006년 5월 13일 안디잔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에 발포 명령을 내리는 등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의 지역별 자본 투자는
타슈켄트市와 카슈카다리야州, 그리고 부하라州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
다. 부하라를 제외하면, 모두가 국가 영토의 동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지
역별 국내총생산은 타슈켄트市와 타슈켄트州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

12)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시의 지형학적 이점; 아스타나의 산업적 잠재력; 건설 산업의
연속적 발전을 위한 핵심원의 존재; 운송 정점에 위치함과 핵심적 운송과 통신기반시설의
이용성; 높은 기술을 가진 도시 인력의 가용성; 상호 협력기업 모델의 잠재성; 정치적 ․ 사
회적 안정성; 추가적인 도시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의 가용성 등이다. 이러한 이유들
과 함께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새로운 모습과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미래 도시건설에 대한 비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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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무역 및 고정자본 투자 정도는 타슈켄트市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나망간州와 타슈켄트州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과 함께 지역별 수출은 안디잔州, 나보이州, 타슈켄트州, 페르가나州, 타슈
켄트市 등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국가 영토의 중부에 있는 나보이州를 제
외하면 모두가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정치 및 경제 정책의 중심부는 국가 영토의
동부지역이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 문제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 정책(인구 성장, 투자 증대, 수출
산업 육성)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수십년 동안 추진된 개발정책의 원인이기도 하며, 그러한 정책의 결
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셋째, 키르기스스탄의 국내정치 상황과 지리환경의 관계이다. 키르기스스탄
은 2005년까지 혁명과 내전으로 정국이 불안했다. 바키예프(К.S.Bakiyev)
대통령이 키르기스스탄 레몬(튤립)혁명의 주역이었다. 2005년 레몬혁명으
로 불린 시민혁명이 일어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수도 비슈켁까지 확산되어 대통령 집무실이 시위대에 점거
되었다.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장기집권 해 온 아카예프(A.A.Akayev) 대통
령이 러시아로 도피하면서 레몬혁명은 막을 내렸다. 수도로부터 남서부에
있는 잘랄아바트州 출신으로 반정부 시위를 이끈 바키예프(К.S.Bakiyev)는 그
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국가의 남서부지역에
서 발생하여 수도가 있는 북부로 확산된 것이다.
제2차 시민혁명은 2010년에 발생했다. 2010년 4월 6일과 7일 바키예프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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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한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면서 유혈사태로 확산되었다.13) 사태
가 악화되자 바키예프 대통령은 4월 7일 밤 소형 비행기로 수도 비슈켁을
떠났다. 4월 8일 야당이 중심이 된 과도정부가 국정을 장악했다. 바키예프
대통령이 4월 15일 밤 대통령직을 공식 사임하고 카자흐스탄으로 떠남으로
써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민족 간 유혈 충돌 사태가 계속되었다. 제
2의 도시인 오시市에서 2010년 6월 10일 발생한 민족분규가 걷잡을 수 없
는 폭력사태로 번졌다. 사회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남부 오시市 주변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그리고 소요 사태가 확산된 서부 지역인 잘랄아바
트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14) 탈라스市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정치참여
가 보다 활발한 도시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서부와 남부로 이어지는 지역에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인문지리 구조가 보다 역동성을 지니는 지역은 북부 중
앙의 비슈켁市와 동일지역으로부터 남서쪽에 있는 오시市를 중심으로 그려
진다. 키르기스스탄의 인문지리 구조는 국가 영토의 서부와 서남부지역이
보다 왕성하다. 국토의 중앙 상층부를 중심으로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오시
13) 탈라스(Talas)市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시민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키르기스 정부가 2010년 1월부터 전기요금 2배, 난방비 5배 등 공공요
금을 급격히 인상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3월 11일에는
동부 나린市에서 수천 명이 공공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수도인 비슈켁
에서도 같은 달 17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여 당국을 긴장시켰다. 시위가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키예프 정부의 부패, 무능이 자리 잡고 있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
개혁 실패와 부패, 정부요직에 친척 등용, 야당, 언론탄압 등으로 비판자들로부터 사임 압
력을 받아왔다. 특히 만성적인 전력난과 실업난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해외근로자 송금이 격감, 생활난이 극심해지자 불만을 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14) 오툰바예바(R.I.Otunbayeva) 과도정부 대통령은 축출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총
선을 방해하기 위해 남서부 지역에 있는 오시市에서 이번 소요를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나
섰다. 연합뉴스, 2010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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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까지가 중심무대이다. 상기 동일 지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
고 있다. 인구가 집중됨과 동시에, 경제지리 구조 역시 동일 지역을 중심으
로 보다 왕성하게 형성되고 있다. 국내정치 과정을 보면 서부와 서남부지
역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지리와 경제지리 구조 역시 국토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북부의 비슈켁市에서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잘랄아바트
州, 그리고 오시市를 중심으로 왕성하다.
넷째, 투르크메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통제된 나라 중 하나이다. 앰네
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과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여전히 고문, 종교 및 언
론의 자유에 극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
고 있다고 평가해 오고 있다. 독재 성향의 국가에서 각종 정책이 입안 및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리환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무의
미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과 피드백(Feedback)
현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니야조프(S.A.Niyazov) 대통령 사망 이후,15)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16)된
베르디무하메도프(G.Berdymukhamedov)가 장기 집권하고 있다. 2012년 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97%의 지지율
로 당선되었다.17) 등록 후보가 총 8명이었지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15) 니야조프((S.A.Niyazov)는 1990년 의회의 결의안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소련 해체와
함께 1992년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그 뒤 1999년 종신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
지만, 2006년 12월 21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6) 2007년 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89%를 득표했다.
17) 금번 선거에는 총인구 약 550만 명 중 유권자가 290만 명이었고, 그중 96.7%의 국민이 참
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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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차 선거참관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참관단 파견을 거부했
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월 17일 취임과 함께 새로운 5년의 임기
를 시작했다.
다섯째, 타지키스탄의 지역구조와 이에 따르는 정치 및 경제 상황의 지
역적 특징이다.18) 나비예프(R.Nabiev)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아19) 집권
하고 있는 라흐몬(E.Rahmon, 1994.11.16~)20)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
요한 과제는 지역간 갈등과 분열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1992년부터 시
작된 6년간의 내전은 1997년 6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라흐몬(E.Rahmon) 대
통령과 타지키스탄반대연합(UTO: United Tajik Opposition) 지도자가 회동
을 갖고, <모스크바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에도 지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21)

18)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
жикистан. 2011. Таджикистан в цифрах 2011. Душанбе;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
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1.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Таджикистана на 1 янва
ря 2011 года. Душанбе);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
н. 2010. Регионы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0. Душанбе;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0.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
икистан 2010. Душанбе.
19) 나비예프(R.Nabiev)는 타지키스탄의 대통령이었다. 1992년 타지키스탄에서 내전이 발생했
을 때 그는 이슬람 반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건강악화로 자신의 후계자였던 에
모말리 라흐몬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었다.
20) 2007년 4월 14일 러시아식 이름인 에모말리 라흐모노프(Emomali Rahmonov)에서 타지크
식 이름인 에모말리 라흐몬(E.Rahmon)으로 개명했다.
21) 타지키스탄 내전은 1992년 5월 당시 후잔드와 쿨랍 지역 인사들이 우세를 점하고 있던 지
배 집단 내에서 소외되어 왔던 가름과 고르노-바닥숀 지역의 종족 집단이 정부에 저항하면
서 시작되었다. 내전이 종식되면서 ‘민족화합의 날’을 정해 해마다 지역을 달리하며 행사
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는 동부 바다흐샨 자치주의 중심도시인 호루그市에서 행사가
열렸다. 라흐몬 대통령은 6월 23일 현지에 도착해 지역 담당자와 주민들을 만나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타지키스탄의 미래에 대해서 연설하는 등 지역 통합화 움직임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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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몬(E.Rahmon) 대통령 등 남부지역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권
위주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2006년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6월의 국민투표를 통해 사실상 2020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라흐몬 대통령이 후잔드(Khujand) 출신뿐만
아니라, 지난 내전 시 자신의 지지층이었던 남부 출신 ‘National Front’ 핵심
인사들을 무력화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타지키스탄의
불안정은 여전히 지역간 갈등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그드州의 후
잔드(Khujand)를 중심으로 한 북부와 하토론州의 쿨랍(Kulyab)22)을 중심으
로 한 남부 출신 인사들 간의 반목이 중심이다. 경제 ․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후잔드 출신들이 계속 권력에서 배제당할 경우, 양 지역간 갈등의 증
폭으로 타지키스탄의 정치 및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은 내전 종식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내전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 있다. 경제가 활력을 상실했고, 전후 복구가 되지 않아 사회간접시설
은 미약한 상태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내전으로 인해 국민들 간
에 팽배해져 있는 불신과 분열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화합을 통
한 발전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이 화합을 가로막고 있다. 특정 지
역 출신이 아니면 정책 참여에 대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
다. 2012년 6월 라흐몬 대통령이 내전 종식 기념일을 앞두고 북부지역을 시
찰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지만,23) 정부의 이러한 행보
22) 쿨랍(Kulyab)市는 하트론州에 포함되며, 수도 두샨베에서 남동쪽으로 약 202km 지점에
있다.
23) 북부지역은 구소련 당시 집권세력이었고 내전 때에는 정부군과 협력하여 이슬람 측과 싸
웠지만 내전 이후 모든 권력에서 배제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지역을 감싸 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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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회성 행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2. 개발정책과 지리학적 구조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정책은 자신의 경제력에 따
라 그 수준과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5개 국가들 중에서 경제력이 가장 안
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개발 정책이 가장 활발하며, 우즈베
키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국가의 개별 정책은 보다
미미하다. 5개 국가의 개발정책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진되고 있는
지를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첫째, 카자흐스탄의 개발 문제를 다룬다. 카스피 해 개발문제와 2012년
의 주요 개발 정책을 개괄한다. 2006년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에 등록된 광
구 수는 총 214개이며, 이 중 90%가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 몰려 있다.24)
현재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7대 유전25)은 쿰콜(Kumkol) 유전
을 제외하고 모두 서부 해안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7대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전체 생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다량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24) 원유 매장량으로는 카자흐스탄 내 상위 10개 유전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텡기스(Tengiz),
카라차가낙(Karachaganak), 카샤간(Kashagan) 및 우젠(Uzen) 등 상위 4개 유전이 77%를
점하고 있다. 가스 매장량 역시 카라차가낙, 텡기스 및 카샤간 유전이 77%를 차지하고 있
다. 대부분의 매장량이 카스피해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카샤간, 텡기스 및 카
라차가낙 유전 등이 분포하는 Pre-Caspian 분지의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И.С.Зонн и
С.С.Нильцов(2008); М.Т.Лаумулин(2006); Тимур Токаев(2009); 이영형((2010); http://kaz.
mofat.go.kr/(검색일: 2009년 10월 9일) 참조.
25) 카자흐스탄의 7대 유전은 텡기스(Tengiz), 카라차가낙(Karachaganak), 우젠(Uzen), 악토베
(Aktobe), 망기스타우(Mangistau), 남쿰콜(South Kumkol), 북쿰콜(North Kumkol) 유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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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천연가스 매립지 역시 원유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에 집
중되어 있다. 텡기스(Tengiz) 및 카라차가낙(Karachaganak) 원유/가스전에
매립되어 있다.26)
카스피 해 연안에 있는 아티라우(Atyrau)州27)와 망기스타우(Mangistau)
州28)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원유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적
인 기업체는 셰브론(Chevron Corporation),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엑
손모빌(ExxonMobil), BG, Lukoil, CNPC 등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들의 투자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29) 이러한
결과가 동일 지역의 정세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유
럽의 적극적인 투자와 개입 전략으로 카자흐스탄 소유 카스피 해 원유가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30) 러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의 진출이 카자
흐스탄의 지역개발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원
유수송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BTC 라인31)을 건설했고, 2006년 6월 카자
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N.A.Nazarbayev) 대통령이 알리예프(I.Aliyev) 아제
26) 대표적인 광물자원인 동이 생산되고 있다. 동 생산은 카자흐스탄의 제즈카즈간(Zhezkazgan)
에 위치한 카작무스(Kazakhmys)에서 하고 있다. 제즈카즈간은 카자흐스탄의 중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주력산업은 동 생산이다. 카작무스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크고 전 세
계에서는 11번째로 큰 동 생산 기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카작무스의 지분 26% 보유하
고 있다.
27) 아티라우(Atyrau)州의 주도인 아티라우市는 알마티에서 서쪽으로 2,700km 지점의 카스피
해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다.
28) 주도인 악타우(Актау)市는 카자흐스탄의 카스피 해 연안 지역의 중심지로, 이 지방의 석유
자원 개발 열풍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9) 2004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들은 미국(29.8%), 네덜란드(11.6%),
영국(11%), 이탈리아(6.2%), 그리고 스위스(5.1%) 순이었다. http://www.kazembassy.org/(검
색일, 2009년 10월 8일).
30) Тимур Токаев(2009).
31) BTC라인은 Baku(아제르바이잔)-Tbilisi(조지아)-Ceyhan(터키)을 잇는 1,760km의 송유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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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BTC 송유관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역시 카자흐스탄 원유 개발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Atyrau-Samara 송유 라인
이외에 러시아 주도로 CPC라인32)을 건설했다. 중국 역시 Atyrau-Kenkyak
간 450km의 송유관 건설에 이어 Atasu-Alashenko 간 986km에 이르는 2차
송유관, 그리고 카자흐스탄 서부와 중국의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하는
1,000km의 송유관 건설 공사를 마무리했다.
2012년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15년간 원유 및 가스 산업 종합발
전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카스피 해 해상유전 개발 가능 지역을 120개 구
역으로 구분하여 2015년까지 3단계로 개발할 계획이다. 1단계(2003~05년)는
카스피 해 해상 광구 분양 등 성공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주력(유전 탐사,
신규 송유관 선정 등 병행 추진)했고, 2단계(2006~10년)는 해상 유전 개발
이 본격 추진되었고 카스피 해 해상 광구 추가 분양, 해상 유전 인프라 구
축, 신규 송유관 건설 등을 병행 추진해 왔다. 그리고 3단계(2011~15년)는
생산 안정화 단계로서 잔여 해상 광구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생산량 확대(목
표 생산량: 2015년까지 연 1.8억 톤)를 목표로 하고 있다.33) 서부지역 개발이
활발하지만, 이러한 개발은 에너지 자원개발에 한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의 카스피 해 에너지 자원 개발 이외에, 수도인 아
스타나(Astana)와 舊수도인 알마티(Almaty)를 중심으로 개발정책이 적극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을 위한 정부투자 금액의 약55~60%가 2개 특별
시에 집중되었다. 알마티와 아스타나는 보이지 않는 개발 경쟁의 중심에
32) CPC라인(Caspian Pipeline Consortium)은 카자흐스탄의 텡기스 유전과 흑해 노보로시스크를
연결하는 송유관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1년 말 건설했다.
33) http://kaz.mofat.go.kr/kor/eu/kaz/affair/opening/index.jsp(검색일: 2009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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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도인 아스타나 지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구수도인 알마티 지역을 국제도시로 개발하려는 움직임 역시 적극
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남부지역의 해발 1,700m에 위치한 독특한 아
이스 스케이팅 링크를 갖춘 고지대 메데오(Medeo) 스포츠 종합시설을 집중
적으로 개발해 왔다. 국제행사인 ‘2011 동계 아시안 게임’을 메데오(Medeo)
에서 실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34)
불균형 개발 사업이 지난 15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
한 문제들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 12월에 서남부 지역의 망기
스타우(Mangghystau)州에 있는 자나오젠(Zhanaozen)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35)가 중소 도시 발전 등을 포함한 국토의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나자르바예프(N.A.Nazarbayev) 대통령이 2012년 1월 27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카자흐스탄 발전의 중요한 방향(Vector)>을 주제로 한 연두
교서에서 지역발전 문제를 언급했다.
나자르바예프는 연두교서에서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전망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중
소도시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혁신 프로젝트를 강조했
다. 나자르바예프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다변화를 언급하면서, 관광개
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알마티 스키휴양지 개발사업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아스타나 근교 바라보예(Baraboe)36) 휴양지 등
34) 2011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2월 1~6일 메데오(Medeo)에서 개최되었다.
35) 2011년 12월 16일 카자흐 서부 망기스타우州 자나오젠(Zhanaozen) 지역에서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던 석유노동자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11
명 사망, 80여 명 부상)가 발생했다.
36) 아스타나에서 북쪽으로 약 250km 지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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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37)
표 3-1. 나자르바예프의 2012년 1월의 연두교서와 지역개발사업 내용

개발 사업

목표

비고

발하슈(Balkhash)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남부지역의 전력부족 문제 해결
남동부지역[알마티州, 카자
[1,320MW 화력발전소 1단계 건설을 흐스탄의 舊수도 알마티로
부터 북서쪽 370km 지점]
2012년 내 착공]

철도 사업

제즈카즈간(Jezkazgan)~베이네우(Beineu)
[1,200km], 아르칼리크(Arkalyk) ~수바 중부, 서부, 북부 연결
르콜(Subarkol) 구간 철도건설

광물비료 사업

잠불주 광물비료생산 프로젝트 추진
[농업발전과 잠불주 및 카자흐스탄 남부 동남부지역(잠불州)
의 경제성장에 기여]

아티라우(Atyrau)
정유단지 건설사업

휘발유 및 디젤유 생산량 증가

아티라우(Atyrau)
가스화학 단지
건설사업

연간 50만톤 프로필렌, 80만톤 폴리에틸
서부지역(아티라우州)
렌 생산

카라차가낙(Karachaganak) 가스가공
공장 건설사업

가스가공 능력 증대

서부지역(아티라우州)

서부지역(서카자흐스탄州)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개발정책에 따르는 인문지리 구조를
정리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경제활동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페르가나州, 사마르칸트州, 타슈켄트市, 타슈켄트州, 안디잔州 등

37) http://kaz.mofat.go.kr/(검색일: 2012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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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타슈켄트市
와 타슈켄트州에서 높다.38) 우즈베키스탄 전체 투자를 100으로 했을 때 전
체 투자의 50% 정도가 타슈켄트市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나망간州와 타슈
켄트州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 외의 기타 지역에 대한 투
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39) 우즈베키스탄의 지역별 수출 구조를
보면 안디잔州, 나보이州, 타슈켄트州, 페르가나州, 타슈켄트市 등에서 강
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디잔州와 타슈켄트市의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나
보이州의 수출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결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변방지역에 있다.
셋째,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구조와 개발정책에 따르는 인문지리 구조를
정리한다.40)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다수의 주민들
이 농업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전체노동자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은 이식쿨(Issyk-Kul)州, 나린(Naryn)州, 탈라스
(Talas)州 등이다. 그러나 비슈켁(Bishkek)市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산업에

38) 2008년의 지역별 주요 경제관련 수치(경제활동인구 및 국내총생산)는 다음을 참조, Госком
стат Узбекистана. 2009.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2009. Ташкен
т. 10.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자원은 석탄 ․ 천연가스 ․ 금 ․ 동 ․ 텅스텐 등으로 부존자원은 풍
부한 편이다. 천연가스와 석유 ․ 갈탄 ․ 구리 ․ 유황의 산출 및 전력이 있고, 기계제작(농기 ․ 방
직기 ․ 광업기 ․ 화학 ․ 식료품 공업용 장치류), 질소 ․ 비료, 직물(견 ․ 면), 식료품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농업관련 주요 산업은 면화 재배다. 이 밖에 쌀 ․ 양 ․ 누에고치의 생산 정도가
높다.
39) 지역별 ‘무역 및 공공 급식’ 분야의 고정자본 투자(실제 가격) 상황은 다음을 참조 바람. Г
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09. Торговля в Узбек
истане 2009. Ташкент. 16-17.
40) 키르기스스탄의 지역별 경제활동 상황은 다음을 참조.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
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Бишкек. 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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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고 있으며, 단 1천 명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제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노동현장을 찾아
국내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국내 이주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
이 가능한 추이州와 비슈켁(Bishkek)市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의 직접투자는 절대다수가 비슈켁(Bishkek)市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미하지만 추이(Chui)州와 탈라스(Talas)州가 그 뒤를 잇고 있다.41)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비슈켁市가 수출입구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이州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42) 상기 지역들은 공히 카자흐스탄
과 국경을 접하는 키르기스스탄의 북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키르기스스
탄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지로 노동 이주를 떠나는 경우가 자주 목격
된다. CIS 국가를 비롯하여 독일-미국-캐나다-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로
노동이주를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43)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정도는 미미한 수준

41) 지난 수년간 지역별 외국의 직접투자 정도는 다음을 참조,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
ики 2008. Бишкек, 416;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9. Кы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Бишкек, с. 328.
42) 지난 수년간의 지역별 수출입 상황은 다음을 참조,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
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Бишкек. 418;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9. Кы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Бишкек, 334.
43) См.: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Демографич
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3-2007 гг. Бишкек. 353-392;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9. Кы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
ческий сборник. Бишкек, 5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
блики. 2009.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Бишкек,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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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고 있다. 외자유입에 기초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존재하기
도 한다. 2011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Issyk-Kul)州 개발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해 식수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자체의
개발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개발 지역이 남서부의 오
시市를 제외하면 모두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북부지역이다.
넷째,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 사업은 에너지 자원 개발과 함께한다. 투
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들 매장지
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산업은 서
부지역에서 왕성하다. 석유채취 공업의 중심지는 네비트다크(Nebit-dag)市,
석유가공공장은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에 위치해 있다. 최근 10년 동
안 카스피 해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서 석유 및 가스탐사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내륙 및 카스피 해 연안에서의 지질조사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총 161개의 석유가스전이 발견되었다.
가스 생산은 투르크메니스탄 동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부 경계
지역에 60개 이상의 가스 및 가스 콘덴세이트전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것
은 1982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도블레타바드(Dauletabad) 가스전이다. 그리
고 샤틀리크(Shatlyk) 가스전 등을 비롯한 대형 가스전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진출해 온 구노르타욜로탄(Gunorta Eloten) 가스전
역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2007년 5월 16일 중국과 홍콩 언론에 따
르면,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Petro China)가 자회사인 창칭(長慶) 석유를 통
해 투르크메니스탄 측과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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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풍부한 천연가스가 매장된 구
노르타욜로탄(Gunorta Eloten) 가스
전의 채굴권을 확보했다.44)
결국,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 사
업은 카스피 해 주변에서 시작되었
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칸(Balkan)
州45)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동부지역 가스전
개발 역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 사업은 에너지
자원 개발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서
부지역과 동부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3. 사회문화 현상과 지리학적 구조
중앙아시아의 사회문화에 관련된 변수를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개별 국가 단위의 행정 구역별 인구 분포 상황을 비롯하여, 민족 및
종교 관련 변수를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현상 분석은 사회문화 변
수가 국가의 개발 정책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기인한다.

44) 뺷세계일보뺸(2007. 5. 16)
45) 주도는 발카나바트(Balkanabat)市이며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된다. 그리고 튀르크멘바시
(Türkmenbaşy)市는 발칸州의 카스피 해에 접해 있는 항구도시다. 풍부한 석유자원이 개발
되면서 이곳은 그 수출항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항만시설이 대규모로 정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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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카자흐스탄의 사회문화 현상과 지리적 구조이다. 카자흐스탄의 전
체 인구는 2011년 12월 현재 1,640만 명이며, 이들 인구의 절대다수가 동남
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국가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구수도인 알마티市
를 비롯하여, 동일의 市와 인접되어 있는 5개 주[카라간다(Karaganda), 동카자
흐스탄(East-Kazakhstan), 알마티(Almaty), 잠불(Zhambyl), 남카자흐스탄(SouthKazakhstan)]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⅔에 달하는 956만 7,600
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이 지역 개발 및 산업구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쪽에 있는 수도인 아스타나(Astana)
市 인접지역을 개발하려 하지만, 인구 이동 상황은 완만하게 증가되고 있
을 뿐이다.
카자흐스탄은 120개 이상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를 차지하는
주요 민족들은 카자흐인 ․ 러시아인 ․ 우크라이나인 ․ 우즈벡인 ․ 독일인 ․ 타타
르인 ․ 위구르인 순이다. 고려인은 10만여 명으로 0.7%(8번째)이다. 카자흐
스탄의 2개 특별시(Astana, Almaty)와 14개의 州를 대상으로 주요 민족의
분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46) 첫째, 몇몇 지역에서
러시아 민족이 카자흐 민족보다 다수를 점한다. 러시아인이 수도인 아스타나
(Astana)를 감싸고 있는 지역 전체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아스타나(Astana)
를 중심으로 남쪽의 카라간다州47)와 서쪽의 코스타나이州, 그리고 북쪽의
북카자흐스탄州도 러시아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인
과 러시아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된 州인 파블로다르州는 아스타나의

46) 이영형(2010) 참조.
47) 카자흐스탄 영토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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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 있으며, 舊수도인 알마티市 역시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이 비슷한 수
준으로 분포되어 있다. 둘째, 중국에 가까운 알마티市와 알마티州에 위구르
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이들 지역과 인접해 있는 중국의 신강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
며,48) 이들의 움직임에 카자흐스탄의 위구르인들이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대내외 정책 결정은 상기와 같은 민족 구성
의 지리적 분포 상황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 역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슬람교(수니파)를 신봉하는
신자 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정교를 믿는 정도 역시 이와 비슷
하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믿고 있는 종교 분포를 보면, 러시아정교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믿음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 한 카자흐
스탄의 러시아정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연결시키는 정신적 토대 역할
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정교를 신봉하는 국민들의 지역적 분포 상
황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민족상 러시아인들이 러
시아정교를 믿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상기 러시아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북부의 아스타나(Astana) 주변 지역과 알마티市 주변 지역에
러시아정교를 신봉하는 국민들이 다수 분포함을 짐작할 수 있다.

48) 중국의 서북부 지역에 있는 신강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는 중국에서 가장 첨예하
게 민족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소련 해체에 따른 인근 이슬람국가들의 독
립이 자국 내 이슬람 민족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구르족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들의 독립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위구르(Uighur)인들은
신강위구르자치구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터
키 ․ 파키스탄 등에도 분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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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카자흐스탄의 종교 분포

종교

구성(%)

종교

구성(%)

이슬람敎

47

러시아政敎

44

개신敎

2

기타

7

자료: http://portal.nis.go.kr(검색일: 2009.9.8).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문화 현상과 지리적 구조이다. 2009년 1월 1
일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인구는 2,753만 3,400명이다.49) 국가 내부의
행정구조에 따르는 인구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전체 영
토를 중심으로 북서부 지역과 서부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하다. 남동부지역,
그리고 동부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서부지역에 있는 카라칼팍스탄
(Karakalpakstan)共和國과 나보이(Navoi)州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
구밀도는 희박하다. 반면에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市와 안디잔(Andijan)
州, 그리고 페르가나(Fergana)州에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우즈베키
스탄의 인구는 동부지역, 특히 페르가나 분지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사마르칸트(Samarkand)州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페르가나州이다. 그러나 인구밀도 면에서 수도 타슈켄트를 제외하면,
안디잔州와 페르가나州에서 높게 나타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다. 2010년 2월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인구가 전체 인
구의 85% 이상이며, 이들이 정치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
49) 타슈켄트(Tashkent)市를 비롯하여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共和國, 그리고 12개 州 단
위의 인구 상황은 다음을 참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
истике. 2009.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2009. Ташкент,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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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민족 및 언어사
용50) 영역에서 내부지리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전반적
으로 우즈벡 민족과 그 언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 문화 측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느껴진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페르가나 계곡의 안디잔(Andijan), 나망간(Namangan), 마르길란(Margilan)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페르가나(Fergana) 계곡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원리주의자들은 와하비즘(Wahhabism)51)의 추종세력들이다. 이들은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52)와 이를 계승한 정통 칼리파(Al-Khalifah
Ar-Rashid)들이 통치했던 시대를 이슬람의 황금기로 간주하고 그 시대로의
회귀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53)
표 3-3.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이 활발한 지역

행정지역

주요 도시

비고

안디잔(Andijan)州

안디잔(Andijan)

동부변방지역

나망간(Namangan)州

나망간(Namangan)

동부변방지역

페르가나(Fergana)州

마르길란(Margilan)

동부변방지역

50)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으로 우즈벡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어 역시 사용한다. 그러나
정부의 민족주의 노선에 따라 거리의 간판이나 공식 서류가 거의 우즈벡어로 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는 100% 우즈벡어로만 공식 서류가 발행되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0년 1월 27일).
51) 와하비즘(Wahhabism)은 엄격한 율법을 강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혹은 이슬람 청교도주
의를 말한다. 와하비즘은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52) 무함마드(Muhammad)를 영어로 옮겨 Mohammed, Muhammad, Mahomet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53) 우덕찬(2001),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 중앙아시아연구, 제6호,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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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키르기스스탄의 사회문화 현상

인구 수 변화전망(명, UN 자료)

이다. 2008년 초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2025년

6,096,000

전체 인구는 522만 4,300명이다. 2004년

2050년

7,375,000

과 비교해서 3.7% 증가된 수치이다. 키

자료: http://www.regions.gov.kg
(검색일: 2010년 2월 8일)

르기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12만 7,300명이 출생했고, 3만 7,700명이 사망했다. 이
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인구의 자연 증가는 8만 9,600명에 달한다.54) 그리고
2009년 12월 현재 536만 7,700명으로 증가하였다.55)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UN이 내놓은 키르기스스탄의 인구성장 전망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2009년 당시 키르기스스탄 전체 인구의 약 20%가 오시(Oshi)州에 거주
하고 있다. 그리고 잘랄아바트(Jalal-Abad)州에 19%가 거주하고 있다. 비슈
켁(Bishkek)市에 16%, 추이(Chui)州에 15%가 각각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
역들은 공히 키르기스스탄 영토의 중앙부에 연결되어 남부-서부-북부로 펼
쳐져 있다. 2009년의 지역별 인구 증가는 잘랄-아바트(Jalal-Abad)州와 오시
(Oshi)州, 그리고 비슈켁(Bishkek)市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지
난 10년간 인구 수가 가장 크게 증가된 지역은 비슈켁市로 9.8% 증가되었
다. 그리고 탈라스(Talas)州가 9.6%, 잘랄아바트(Jalal-Abad)州가 7.9%, 오시
(Oshi)州가 6.3% 증가되었다. 이들 지역은 공히 국가 영토의 서부 지역에 있

54) http://www.regions.gov.kg/(검색일: 2010년 2월 8일); 지역별 인구 현황은 다음을 참조, На
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Социальные тенден
ци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ыпуск 4. Бишкек, 20.
55) 2009년의 개별 지역별 인구 변화 상황은 다음을 참조 바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
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9.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ыргыз
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Бишкек,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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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낮은 증가 추세를 보여 온 지역은 2.3% 증가한 이식쿨(Issyk-Kul)
州이고, 나린(Naryn)州의 실제 인구 수는 1999년과 비교해서 1.4% 감소하
였다.56) 이들 지역은 공히 국가 영토의 동부지역에 있다.
넷째,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회문화 현상이다. 2009년 7월의 추정치로 보
면, 전체 인구는 49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요 민족은 투르크멘인
(85%), 우즈벡인(5%), 러시아인(4%), 기타(6%) 등이다. 종교는 이슬람교(수
니파 89%), 동방정교회(9%), 기타(2%) 등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종교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등록된 종교 단체만 활
동 가능하다. 언어는 투르크멘어(공식 언어), 러시아어(통용어) 등이다. 수
니파 이슬람교가 다수이다. 무슬림이 다수인 투르크멘 민족은 종교적 의무
를 엄격하게 수행하지는 않으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만은 지킨다.
시아파 이슬람교와 러시아 정교회도 소수 존재한다. 그러나 한때 투르크메
니스탄의 대통령이었던 니야조프(S.A.Niyazov)가 자신을 숭배토록 유도하
면서,57) 루흐나마(Ruhnama)라는 경전을 발간하여 학교에서 교육하였다.58)
수도에는 거대한 대통령 황금 동상이 세워져 있다.
니야조프(S.A.Niyazov) 사망 이후, 베르디무하메도프(G.Berdymukhamedov)가

56) Национальныйстатистический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9. Основные социаль
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населения и количество жилищных единиц. Бишке
к, 63.
57) 21년 철권통치한 니야조프(S.A.Niyazov) 대통령이 2006년 12월 21일 갑자기 숨졌다. 1985
년 시작된 그의 철권통치는 야당과 언론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99년에는 종신 대통령이
되었다.
58) 루흐나마(Ruhnama)는 니야조프가 쓴 책으로 2001년 출간되었다. <루흐나마>는 ‘영혼의
책’을 뜻한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2006년 3월의 TV방송에서 이 책을 하루에 세 번 읽으면
천국에 간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이 책이 쿠란, 성경과 같은 책으로
취급받기도 했다.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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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1일부터 제2대 대통령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는 니야조프
정권 당시 부총리였다. 역시 비민주적인 정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
최고 엘리트의 정치적 결정이 강압적으로 추진될 뿐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의 사회문화 현상들 중에서 이슬람 문화가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하며, 기타 어떠한 변수도 최고 정치 엘리트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회문화 현상과 지리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규명 작업은 무의미
해 보인다.
다섯째, 타지키스탄
의 사회문화 현상과
지리적 구조 문제이다.
타지키스탄의 전체 인
구는 2011년 1월 1일
현재 761만 6천 명을
조금 넘는다.59) 행정

행정구역(행정중심지)

면적
(㎢)

인구(명)
(2011.1기준)

수그드州(후잔드)

25,400

2,251,700

공화국 직할구(두샨베)

28,600

2,464,500

하트론州(쿠르간-튜베)

24,800

2,693,900

고르노-바다흐샨自治州(호루그)

64,200

206,300
(전체)
7,616,400

구역별 인구 상황을 보면, 국가 영토의 서부지역에 있는 수그드州(중심지:
후잔드), 공화국 직할구(중심지: 두샨베), 하트론州(중심지: 쿠르간-튜베)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은 공히 서부지역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들 3개 지역의 영토 규모는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거주 인구 역시 비
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 영토의 동부지역에 있는 고르노-바다흐샨自治

59) 지역별 인구 상황은 다음을 참조,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
джикистан. 2011.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Таджикистана на 1 января 2011 года. Душанб
е;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2011). Таджикистан
в цифрах 2011. Душанб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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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중심지: 호루그)는 넓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0만 명 정도에 불과
하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민족은 이란계 민족인 타지크인(64.9%)이다. 타지키
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다. 타지키스탄의 이슬람교는 수니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란과 같은 시아파는 소수이다. 동부의 파미르 고원에서는 이스
마일(Ismaili)파60)의 신도(信徒)가 적지 않으며 극소수의 러시아 정교회도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이 국가 정책에 있어서 중동의 그것과 가까
워지도록 유도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사회 및 문화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3-4. 타지키스탄의 민족 및 종교 등 사회문화 변수

구분

내용

민족

∙ 타지크人(64.9%), 우즈벡人(25%), 러시아(3.5%), 기타(6.6%)

언어

∙ 타지크語(공용어), 러시아語(통용)
∙ 인구의 25% 정도 우즈벡語 사용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85%, 시아파 5%)
∙ 기타 10% 등

타지키스탄 내부의 문화적 갈등은 크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
다. 쿨랍(Kulyab)을 중심으로 한 남부와 중부지역은 타지키스탄의 전통문화
와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이며, 현 집권세력들의 대부분이 쿨랍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 출신들이다. 후잔드(Khujand)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러시
아인과 우즈벡인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타지키스탄 문화와 러시
60) 이스마일(Ismaili)파는 십이 이맘파에 이어 시아파의 두 번째로 큰 분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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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및 우즈베키스탄 문화 및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정치 엘리
트들은 과거에 집권세력이었지만, 내전 이후 정치계에서 배제되었다. 동부
의 자치주(파미르) 지역은 인종과 문화, 언어, 종교가 다른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간직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현안 과제들 중에서 중요한 하나는 지역 및 민족간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과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타지키스탄 정부는 6
월 27일을 ‘민족화합의 날’로 정해 세 지역의 중심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역간 화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쿨랍(Kulyab)을 중심으로 한 남부와 후잔드(Khujand)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
역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및 경제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Ⅳ. 국가정책과 중앙아시아 공간의 인문 지리학적 구조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이 추진한 각종 정책을 취합하여 중앙아시아 공간
의 인문 지리학적 구조를 파악한다. 중앙아시아 공간의 인문 지리학적 구
조는 2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의 안
보정책에 따르는 결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 영역에 기초된 지리환경
변화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개별 국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아
시아라는 광역권 공간에서 나타나면서 동일 공간의 성격이 결정되고 있다.
외부세력의 개입이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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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정책과 내부지리 구조
중앙아시아의 CIS 공간에는 5개국이 분포되어 있다. 상층부에 카자흐스
탄이 있고, 그 하단부의 좌측에 우즈베키스탄이, 우측에 키르기스스탄이 있
다. 그리고 이들 국가 아래의 좌측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우측에 타지키스탄
이 있다. 그 하단부에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안보 정책을 취합하면서, 중앙아시아 공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에 미국 등 주변국의 개입 전략
이 함께 작동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첫째,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
시하면서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핵비확산 문제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라크에 평화 유지군 파병,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기에 영공 통과권 부여,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 등을 계기로 미
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는 변함이 없다.
2009년 중순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은 카자흐스탄 집권 세력의 권위주의
적 통치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정 및 경제 발전 상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접근해 왔다.61) 그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 실시된 카자흐스
탄의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절차와 법규가 충족되었으며 민주화 과정에 있
어 긍정적인 현상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

61) 2008년 10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Rice 미 국무장관은 카자흐스탄의 대선 및 총선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개혁, 민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kaz.mofat.
go.kr(검색일: 2010년 11월 20일).

9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스탄의 안보정책은 러시아와 함께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결성된 다양한 협
력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62) 카자흐스탄이 2010년 유럽안보협
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의 의장국으
로 수임된 것도 러시아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안보정책은 수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즈
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을 위해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등 유럽
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2005년을 전후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을 요구해 왔고, 우즈베키스
탄은 2005년 8월에 미국이 야당 세력을 지원하는 데 반발하여 자국 주둔
미군의 아프간戰 역할 종료 등에 따른 철군(6개월 이내)을 요구했다. 그리
고 2005년 9월 19-24일 타슈켄트 남부 250km 산악 지대에서 우즈베키스탄러시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2005
년 11월 21일 하나바드(Hanavard) 기지 내 미군 잔류 병력(90명)의 최종 철
수가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완전 철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탈러 독자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06년
의 안디잔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의 정치개혁 및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반
발로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과 함께 親러 성향의 외교 노선
으로 수정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3월 脫러 ․ 親서방 정책을 지향하는

62)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함께 다양한 지역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
시아경제공동체(EAEC),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단일경제지역(SEA: Single Economic Area) 등 역내 다자협력체의 회원국이다. 자세
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В.П.Воробьев(2009); Сост.А.Ф.Клименко(2008); Отв.ред. и сост.,
Н.Ю.Лапина(2008); Комиш рыспаев(2008); М.Т.Лаумулин(2006); 김연규 엮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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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UAM63)으로부터 탈퇴하였다가, 동년 6월에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64) 정상회의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재가입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동 기구 재가입으로 미국, EU 등 서방의 영향
권에서 벗어나 러시아 중심의 안보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안보 정책은 자신의 국익 추구에 따라 수시로 변
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2008년 3월 우즈베키스탄은 NATO와의 새로운 합
의를 통해 독일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온 테르메스(Termez) 공군기지 사
용(아프간으로의 군수물자 이동권한)을 NATO 내 여타 동맹군 특히 미군에
허용하고, 2008년 4월 카리모프 대통령이 NATO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2012년 6월 CSTO를 탈퇴하는
발표와 함께,65) 중앙아시아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협력체 참여에 미온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안보 갈등은 주로 북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개입에 관련된 갈등 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
63) 1997년 10월 10일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4개국이 러시아의 영향에
서 벗어나기 위해 창설된 구암(GUAM)은 4개 회원국의 영문 국명 머리 글자를 취합한 것
이다. 그리고 1999년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으로 GUUAM으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2006년
3월 우크라이나의 탈퇴로 다시 GUAM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동 기구는 2006년 민주주
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GUAM기구(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로 개칭되었다.
64)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는 2002년 10월 7일 창
설된 군사방위조직체이다. 2002년 10월 7일 구소련 6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몰도바의 키시너우(Kishinev)에서 CSTO 창설
조약에 서명했고, 2003년 9월 18일 효력이 발생했다. CSTO는 2009년 2월 4일 모스크바에
서 열린 CSTO 정상회의에서 지역 내의 군사적 위협이나 국제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거래,
비상사태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 창설에 합의했다.
65) 2012년 6월 28일 우즈베키스탄이 집단안보조약기구 탈퇴를 통보하면서, CSTO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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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력 및 군수품 수송을 위해 2001년 12월에 수도
비슈켁(Bishkek) 인근 마나스(Manas) 국제공항에 마나스 공군기지(Manas
Air Base)를 설치했다. 역시 북부지역인 카라발타(Kara-Balta)와 비슈켁에
러시아의 공군기지가 있다. 북동부의 카라콜(Karakol) 지역에도 러시아 공
군기지가 있다. 2012년 현재, 러시아는 비슈켁 인근 칸트 공군기지(Kant
Air Base)를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동부 이식쿨 호수 인근 도시인 카라콜에
지하무기실험 기지, 중북부 카라발타에 군사 통신센터, 마일리수(MailySuu)에 지진관측기지 등 모두 4개의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칸트기지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군사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66)
푸틴 대통령이 2012년 9월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20일 알마즈벡 아
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정식 조약에 앞서
의향각서(MOI: memorandums of intent) 형태인 합의문을 작성했다. 상기
MOI에는 2032년까지 러시아가 군사기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정리되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미군기지 모두를 유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병력을 수송하고, 전투기를 보급하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송할 목적으로
마나스 공군기지(Manas Air Base)를 201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67)
미국은 2014년 이후에도 동일 기지의 지속적인 사용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의 아탐바예프(A.Atambaev) 대통령은 임대 계
약 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68)
66) 뺷연합뉴스뺸, 2012년 7월 11일.
67) http://www.defensenews.com(검색일: 2012년 9월 27일).
68) 2010년 4월의 반정부 시위로 바키예프(K.Bakiyev) 당시 대통령이 축출되고, 오툰바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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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변수를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내부 지리 환경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수도와 서부지역에서 주요 갈등이 형성되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구수도인 알마티 지역 및 중국의 북서부와 국경을 접
하는 자신의 북동부와 동부 지역은 지정학적 국제관계로부터 자유롭다. 국
제관계 차원의 구조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
식쿨州가 있는 북동부 지역은 보다 안정적이다. 안보관련 대외관계는 북부
의 중앙에서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아탐바예프(A.Atambaev) 대통령의 등장
과 함께 기존의 안보정책 노선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러시아 성향
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앙아시아의 남부지역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안
보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다 독립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
12월 UN총회에서 영구중립국으로 승인받았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
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역
내 어떠한 국가와도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지역
안보협력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1,000km 이상의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발생되
는 각종 불안정에 노출되고 있지만,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중앙아시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과 친화적이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선호하고 있다.

(R.Otunbayeva)가 2010년 6월 27일 과도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오툰바예바의 임기는
2011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과도기 대통령은 2011년 10월로 예정된 대
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은 6년 단임제로 선출된다. 2011년 10월의 대통
령 선거에서 약 63%의 지지를 획득한 아탐바예프(A.Atambaev)가 2011년 12월 1일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키르기스스탄은 의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보다 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의원내각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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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안보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공
간이 갖는 의미를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
된다. 중앙아시아의 북부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안보 우산 아
래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중국의 공
동안보 노선에 뜻을 같이하면서 자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키르
기스스탄 역시 러시아와의 안보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
스탄은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중국의 힘겨루기에 자신의 안보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유동적인 입장을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중동의
안보정세에 친화적이지만,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투르
크메니스탄은 영세 중립국을 지향하면서 지역 내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며,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안보관계를 선
호한다.

2. 문화지리 공간의 형성과 확장
중앙아시아로 전파되고 있는 외부 문화(특히, 종교)가 동일 공간을 분열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이식되기는 했지만, 소련시절의 중앙
아시아는 슬라브 문화와 함께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함
께,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부의 문화가 침투되기 시작했다. 이슬람 문화가 복원 또는 북상하면서
기존의 슬라브 문화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의 북부지역(특히, 카
자흐스탄)에서 남하하는 슬라브 문화와 남부지역(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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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에서 북상하는 이슬람 문화가 동일 공간의 인문 지리학적 구조
를 변형시키고 있다.
첫째, 슬라브 문화의 남진이다. 카자흐스탄의 2개 특별시(Astana, Almaty)와
14개의 州를 대상으로 지역별 민족분포 상황 및 종교 현황을 정리하면서
슬라브 문화의 남진 조건들을 도출한다. 카자흐스탄의 민족 구성에서 러시
아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에서는 러시아 민
족이 카자흐 민족보다 다수를 점한다는 것을 인구지리학 측면에서 이미 밝
힌 바 있다. 수도인 아스타나(Astana)市를 감싸고 있는 지역 전체가 러시아
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아스타나(Astana)를 중심으로 남쪽의 카라간디州
와 서쪽의 코스타나이州 그리고 북쪽의 북카자흐스탄州에서 러시아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
포된 파블로다르州는 아스타나의 동쪽에 있으며, 舊수도인 알마티市 역시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다수
주민들이 러시아政敎를 믿고 있다. 따라서 슬라브 문화가 카자흐스탄을 발
판 삼아 남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방송되는 TV를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는 카자흐어와 러
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채널별, 그리고 시간대별로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각종 신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카자흐스
탄의 신문 ․ 방송 언어는 카자흐어보다 러시아어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 사용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채택한 점도 있지만, 다수의 젊은 카자흐스탄 인들이 카자흐어
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에서도 찾아진다. 각종 학교에서 카자흐어를 학습하
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 직장인들이 카자흐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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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다.69) 이러한 현실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보다 가깝게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연결 고리가 되며, 슬라브 문화가 보다 쉽게 남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이 된다.
카자흐스탄의 인구 및 민족지리 상황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보다 긴
밀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구수도와 신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하다. 카자흐스탄이 이
웃하고 있는 중국과의 정치 및 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의 인구(민족)지리 환경이 러시아를 보다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슬라브 문화권이 카자흐스탄을 발판삼
아 점진적으로 남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준다. 실질적으로 카자흐스
탄과의 관계 속에서 남진하고 있는 러시아 문화가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12년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지난날의
슬라브 문화를 유지 또는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앙
아시아의 남부지역으로 향할수록 슬라브 문화와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소

69) 1997년 2월에 “카자흐어로 모든 공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들이 카자흐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를 거부했다. 상기 법안에는
카자흐인의 경우 2000년까지, 다른 공무원의 경우 2003년까지 카자흐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상기 법안이 거부되면서, 카자흐스탄에서의 러
시아어는 카자흐어와 동등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소련시절 카자흐스탄의
대도시와 주변의 인접도시에 거주하는 카자흐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야 했다. 카자흐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30~40대 이상의 연령층에 있는 카자흐인들
의 대다수가 카자흐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필자가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2009년 7월 현재 카자흐스탄 국민들 가운데 카자흐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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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현지로 침투되고 있는 유럽 및 중국의
문화에 비해 더욱더 강력한 침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푸틴은 그러한
침투력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이슬람 문화의 북상이다. 중앙아시아의 종교 문화는 이슬람 문화라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냉전기 동안 슬라브 문화가 강압적으로 이식된
그 자리를 이슬람 문화가 대신해 가는 듯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다양
한 사회문화 협력기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슬람협의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가 지역 문화를 결속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종교 문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
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다. 5개국 중에서 북부와 북동부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는 이슬람 문화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국민의 수
가 절대다수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적 감정은 이슬람과 슬라브 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듯하다.

국가

주요 종교(%)

카자흐스탄

∙ 이슬람교(70)[수니파 중심], 그리스정교(23)

우즈베키스탄

∙ 이슬람교 (88)[수니파 중심]; 그리스정교(9)

키르기스스탄

∙ 이슬람교 (75); 그리스정교(20)

투르크메니스탄

∙ 이슬람교( 89); 그리스정교(9)

타지키스탄

∙ 이슬람교[수니파 85, 시아파 5]; 기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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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
지키스탄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이슬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필자가
현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이슬람 문화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정치엘리트 집단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중앙아시아 CIS 5개 회원국이 위치해 있는 중앙아시아 그 자체를 연구
범위로 했을 때, 이슬람 문화가 중동의 문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남부지
역에서 시작되어 점차로 북부지역으로 북상하는 듯하다. 중동지역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시작된 보다 강력한
이슬람 문화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전파되고 있다. 반면에 중앙아시아의 북
부지역은 슬라브 문화의 잔재가 보다 강하게 남아 있고, 이러한 문화가 점
차적으로 남진하게 되면서 개별 국가 단위에서 이슬람 문화와 슬라브 문화
가 공존 또는 충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중앙아시아의 사회문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복잡한 모습으
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슬라브 문화는 당분간 더 지속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는 기존의 문
화에 더해 유럽문화와 중국 문화까지 침투되어 혼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
겠지만, 슬라브 문화 등 외부 문화가 침투하면서 기존의 문화적 전통이 변
형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앙아시아 전체를 본다면, 북부지역(카
자흐스탄)은 슬라브 문화, 중부지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슬라브
․ 이슬람 ․ 유럽문화 ․ 중국문화가 혼합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부지역(투르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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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가 복원되는 과정과 함께 새로운 외부
문화가 침투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는 인문지리 환경의 변화가 국가정책
의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5개 CIS 회원국의
정치행위는 자신들의 지리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 공간
내에서의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겪어 왔고, 중앙아시아 공간 전체를 대상
으로 했을 경우에도 외부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내재적 행위와 외부 관계적 행위가 동일한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
았지만, 상호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리공간의 성격을 변화시켜 왔다. 이러
한 내용을 개별 국가차원의 내부지리 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지리환경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리환경이다.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지리 환경을 중심으로 역동성 상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
다. 신수도와 구수도, 그리고 카스피 해 등 3개 지역으로 분산 개발되고 있
는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그리고 카스피 해에 연해 있기 때문에 동일 지
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 정책을 특수한
상황으로 간주한다면, 개별 국가의 개별정책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보인다.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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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등 5개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과 역동성이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이들 5개국의 국경이 근접하는 국경 근처라는 점이다.
인문지리 변수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의 역동성 지역을 정리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카자흐스탄은 동남부 지역에서, 우즈
베키스탄은 동부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서부지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은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서부 국경지역 근처에서
왕성한 역동성을 보인다. 인구 및 정치, 그리고 경제 지리학적 관점에서 상
기 동일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의 역동성이 왕성한 모습을 보인다. 이
러한 역동성 지역을 중앙아시아 지도를 놓고 바라보면, 이들 국가의 국경
이 한자리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지리 환경이다. 미국과 러시
아, 그리고 중국 등 외부세력의 개입전략에 따르는 중앙아시아 지리공간의
안보질서 문제이다. 중앙아시아의 CIS 5개국은 상층부에 카자흐스탄이 있
고, 그 하단부의 좌측에 우즈베키스탄이, 우측에 키르기스스탄이 있다. 그
리고 이들 국가 하단부의 좌측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우측에 타지키스탄이
있고, 그 하단부에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분
포 구조는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중앙아시아 공간을
바라보면, 과거의 문화적 전통과 민족 문제에 기초해서 추진되는 러시아의
안보협력 질서가 카자흐스탄을 발판으로 남진하고, 중동지역의 이슬람 문
화가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거치면서 북상하고 있다는 점을 목격
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가 빠르게 진출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안보질서
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전체를 본다면 북부지역(카자흐
스탄)은 슬라브 문화, 중부지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슬라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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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 유럽문화 ․ 중국문화가 혼합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부지역(투르크메니
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가 외부세력의 침투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지리 구조를 창출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안보협력 질서가 다소 불
분명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보정책은 수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
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다수(88%)가 이슬람敎(대부분 수니파)를 믿고 있지만
국가정책이 중동권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문화권에의 흡수
에도 부정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슬라브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중동의 그것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중앙아시아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동일 공간을 지
배하는 문화에 정착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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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2년 9월 26일).
http://portal.nis.go.kr/(검색일: 2009.9.8).
http://www.defensenews.com/(검색일: 2012년 9월 27일).
http://www.kazembassy.org/(검색일: 2009년 10월 8일).
http://www.nis.go.kr/(검색일: 2010년 5월 9일).
http://www.regions.gov.kg/(검색일: 2010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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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대(對)중앙아시
아 정책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
앙아시아 지역과 오랫동안 문화 ․ 역사 ․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
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쟁 상대이자 국제정치의 중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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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편이다. 12억이라는 막대한 인구, 연 7%대의 빠른 경제성장률, 핵
보유국가로서 인도의 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흥 강국의 면모를 갖추면
서 인접 국가/지역의 이목을 끌고 있는바, 본 연구는 탈(脫)냉전 후 ‘중앙아
시아 연결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으로 명명된 인도의 중앙아시
아 진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자
원 확보, 주변국과의 외교안보적 협력을 통한 역내안정이다. 인도는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생산국이지만 자급률이 부족하여 원유의 경우 70%
이상을 수입해 오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공급처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에 주목해왔다. 한편, 인도의 안
보적 측면에서 가장 위협요소는 역내 이슬람 급진 세력에 의한 테러리즘이
다. 최근 인도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배후에는 파키
스탄이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주로 파키
스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 계곡을 주요기반으로 삼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도
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처럼 중앙
아시아 지역은 인도에게 에너지와 안보라는 두 영역에서 전략적 공조가 필
요한 최우선 관심 지역 중 하나이다. 나아가 인도가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경쟁이 치열한 유라시아 대륙의 요충지에서 자국의 존재
감을 강화하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의 연대와 협력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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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도

자료: 미 국무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국, http://www.state.gov/p/sca/ci/index.htm(검색일:
2012.6.28).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범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협의의 차원에
서 중앙아시아 5개 신생독립국1)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
다.2) 광의의 차원에서는 위의 지역에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파키스탄
1)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2)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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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이란 코라산(Khorasan) 지역, 캅카스 3국, 러시아 타타르 및 인도 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Starr는 ‘대중앙아시아(Greater Central
Asia: GCA)’ 개념을 통해 “GCA의 번영은 교역에 달려 있으며, 교역은 필
연적으로 교통망의 발전에 의존했다. 역사 ․ 지리적으로 양 지역의 중간 지
점에 위치하여 통로 역할을 했던 아프가니스탄의 번영과 쇠퇴가 말해주듯
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서로 분절 ․ 고립된 상태에서는 결코 번영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한다(2005). 최근 인도 정부는 ‘중앙아시아 연결정
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이하 ‘연결정책’)을 발표, 인도와 중앙아시
아의 번영을 위해서 과거 활발했던 교류가 복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결정책’의 핵심 개념은 향후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양자관계, 다자
관계 차원의 정치, 경제, 인적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러시
아의 중앙아시아 지배 이후 단절되었던 양 지역을 재연결(re-connect)하겠
다는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3)
그동안 러시아, 중국, 미국, EU 등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
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온 반면, 이를 주제로 한 인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현재까
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몇몇 인도의 대외정책 혹은 인도-중앙아시아
관련 해외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탈냉전 이후 인도의 대외정책을
다룬 연구에서 인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입장, 목적 등을 간략하게 살펴
볼 수 있는데, Mohan(2004)은 냉전 종식 후 인도 외교는 인근 국가/지역에
대해 보다 확장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진취적 성격을 갖추기 시작
3) India’s ‘Connect Central Asia Policy, Shri E. Ahamed at First India-Central Asia Dialogue’,
June 12, 2012, http://meaindia.nic.in/mystart.php?id=530119616(검색일: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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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존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인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전략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루어졌음을 고
려,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수정주의적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인도는 주로 카자흐스탄이나 타지키스탄과 같은 몇몇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 양자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지역 국제관계에서 나타나
는 특징, 패턴에 변화를 가해 인도가 진출할 수 있는 틈새를 공략한다는 것
이다(Mohan 2004, p. 80).
한편, Moore(2007)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의 영향력이 안보 ․ 경제 ․ 문화적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는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설정에서 테러리즘, 이슬람 극단주의, 에너지 안보,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
라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의 중심부에서 벌
어지는 거대 세력 경쟁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Moore는 인
도가 중앙아시아와 교류하는 것은 역내 ‘전략적 깊이(strategic depth)’를 확
보하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외교는 필연적으로
파키스탄, 미국, 기타 아시아 강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취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도의 중앙아시아
에 대한 전략적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 Moore의 결
론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앙아시아 연결정책’이 어떠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성립되었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인도의 입장에서 중앙아시아가 어떠한 전략적 가
치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 후, III장은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연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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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 과정과 핵심 내용을 인도 정부와 전문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
리하고자 한다. 이어서 IV장은 안보, 에너지 부문에서의 인도-중앙아시아
간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인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
다. 한국과 인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의 목표와 지향점이 상당부분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인도의 사례는 향후 한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형성에도 유
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인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남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 ․ 경제 ․ 문화적 교류와 연계 복원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인도-중앙아시아는 우선적으로 역내 테러
리즘 억제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주력하며, 안보 분야에서 양자/다자적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하여 파키
스탄을 거쳐 인도로 연결되는 가스파이프라인 수송로 건설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비롯하여 각종 에너지 부문 협력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인도의 ‘연결정책’을 중심으로 한 양 지역의 관계 복
원이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Ⅱ. 인도 관점에서 본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의 탄생은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겨남을 의미했고, 세계열강들과 지역 강국들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거대한 체스판의 ‘요충지(pivot)’로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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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되어 온 중앙아시아의 지전략적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되
는데, 첫째는 방대한 에너지-광물 자원이 존재하고, 둘째는 중앙아시아가
러시아, 유럽, 캅카스 지역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위치, 석유, 가스 등 에너
지 수송관과 물류, 수송, 통신망 연결이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치를
지닌다. 세 번째는 안보적 요소로 중앙아시아에는 주요 극단주의,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9 ․ 11 사태 이
후 테러리즘 척결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중앙아시아의 전략
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세력경쟁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강국들에 비해
후발 주자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강국들은 1990년대 초 중앙아시아가
독립하면서 세력 경쟁에 참가하기 시작한 반면, 인도는 당시 당면한 경제
위기와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소요사태,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
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정책은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을 발판삼아 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인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에 국가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의
국가 규모, 전략적 위상, 교역상의 이해, 안보 환경에 상응하도록 과거 ‘대
응적’ 수준에 머물렀던 외교정책을 ‘주도적, 사전대비적’으로 전환하고
(Joshi 2010, pp. 101~102), 외교 대상 범주는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만, 동쪽
으로는 말라카 해협, 북으로는 중앙아시아, 남으로는 적도까지 확장하였다
(Ministry of Defense of the Government of India 2003, pp. 2~6).
특히 인도의 경제가 급성장한 2000년대 후반에는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정치,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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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Manmohan Singh 총리는 합동참모회의 연
설을 통해 앞으로 인도의 역할은 ‘평화적 변방(peaceful periphery)’을 추구
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4) 특히 인도는 주변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원주
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한 동시에 시장 경제 체제를 빠르고 성공적으로 구축
한 국가임을 내세우며 서아시아, 페르시아 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의
정치 ․ 경제 ․ 안보적 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후 인
도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인도 국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지역으로 규정,
양 지역 간 역사 ․ 문화적 연계성을 복원하고,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같은 공
통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공조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
해왔다.5)
특히 인도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해 있어 인도 북부 지역은
빈번하게 테러 공격에 노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안보 불안은 2008년 뭄바
이 테러 사태로 극에 달하였다. [그림 2]는 2007~10년 사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주로 인도
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접경지역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는 주로 파키스탄, 아프
가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국경이 교차
하는 페르가나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깊숙한 산악 지대에 은신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역내 안보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 Extracts of PM’s address at the Combined Commander’s Conference, October 18, 2006
New Delhi, http://pmindia.gov.in/speech-details.php?nodeid=417(검색일: 2012.8.22).
5)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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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7~10년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주: 각 원 안의 숫자는 테러공격 발생 횟수이며, 진동 표시가 있는 원은 공격이 다발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함.
자료: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Worldwide Incidents Tracking System,”
http://www.nctc.gov.

무엇보다도 인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이 최대 현안인 만큼 에너지 보고인 중앙아시아의 안정은 인도의 국익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는 중앙아시아와 기존의 제
한적, 소극적 관계 유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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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분리주의, 마약/무기 밀거래 차단이라는 분명하고 공통된 안보 의제를 공유
하면서 점차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인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주지하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인도가
중앙아시아로 가는 통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동 안보(common security) 차
원에서 GCA 안보 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다
룰 가치가 높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9 ․ 11 테러 사태 이후 이슬람 무장
세력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로 역내 국가들의 안위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그중에서도 인도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마주
하면서 안보 불안정과 테러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아프가니
스탄의 안정이 곧 인도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인도 정부는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통해 재건과 안보에 투자,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목
안정화에 주력해왔던 것이다.6) 이는 향후 인도-중앙아시아 간 에너지, 경제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무장세력 단체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역내
안보 강화에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TAPI
사업의 개시는 단기적으로는 가스관 통과로 아프가니스탄에 고정적인 주요
수입을 발생시켜 향후 국가 재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 세력들의 존립 기반을 약화하
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7)
6) 2014년 예정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역시 인도 정부로 하여금 이후의 역내 안보 유지,
강화에 직접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 탈레반 정권 시절까지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때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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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인도는 러시아, 미
국, 중국 등 기존 강대국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프트 파워를 내세우
며 비제국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도를 일종의
균형자로 보면서 장기적으로 훌륭한 협력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강대국들의 세력 각축장이 된 중앙아시아
에서 이 지역 국가들이 외부 세력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바로
경제 ․ 안보적 이유 때문인데, 인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상호 보완적이
며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맥락에서 최근 들어 활기를 띠는 인도-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 아프가니스탄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8) 가입은 양 지역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나아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분리된 지역이 아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

해도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인도 위협의 연장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
이 타지키스탄과 강력한 연계성을 가진 북부 동맹에 기반한 정권에 의해 대체되자 아프가니
스탄 내 인도의 영향력에 대해 파키스탄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의 전략적 위상을 급히 모색하여 공조, 무역, 외교 관계 등에 상당히 투자하였다.
8) 1985년 11월 7일 다카(Dhaka)에서 방글라데시 ․ 부탄 ․ 인도 ․ 몰디브 ․ 네팔 ․ 파키스탄 ․ 스리랑
카 등 7개국 정상들이 모여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남아
시아지역협력연합)를 발족했다. 본 연합의 목적은 남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며 경제 ․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로 지역 문
화를 발전시키며 국제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있다. 농업, 통신, 교육 ․ 문화 ․ 스포츠,
환경 ․ 기상, 건강 ․ 인구 ․ 아동복지, 마약 불법거래와 남용 방지, 지역 발전, 과학과 기술, 관
광, 교통 등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12월에 SAPTA(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ARC 무역특혜협정)를 채택하여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삭감했다.
옵서버 국가는 호주, 중국, EU, 이란, 일본, 한국, 모리셔스, 미얀마, 미국이다.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南─地域協力聯合,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네이버 백
과사전(검색일: 20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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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덩어리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
다도 아프가니스탄의 SAARC 가입으로 앞으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를테면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가입 가능성도 제기해볼 수 있다.
경제력이 향상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일부 중앙아시아 국
가들과 인도가 FTA를 추진하여 양 지역의 무역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GCA와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긴밀성
이 한층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인도의 경제력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인 동시에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IS, 러시아, 유
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통과 지역이다. 과거 인도와 중앙아시아가 번
영을 누렸을 시기 무역 활동 역시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인
도 북서부에서 시작되어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육로의 연결은 인도의 미
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표 1. 인도-중앙아시아 간 무역 규모(2007~11) (2012.3.10 기준, US $ Million)
GCA 국가/연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아프가니스탄

359.18

520.47

588.74

568.44

카자흐스탄

188.77

290.70

291.44

310.59

키르기스스탄

32.43

23.95

27.48

26.98

타지키스탄

22.21

34.17

32.57

41.33

투르크메니스탄

44.65

53.50

46.15

35.89

우즈베키스탄

56.52

116.27

84.00

81.05

합계

703.76

1,039.06

1,070.38

1,064.28

414,786.19

488,991.67

467,124.31

620,905.32

인도 총무역량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http://commerce.nic.in/eidb/iecntq.asp(검색일: 20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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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2015년까지 유럽, CIS,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의 무역이
연간 5,000억~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Sachdeva 2010, p.
136, p. 139), 이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인도의 총무역량이 약 8,000억 달러
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비중이다.9) 그런데 이 중 20%만이
라도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여 중앙아시아로 진입하는 육로를 통해 이루어
질 경우 발생 가능한 이익은 1,000억~1,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다(Sachdeva 2010, p. 136, p. 139). 물론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까
지 인도-중앙아시아 간 무역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체 무역규모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인도 무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EU, CIS권을 대상으로 한 대륙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
는 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를 통한 대륙 교역 활성화와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육로의 부활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도는 우선적으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회복하
고,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만일 중앙아시아남아시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경제권 형성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
탄이 참여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내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9)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http://commerce.nic.in/eidb/iecntq.asp(검색일: 20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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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
성립 과정과 핵심 내용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오랫동안 서구권에 밀려 움츠러져 있었던 아시아가
부상하면서 가장 주목받기 시작한 국가들은 바로 인도와 중국이다. 그중
인도는 1990년대 초 당시 P.V. Narasimha Rao 총리 주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추진을 기점으로, 냉전시대의 비동맹정책과 내부지향적, 사회
주의적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실용적, 다자주의적 외교노선과 개방적인 경
제정책을 추진했다. 동방정책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관계 구
축을 목적으로 인도의 경제체제 ․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였고 냉전체
제 동안 제한적이었던 외교노선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로 확
장하여 이들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결실을 얻었다. 이후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그동안 남아
시아 지역 내 머물렀던 소극적, 제한적 역할에서 벗어나 21세기 신흥강대
국으로 영향력 확대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전재성, 이수형, 공
석기 2010, pp. 28~29). 2000년대에 들어선 후부터 인도는 이른바 ‘서방정책
(Look West Policy)’을 추진, 냉전시기부터 오랜 우방이었던 러시아와의 관
계를 유지하고, 동방정책 개시로 구축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견고
히 하면서, 동시에 인도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서쪽(걸프권 국가) 및
미국 등 서구권과의 협력으로 인도 외교 범주의 확장을 모색하는 균형 ․ 실
용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동방정책이 동아시아권 국가들과
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경제 성장을 중점 목표로 삼았다면,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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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에 주목받고 있는 서방정책의 핵심은 인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에
너지 자원 확보와 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관계 수립 및 강
화를 통한 신흥강국으로서의 국력 향상에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 가치와
막대한 에너지 자원으로 국제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인도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자는 ‘북방정책
(Look North Poli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Sinha 2004, p. 6;
Kavalski 2010, pp. 239~26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연결정책’으로 통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결정책’의 핵심은 과거 인도-중앙아시
아 간 활발했던 교류를 현대적 의미로 회복하여 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추
구하는 데 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 간의 교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고대부터 다양한 차원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 친밀감을 축적해 왔다. 양 지
역은 오랫동안 교통, 무역, 종교, 문화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왔
으며, 교류가 정점에 달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우선 남아시아 반도는 남쪽의 바닷길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북쪽 루트를
중심으로 육로 무역을 실시해왔다. 남아시아의 북쪽은 바로 오늘날 아프가
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유
럽, 중동,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다. 한편,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하면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흡수했고, 동시에 중동, 유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의 통치가 시작된 19세기 말까지 유라시아 대륙의 활발한 교역과 문화 교
류의 중심지로 역할해왔다(Babajon Gafurov 1974, p. 74; Joshi 2010, p. 21
재인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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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세기 동안 지속된 활발한 경제, 종교, 문화, 예술, 인적 교류는
영국의 인도 통치와 소비에트의 중앙아시아 진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독립 인정, 아프가니스탄과 대영제국 간 두란드 라인
(Durand Line)의 성립,11)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병합으로 양 지역의 관
계는 과거와는 달리 냉랭하게 변하였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로의 합
병 이후 북쪽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대영제국이 진출한 인도는 인
도 남부 도시들이 바닷길 개척을 위해 개방되면서 남쪽으로 기수를 틀었다.
그러자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간 교류의 상징이었던 비단길은 쇠퇴하였
고, 양 지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양 지역에서 소통되
었던 페르시아어는 주류 언어로서의 지위를 잃고, 인도에는 영어, 중앙아시
아에는 러시아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수천 년간 지속된 양 지역 간 교류
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현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12)
공식적으로 인도-중앙아시아 외교 관계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재개되었
지만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은 2003년 인도 총리의 타지키스탄 방문과
2005년 인도 국영석유회사의 카자흐스탄 유전사업 투자 진행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수차례 양 지역 정상들이 오고 가면서 구체적인 인도의 중앙
아시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5~6년 사이 양 지역

10) 중앙아시아 학자인 Babajan Gafurov는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가운데 새롭고 보다 정교
한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단순히 한 문화를 다른 문
화로 전달하는 기계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11) 19세기 말 인도를 통치하던 영국은 파슈툰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간과 인도 사
이의 파슈툰 거주지역에 두란드 라인(Durand Line)을 설정했고, 이 경계선이 아프간과 파
키스탄의 국경선이 됐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12) 소비에트 시기 인도는 문학이나 예술 등 한정된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과 최소한의 교
류를 유지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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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빈번해진 각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관료
들의 만남,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 에너지 협력 사례 등이 이를 대변한다.
2009년에는 카자흐스탄, 인도 대통령이 차례로 양국을 방문했고, 2011년에
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했다. Islom Karimov 우
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11년 5월 인도 방문에 이어 S.M. Krishna 인도 외무
부 장관이 2012년 7월에 이틀간의 일정으로 타지키스탄을 방문했다. 9월에
는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이 밖에도 인도는 중앙아
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자 정책을 완화하였고 항공기 및 육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역내 안정을 위해 인도-중앙아시아 간 안보 협력 체계
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영역에서 인적교류 강화를 위한 투자를 계
속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자협력기
구들 중에서 SCO(옵서버 지위 확보), 아시아신뢰구축회의(CICA, 정회원)에
가입한 상태다.
인도의 ‘연결정책’은 정치 ․ 안보 ․ 경제 ․ 문화적 연결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협력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요 특징은, 첫째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기존에는 대응적 수준에 머
물렀다면 앞으로는 주도적, 사전 대비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상급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트랙 1.5, 2 수준)를 확
대하여 인도-중앙아시아 관계의 저변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SCO와 같이
기존의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나 인도가 주도하는 SAARC를 활용하여 역내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 다자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2년 6월 12일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중앙아시아 대
화(India-Central Asia Dialogue)(이하 인-중 대화)’는 인도가 중앙아시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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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교류의 저변을 확대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로 나아
가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중 대화는 각 국가별 학자,
교육자, 사업가들이 초청된 트랙 2 수준의 비공식적 만남의 장으로 향후
연례행사로 정례화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중앙아시아 정
책이 양 지역 간 문화, 교육 등으로도 확대되어 교류의 저변을 넓히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대화에서 인도 외무
부 장관 Shri E. Ahamed는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
표했다.13)
“이제 인도는 ‘중앙아시아 연결정책(Connect Central Asia)’을 통해 분
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려 한다. 이 정책은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 개별적, 집단적인 테두리에서 주도적인(pro-active) 정치, 경
제, 인적 교류에 기반하여 진행될 것이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 경제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가
지고 있음에도 아프가니스탄 내전, 인도-파키스탄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가시적인 교류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아
프가니스탄 상황이 과거에 비해 안정을 찾아가고, 지난해 파키스탄 상무장
관이 35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합의하
는 등 최근 경제 부문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14) 인도는 중앙아시아가
13) Keynote address by MOS Shri E. Ahamed at First India-Central Asia Dialogue.
14) 파키스탄, 인도 관계 해빙무드: 경제교류 활성화로 무역량 급증 전망, Kotra Global Window,
(검색일: 20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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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문화적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친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치 ․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에서의 민간 교
류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중앙아시아에 진출
한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는 달리 역사상 권위주의적이지 않
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경제 발전,
시민 사회 건설, 민족-종교의 화합을 위해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
조했다. 제1차 인-중 대화에서 인도 외무부 장관이 발표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5)
가) 인도는 중앙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견고한 정치
적 관계를 구축해 간다. 각국 양 지역 지도자들은 양자간, 다자간 상
호 긴밀하게 교류한다;
나) 인도는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안보적 협력을 강화한다. 이미 인도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체결돼 군사
훈련, 합동 조사, 반(反)테러리즘 공조,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대한
협력이 진행 중이다;
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기존의 다자기구(SCO, Eurasian Economic
Community, Custom Union)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인도는 이미 유라시
아 공간의 시장 통합을 목표로 한 ‘포괄적 경제 협력 조약(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제안한 바 있다;
라) 인도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에너지, 광물 자원에서 장기적 협력 대상
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넓은 경작지를 보유하는 중앙아시
아와 협력하여 부가가치가 있으며 수익성 높은 작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15)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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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는 인도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분야 중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
로 보고 있어 민간 병원, 클리닉 등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다;
바) 인도는 IT, 경영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고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중앙아시아에 인도-중앙아시아
대학 설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인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SCO나 Eurasec(Eurasian
Economic Community)과 같은 기존 다자기구의 참여를 통한 접근이 효과적
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인도는 유라시아 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 조약(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제안,
남아시아 경제권을 아우르는 SAARC의 범주를 중앙아시아로 확대하고자
구상하고 있다. 이렇듯 인도는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안보 문제나 경제 통합과
같은 역내 공동 이슈에 대해서는 다자적 틀 내에서 접근, 협력하고자 한다.
이처럼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방위적
인 교류, 협력으로 과거 ‘친선(goodwill)’ 수준에서 벗어나 ‘가시적(tangible)’,
‘전략적(advantage)’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16) 향후 인도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에서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방
점을 두고 있다.

16) India’s Engagement with Central Asia: Exploring Future Direction, Round Table(July 10,
2012),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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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안보, 에너지 부문 협력
1. 안보 부문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2008년 뭄바이 테러 발생 이후에도 인도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테러 사건에 노출되었는데, 이들 극단주의 무장단체들
의 근거지는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계곡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에도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모든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의
대상인 동시에 중앙아시아 안보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에 미칠 파급,
그리고 다시 인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 정
부는 ‘대(對)테러리즘’이라는 기치하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
고 있다. 인도 국방부 보고서에는,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남아시아에 전략
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을 자극하는 주요
한 지정학적 주체로 떠올랐다. 이 지역은 아직 미개발된 유, 가스 자원과
광물자원을 보유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리는 인도의 안보에 핵
심적 요소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17)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
밀한 관계 유지가 오늘날 인도의 국방안보를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 정부는 타지키스탄(2003), 우즈
베키스탄(2003), 카자흐스탄(2004)과 특별합동조사팀을 구축함으로써 안보

17) Mohammad Samir Hussain, “Security Challenges in Central Asia and India’s Role”,
(http://www.usak.org.tr/EN/makale.asp?id=2405) (접속일: 20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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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공식화했으며, 일부 국가들과는 국방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2009년 인도-카자흐스탄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 등 최근 몇 년 사이 인
도의 중앙아시아 안보 정책은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적극적인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안보, 군사 부문 협력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인도 정부는 타지키스탄과 주요 군사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데,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북부 동맹(North Alliance)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18) 타지키스탄이
가진 이러한 지전략적 가치 때문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와의 교
류를 시작할 때에도 가장 먼저 인도 총리의 타지키스탄 방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현재 인도는 타지키스탄 수도 Dushanbe 외곽에 위치한 Ayni에 공
군 기지 재건과 리모델링 사업을 주관하며,19) 타지키스탄에 군사 장교 훈
련을 제안, 국방협력 강화를 모색 중이다. 이 밖에도 인도는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 국가에서 수차례 합동 군사 훈련을 수행했다. 또한 합동
조사단이 구축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기밀, 정보 공유와 해당부서 간
정기회의 개최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단계는 향후 양 지역이 보다 포괄적
인 방위 협력을 추진하게 될 때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며, 테러리즘 억제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교환, 정기적인 훈련 수행 역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
다(Joshi 2005, pp. 226~227).
인도는 역내 테러리즘 척결과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
18) 북부 동맹의 2001년 카불 입성으로 탈레반 정권의 붕괴가 가속화되었다.
19) 그러나 인도가 이곳에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인도 정
부 역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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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자 간 협력 외에도 다자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협력
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대표적인 중앙아시아 안보 관련 역내 기구로는
SCO, CSTO 등이 있는데 인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구는 SCO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 주축인 SCO에서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인도이
기 때문에 안보나 경제 부문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인도는 자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체의 영향력 강화
를 희망,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을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Joshi 2005, p. 105). SAARC는 현재 경제, 문화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지역의 골칫거리인 테러리즘이나 마약 밀거래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20) 올해 아프가니스탄의 정회원
가입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경제규모가 미미한 수준인 아프
가니스탄의 가입을 유도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
를 인도가 주도하는 다자 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2. 에너지 부문
현재 인도는 세계 5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지난 10년간 에너지 수입원
확대, 다각화에 주력해 왔다.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석유, 가스, 석탄과 같
은 탄화수소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나이

20)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의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참
조 바람. http://www.saarc-s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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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아, 쿠웨이트, 이란 등에서 전체 수입량의 2/3를 충당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을 줄이는 것을 중대 과제로 인
식, a) 에너지믹스21)와 에너지 수입원의 다각화, b) 해외 에너지 관련 자산
확보, c) 해외 투자를 도모하고 국내 생산, 분배, 소비를 향상하는 정책 개
혁 개시 등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다(Sachdeva 2010, p. 126). 따라서 인도
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인 인도 대외, 안보
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최근 진행된 인도-중앙아시아 간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가장 중대한 의
미를 가지는 사건은 바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는 TAPI 수송로
건설에 대한 합의로, 다자적 접근으로 성과를 거둔 주요 에너지 협력 사업
으로 평가된다. 인도-파키스탄 간 경제 부문에서의 화해 분위기가 최근 몇
년 사이 조성되면서 지난 5월에는 20년간 끌어온 인도-파키스탄-아프가니
스탄-투르크메니스탄(TAPI) 송유관 건설에 대한 참여국 간의 극적인 합의
가 도출되었다. 이로써 인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수도 델리(Delhi)
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송유관 완공 시점은 2016년경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참여국은 바로 인도(인도가스공사, GAIL)
와 파키스탄(인터스테이트가스시스템, PVT)으로, 사실상 파키스탄의 합의
가 없었다면 본 송유관 사업은 무산될 위기였다. 이번 투르크메니스탄과
인도 간 가스공급 체결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이 육로를 통해 인도로
공급되는 첫 사례라는 의미와 함께,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불화를 해결하
기 위한 단초이자 역사적 합의로 평가된다. 또한 송유관 건설 사업은 향후
21) 에너지원들의 적절한 혼합사용을 의미. 실질적으로 현재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
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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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및 사용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22)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도 국가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수송로와 이란-파키스탄-인
도(IPI) 수송로

자료: TAPI Pipeline Offers Win-Win Benefits to All,
http://newsblaze.com/pix/2011/0202/pix/TAPI_and_IPI_Pipelines.gif(검색일: 2012.9.10).

한편,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석유, 천연가스가
풍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주로 양자 차원의 에
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22) India’s Engagement with Central Asia: Exploring Future Directions(July 10, 2012), Event
Report(http://www.idsa.in/event/IndiasEngagementwithCentralAsia100712?q=print/9906)(검색
일: 20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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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3개의 유전이 있어 일
찍이 인도와 에너지 교류를 시작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인도의 석유
가스공사인 ONGC(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는 카자흐스탄 Alibekmola
유전 지역에 대한 주주 자본을 15% 보유하고 있으며, 카스피 해에 위치한
러시아-카자흐 Kurmangazy 유전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2009년 카자
흐스탄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 동안 인도 ONGC Mittal Energy Limited
(OMEL)와 KazMunaiGaz(KMG)는 카스피 해 연안 Satpayev 블록에 대한 유
․ 가스전 개발에 합의했다. 북부 카스피 해에 위치한 이 지역은 채산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매장량 추정치가 18억 5천만 배럴에 이르며, 인도 기업
이 25%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카자흐스탄 역시 최근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에 호감을 보이며 Karzahanbas 유전 개발권을 인도 측에 제공했다.23)
인도의 천연가스 관련 투자는 주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국가의 에너지 수출로 다각화
정책이 인도의 천연가스 자원 수요 증대와 맞물려 2000년대 후반부터 다양
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인도가스공사 GAIL은 우즈베키스
탄 유 ․ 가스전 탐사 및 생산을 위해 Uzbekneftegaz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즈베키스탄 서부에 액화석유가스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인도 ONGC도 우
즈베키스탄 유 ․ 가스전 개발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중앙아시
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인도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들, 특히 인

23) ONGC Mittal Signs Deal to Take 25 Stake in Kazakh Oilfield, Times of India, 24 January
2009(http://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_Business/ONGC-Mittal_signs_deal_
to_take_25_stake_in_Kazakh_oilfield/articleshow/4027031.cms)(검색일: 20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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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마찬가지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문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중국
과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의 침투가 어느 정
도까지 가능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발달된 정보
기술, 과학, 지식 산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에서 훌륭한 협력국이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광물 자원은 풍부
하지만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제조업 분야는 취약하다. 독립 직후 1990년
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단순히 에너지 자원 개발과 원료
수출에 집중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분야에
서 중앙아시아의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양 지역은 상호 보완적
인 경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재래식 에너지 자원,
농업(식량, 목화 산업)도 양 지역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 관련
민간 기업들이 육성된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교류 규모도 더욱 확
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양 지역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중앙아시아의 열악한
시장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인도-중앙아시아 간 에너지 교역은 반드시 수송 인프라 구축과 선행 내
지는 병행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TAPI 송유관 건설에 대한 합의가 극적
으로 도출되었으나 그 외의 육로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을 직접 통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나 오
랫동안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인도는 이란에서 시작하는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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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통과 교통망(trans-Afghan roadway) 건설에 주목해왔다(Saghal and Anand
2010, p. 67). 만일 이 루트가 완성된다면 이란 항구 차바하르(Chabahar)에
서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여 타지키스탄으로 연결되는 육로가 탄생하는 것
이며, 현재 인도는 이란-투르크메니스탄-인도 육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
달에 합의한 상태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들어 인도와 중앙아시아 관계는 21세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양
지역의 위상 변화로 인해 재개(再開)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0세기
한때 단절되었던 인도-중앙아시아 교류는 서로가 가진 장점을 결합, 역내
공통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와 중
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안보, 경제 환경에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을 가
지고 있어 양 지역의 전략적 연대, 협력은 향후 서로에게 유의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2000년대 이후 가파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에게 중앙아시아
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안정적 수급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
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는 전통 ․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역내 안
정유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 접근하기 위해 인도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야
하는데, 양국 모두 이슬람 무장세력과 분리주의 집단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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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세력은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안보
를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정책’에는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라는 두 가지 단기적 국가 이익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동시에 인도
의 외교정책이 핵실험 성공과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보다 적극성을 띤 이
후 유라시아의 요충지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장기적
전략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결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 안보 ․ 경제 ․ 문화적
연결이라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들 국가들에게 러시아,
미국, 중국 외에 신뢰 있는 역내 협력국가로의 부상을 모색하고 있다. ‘연
결정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기존의
소극적 대응수준에서 벗어나 주도적, 사전 대비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상급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Track 1.5, 2 수
준)를 확대하여 인도-중앙아시아 관계의 저변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SCO, SAARC 등과 같이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 체제를 활용하여 역내 문
제에 대해 다자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 후발주자이나 비교적 성공적인 진출 성
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는 무굴 제국 시기부터 전통적으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하나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현재 인도는 중앙아시아에서 일종의 ‘균형자(balancer)’로서의 역할
과 입지를 다져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에너
지 부문에서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별 특성에 맞게 석유, 천연가스 및 전
력 분야에 투자를 진행 중이며, 특히 TAPI 수송로 건설이 실현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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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가 인도 내륙까지 수송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성
공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안보 분야에서 인도는 독자적 또는 미국, 러시
아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절묘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독특
한 입지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전통적 강국들 사이에서 정치 ․ 경제 ․ 안보
적 옵션을 다원화하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인도-중앙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중앙아시아의 협력을 추동하는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 지역 교류는 최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주
된 원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는 파키스탄의 존재
와 여전히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앙아시아의 시장 환경과 낙후된 사회 인프
라 수준 역시 양 지역의 교류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경제교류 활성화 조치로 해빙무드에 들
어섰다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이 경제 부문에서만큼은 실리를 추구
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은 장기적으로 인도-중앙아시아 간 교류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정세도 2011년도
빈 라덴 사망 이후 탈레반 세력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 인
도 등의 재건 지원도 이어지고 있어 아프가니스탄 리스크가 어느 정도 관
리 가능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 인도와 중앙아시아 양 지역이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반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면 인도-중
앙아시아 간 교류와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정책’은 러시아, 미국, 중국 등 강국들의 틈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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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앙아시아로 전략적 진출을 꾀하는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가 중앙아시아에 집중하는 이유는
에너지 자원 확보, 역내 안보 강화에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의 핵심
동력 역시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중동 등의 지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수입 다각화는 핵
심 사안이다. 따라서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는 훌륭한
대체 지역으로 부각되어 왔다.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
사점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인도의 경우처럼 주도적이고 사전
대비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요청하는 핵심이해를 파악하고 이것들 중에서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
을 선별, 주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
는 ‘한국-중앙아시아 포럼’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이해사
항들을 파악, 선별하고 이를 정상간 회담을 통해 추진력을 담보하는 보다
주도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의
문제이다. 인도는 ‘인도-중앙아시아 대화’를 개최하면서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강화할 것을 표방하였다. 또한 인도는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외교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장
기적이고 안정적인 양 지역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도의 소프트 파
워를 앞세운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 역
시 의료, 교육, 문화 등에서 인도와는 차별화된 성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확대, 장려하는 접근이 장기적인 관점
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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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 체제 내에서 협력하는 방안이다. 인도는 중
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기구로 부상한 SCO의 옵서버 국가이며,
CICA 회원으로 역내 이슈와 문제에서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SAARC에 아프가니스탄을 가입시킴으로써 중앙아시아-남아시아 경
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에 비하면 중앙아시
아가 지리적으로 멀고 단독으로 지역 기구를 창설하는 것도 국가 역량의
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역내 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하듯 한국은 장기적으로 SCO의 옵서버 지위 획득을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 SAARC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아시아와 다자주의적 접근과 교류를 모색해 볼 필요
가 있다. SAARC가 현재는 남아시아 지역 연합체의 성격이 강하지만 장기
적으로 인도의 국력 증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가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앙아시아는 물론 남아시아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1석 2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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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주의 대부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노
동이 남아도는 자원빈국에서 노동공급이 부족한 자원부국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주의 주요 송출국은 우즈베키
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이며 주요 목적지 국가는 러시아와 카자
흐스탄이다(김영진 2012).
우즈베키스탄의 유출 노동이주는 그 규모와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 이 글은 뺷러시아연구뺸, 제22권 2호, 2012, pp. 199~233쪽에 게재된 글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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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나 국제기구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
고 있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이동하
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정
보를 비롯하여 노동이주에 관한 우즈베키스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인구가 절대 수
치에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
수치는 100만~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1) 이주노동자의 대다수
는 농촌지역이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의 계절적 이주자로, 따뜻한 계
절에만 외국에 체류한다.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건설, 판매, 공업
부문과 농업, 요식업 및 서비스부문에 종사한다.
우즈베크 정부는 자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
며 이주문제가 국내외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유명
하다. 또한 이주노동 및 송금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대로 집계하여 발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도 키르기스
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즈베크
정부는 이주문제에 관한 역내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데 계속하여 주저하
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이주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부정
적인 국제적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주
에 관한 협력은 러시아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면 우즈베크 이주
자들의 가장 큰 유입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1) 또 다른 추정에 따르면 200만~800만 명에 이르는 우즈베크 국민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E. Marat(2009), p. 16 및 D. Abdurazakova(2010), p. 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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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체제전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는 1990
년 중반 이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다수 지방 주민이 돈을 버는 주요 방법
중 하나였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노동
이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이주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및 UAE와는 계약에 따
라 노동력을 송출하는 공식적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협정이 노동이주
에 대한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노동이주는 생산 잠재
력의 상당한 손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의미한다. 노
동이주는 이주노동 유입국에 대해서는 현지 인구에 실업과 일부 사회적 문
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
다.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관련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이주(대부분이 비
공식 이주)는 광범한 실업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긴장을 감소시켰으며,
이주자가 보낸 송금은 그 가족의 소비능력 증가를 가져왔다.
이주과정은 이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송출국과 유입국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주노동자
로부터의 화폐송금액은 특히 2000년 이후에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의 일부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은행업 분야의 화폐이전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둘째로는 주택,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
격하게 증가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문헌에서 중요한 의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거나
충분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이주와 관련된 중
요한 의문은 이주가 특정한 유형의 개발로 이끄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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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어떤 송출지역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개발성과를 보이고 다른 지역에
서는 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Taylor 1999;
Jones 1998, p. 579). 또한 이주, 송금, 그리고 개발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주
자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적-사회학적인 결
정요소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Castles and
Miller 2009; Sadovskaia 2006). 본 연구는 이주 및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전
개 및 중심적 이슈에 대한 개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주관련 문헌에서 미
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일련의 의문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
로 일정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개된 노동이주의 규모와 전개 과정 및 특
징, 그리고 그에 따른 송금의 방법과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이주와 송금이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지의 빈곤축소와 발전(현지 발전의 모든 수준 포함)에
어떠한 긍정적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근로연령층의 해외 이주로부터
사회공동체가 얻는 이익과 사회경제적 손실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송금(현지의 인적자원 잠재력의 손실에 의해 얻어진
금융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자원이 단지 일상적인 필수품에 소비되는 것 외에 지속 가능한 미
래의 소득발생원을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에 기
초하여, 노동이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인적자원을 더욱 효
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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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주와 송금 및 개발: 이론적 검토
이주와 송금이 고향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와 생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학자는 거의 없지만, 이주와 송금이 이주자 송출 지
역 및 국가의 지속적인 인간개발과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난 40여 년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와 발전에 관한
사고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주의적’ 낙관주의가 1950년대와 1960
년대를 지배한 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대규모 비관주의가 지배했
다. 이러한 관점은 1990년대의 더욱 미묘한 견해의 출현, 오늘날의 송금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최근의 이주와 발전에 관한 낙관주의의 동시적인 부
활과 함께 변화되었다([표 1] 참조).
표 1. 주요 국면별 이주와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

시기

연구 관점

정책 분야

1973년 이전

개발과 이주에 관한 낙관주의

발전주의적 관점. 이주자에 의한 자본과 지
식의 이전은 도약기에 있는 개도국의 발전
에 도움이 됨. 개발은 (이주노동자의) 귀환
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1973~90년

개발과 이주에 관한 비관주의 비관주의 증가.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 이
(종속이론, 두뇌유출)
주정책의 반복적인 실험 이후 이주자 유입
국에서의 (사회)통합에 초점. 이주는 대체
로 개발 영역에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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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시기

연구 관점

정책 분야

1990–2001년

실증연구(NELM, 생계 접근, 유입이주 정책. 지속적인 회의론과 이슈
트랜스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에 대한 무시. 이주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더욱 미묘한 견해로 재조정
실시.

2001년 이후

특히 송금에 대한 연구 붐. 대체 송금 붐하에서 이주와 개발에 대한 낙관주의
로 긍정적인 견해. 개발과 귀환 의 부활, 그리고 송금, 두뇌 확보, 디아스포라
을 연결시키지 않음.
를 중요한 개발도구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관
점을 신속하게 선회. 이주의 개발에 대한 기
여는 순환이주와 귀환이주에 두어진 새로운
희망 내에서 틀이 형성됨.

자료: Hein de Haas(2010), p. 4.

1. 이주 낙관론: 발전주의 관점과 신고전학파 관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발전주의 시기에는 빈곤국이 대규모 자본이전과
산업화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 시기에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대규모 노동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개도국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주과정에 나서게 되었다(Papademetriou 1985, p.
212). 개도국의 정부들은 이주를 국가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기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다.
발전주의적인 ‘이주 낙관론자들’은 이주가 북-남(부국과 빈국) 간 투자자
본의 이전을 가져오고 전통적인 사회공동체를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사상과 현대적인 지식 및 교육에 가속적으로 노출시킨다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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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은 귀환 이주자들을 변화의 중요한 주체이자 혁
신자 및 투자자로 인식한다. 이주자가 외국에서 귀환하기 전에 획득하게
되는 경험, 숙련 및 지식, 그리고 송금은 개도국의 경제적 도약에 큰 도움
을 줄 것이라고 한다(Penninx 1982). 이에 따라 귀국 이주자들은 대규모 자
금을 송출국(고국)의 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또한 이주를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이주이론은 송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Taylor 1999, p. 65). 균형성장의 이론적 모델에 대한 신
고전학파 옹호자들은 이주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생산요소의 최적 배
분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데, 요소가격 균등화 과정에 따라 송출국
과 유입국 양국에서 임금수준이 균등화되면 이주는 멈추게 될 것이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농촌지역에서 도시 산업부문으로의 노동의 재배치는 경
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며, 따라서 전체 개발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Todaro 1969, p. 139). 강제되지 않은 시장적 환경에서 노
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궁극적으로 노동의 희소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주자 송출사회에서 임금
수준을 상승시킬 것이다. 자금흐름은 정확히 노동이주와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De Haas 2007, p. 4).
따라서 엄격하게 말해 신고전학파의 세계에서 이주의 발전주의적인 역
할은 전적으로 이와 같은 요소가격 균등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주에 관한 신고전학파의 견해는 국제금융기관을 둘러싼 지배
적인 관점이었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 보고서(World Bank 2002)인 <글로
벌화, 성장 및 빈곤>의 “이주를 향한 정책”이라는 절은 유입국에 대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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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익을 요소가격 균등화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며, 송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불과 1년 후 세계은행의 <글로벌 개발금융>에서 “노동자 송금:
외부개발금융의 중요하고도 안정적인 원천”(Ratha 2003)이라는 장과 대조적이
며, 이 장은 송금에 대한 관심의 갑작스런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 이주 비관론: 역사적 구조주의 관점과 종속이론 관점
1973년 석유위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실업의 증가
를 예고했다. 또한 국제이주의 위대한 시대는 종언을 고한 것으로 인식되
었다. 이는 다소간 이주와 개발에 관한 사고의 전환과 동시적으로 일어났
다. 이주와 개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사회과학
에서 (역사적) 구조주의 견해로의 패러다임 이동과 종종 이주와 개발에 관
한 낙관적인 견해와 배치되는 실증연구의 양적 증가의 결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점점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학술적 연구의 양적 증가는 이주가 저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유
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이주 비관주의자들’은 이주가 인적자본의 유출을 야기하고 전통적이고 안
정적인 사회공동체와 그 경제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주는 결국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발전 그리고 송금 의존적인 사회로 이
끌 것이라고 전망한다. ‘두뇌유출’과 ‘육체유출(brawn drain)’—농촌지역으
로부터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의 대규모 이탈—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노동력을 앗아감으로써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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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란 비난을 받게 된다. 이주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은 일반적으로 극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와 송금은 또한 송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Lipton 1980).
또한 이주 비관론자들은 송금이 주로 과시적인 소비와 (주택과 같은) ‘소
비적인’ 투자에 지출되었을 뿐 생산적인 기업에 투자되는 경우는 거의 없
다고 주장했다(Lewis 1986; Lipton 1980). 이주자 송금의 생산적 투자로의
이용에 관한 회의론은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논쟁에서 공통적인 논점이 되었
다(Lewis 1986; Massey et al. 1998; Taylor and Wyatt 1996). 또한 현지 경제
의 약화뿐만 아니라 의존성 증가, 이주자들에 의한 소비 및 토지구입의 증
가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토지가격 앙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주와 송금은 점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주자들이 들여온 돈은 도시 수입재화 및 외국산 재화
나 식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농촌의 기호를 변화시킬 것으로 추
정되었다(Lipton 1980). 이는 증가하는 의존성의 사이클을 한층 더 강화시
킬 것으로 보였다. 이주는 종종 사회공동체의 연대를 무너뜨리고 이주자
송출국의 사회문화적 고유성을 손상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Hayes
1991). 더욱이 이주의 주요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된 이주자 가족의
복지 증가는 송금이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수입원이란 점에서 부자연스럽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북-남(부국과 빈국) 간 이주는 이주자 송출국의 자율
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Durand et al.
1996). 이러한 견해는 개발(발전)에 관한 역사적 구조주의 패러다임과 일치
한다. 특히 종속학파 논자들은 이주를 통한 자본주의 침투와 그것이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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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상을 저개발국의 경제에 피해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라보
았다. ‘누적적 인과관계’(Myrdal 1957)로 알려진 과정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중심부 지역인 서구세계의 지속적인 번영은 주변부 지역으로부터 자본과
노동을 수탈한 것과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이러한 접근은 신고전학파 및 발전주의 접근을 거꾸로 뒤집은 것인
데, 이주는 개인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3. 다원주의 관점: 노동이주의 신경제학과 생계 접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노동이주의 신경제학(NELM)’이 주로 미국의
연구배경 내에서 발전주의 및 신고전학파 이론(이주 낙관론) 그리고 구조주의
이론(이주 비관론)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양 접근은 이주와 개발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복잡한 현실을 다루는 데 있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NELM은 이주의 원인과 결과를 더욱 명시적
으로 연결시키고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주와 발전에 관해 훨씬 더 미묘한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스타크(Stark 1991)는 개별 이주자의 행태를 더욱 폭넓은 사회적 맥
락 내에 위치시키고 개인이 아니라 가계를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단위로 간
주함으로써 개도국으로부터의 이주에 관한 학술적인 사고를 부활시켰다
(Taylor 1999). 이 새로운 접근은 이주를 가계의 위험분산행위로 간주한다.
가계는 소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과 같은 자원의 이용을 분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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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개인보다 더욱 나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접근은 개인소득 극대
화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가 이주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주자의 송금은 가계에 대해 소득보험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이주는 소득위험에 대한 가계의 대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
근은 왜 사람들이 실제적인 소득격차가 없는 경우에조차 이주를 떠나는가
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De Haas 2007, p. 6).
NELM 학자들은 이주가 가계의 생계에 더욱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기여
한다는 점에 덧붙여, 대부분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이 불완전한 개도국의 상
황에서 이주가 잠재적인 투자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Taylor 1999; Taylor and Wyatt 1996). 이러한 시
장은 종종 거의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비엘리트 집단에게 접근이 허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는 다양한 시장 제약을 극복하고 가계가 생산적
인 활동에 투자하여 자신의 생계를 개선하는 생계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방법론적 기반의 취약성, 질적으로 낮은 분석 수준 혹은
많은 선행연구의 경험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
와 관련하여 이 접근은 이주 및 송금이 비이주자 가계를 비롯한 이주자 송
출사회 전반에 미치는 복잡하고도 종종 간접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 실패
했다(Taylor et al. 1996).
이와 같은 이주와 개발에 관한 사고의 변화는 사회이론에서의 패러다임
이동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때로 기든스(Giddens 1984)
의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회과학자들은 행
위자 지향 접근과 구조 지향 접근을 조화시키려 했다. 구조와 주체 간의 상
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이주가 미치는 이질적인 영향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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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쟁에서 본질적인 것으
로 보인다.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노동이주의 신경제학’(NELM)이나 ‘생계
접근’과 같은 다원주의적인 견해는 구조-행위자의 상호작용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개별적 의사결정
의 총합이나 구조의 일방적인 영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다는 견해보다 결
과의 다양성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의문은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어떤 사회공동체에서는 이주가 개발에 기
여해 왔고 다른 사회공동체에서는 훨씬 덜 기여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가 하
는 것이다. 더욱이 종종 이주과정의 상이한 단계에 따라 영향은 변화한다
(Jones 1998).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걸친 이러한 영향의 변화 양상뿐만 아
니라 지리적으로 구분되고 사회적으로 상이한 이주 및 송금이 미치는 영향
의 성격을 더욱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현황과 정책
1. 우즈베키스탄 노동이주의 추세와 현황
소비에트 시기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전 연방 구성공화국 가운데 가장 낮
은 유출이주 비율을 가진 공화국 중 하나였다. 동 국가는 어떤 면에서 이주
자들의 목적지였는데, 주로 러시아로부터 이주자들이 유입되었다. 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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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는 우즈베키스탄에 러시아어 사용인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
할을 했으며 대부분 이슬람을 신봉하는 토착인구의 사회 ․ 문화적 삶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즈베크 민족과 여타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 러시아어 사용이 확대되었고 러시아적인 생활양식과 습관이 스
며들었다. 이 사회문화적 과정을 통해 러시아어를 의사소통과 교육 및 사회
생활의 주요 언어로 삼는 우즈베크인이 등장하였다. 이 과정은 식민지 알제
리와 인도에서 일어난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A. Ilkhamov 2006, pp. 2~3).
이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비이동성의 경향은 소련 해체 이후에
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내전의
참화로부터 도망 나온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출신 난민들의 목적지
국가로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은 극
적으로 변화했다.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하락함에 따라 우즈베크인은 러시
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타지크인과 키르기스인의 경로를 따르기 시작했
다. 수세기에 걸쳐 정주민족 혹은 준정주민족의 생활양식을 영위해왔던 우
즈베크인은 이제 외국(주로 러시아)을 전전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일종의
‘유목생활’로 전환한 것이다.
표 2. 목적지 국가별 유출이주의 구조(2004년)

국가

%

러시아

국가

%

카자흐스탄

64.0

유럽

0.7

28.1

OAE

0.4

한국

5.2

기타

0.2

터키

1.4

주: 데이터는 국내 이주를 제외시키기 위해 재계산한 것이다.
자료: Valentina Chupik, NGO ‘Tong Jahoni’, Uzbekist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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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인구, 경제, 사회 지표

우즈베키스탄

노동유입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구 (2009년, 백만 명)

27.6

15.4

140.0

중간연령 (2009년)

24.7

29.6

38.4

인구증가율 (2009년, %)

0.94

0.39

-0.47

37

58

73

119위/182개국

82위/182개국

71위/182개국

15.7

8.7

75.8

44

32

10

GDP에서 농업의 비중 (2009년, %)

26.8

6.4

5.2

1인당 GDP (2009년, 달러)

2,800

11,400

15,200

26

12

16

도시인구 (2008년)
세계인간개발지수(HDI) 순위 (2009년)
총노동력 (2009년, 백만 명)
농업 노동력 (%)

빈곤선 이하의 인구(%)

자료: CIA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주요 목적지 국가는 러시아와 카자흐
스탄 및 한국이다. 약 64%의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로 떠나며, 약 28%가
카자흐스탄을 선택하고 약 5%가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한다([표 2] 참
조). 1999년 이후 카자흐스탄이 이주노동자들 간에 목적지 국가로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즉,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이주
흐름의 전반적인 증가, 카자흐스탄의 경제실적 향상과 더욱 나은 소득(돈벌
이)에 대한 기대,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인접성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우즈
베키스탄 인에게 카자흐스탄으로의 노동이주는 러시아로의 이주보다 더욱
유리하다.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들이 버는 평균소득은 이 두 목적지 국가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은 더욱 낮은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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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갈 수 있으며 국경 하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이다(IOM 2006, p. 17).
이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이주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지로서, 러시아
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원인을 살펴본다.

2.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의 주요 목적지
가. 러시아로의 이주
소련 시기의 이주는 현재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추세와
는 달리 자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인 노동력 분배와 관리의
산물이었다. 이 시기의 우즈베크인은 지리적으로 아주 이동성이 낮았지만,
다른 공화국으로 이주한 우즈베크인은 주로 청년층이었다. 이들은 소비에
트 군대에 징집되었을 때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했다. 우즈베크인은 소비에트 군대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민
족간 서열에서 낮은 지위에 놓였다.2) 이와 같은 민족 ․ 종족간의 차별대우는
고향으로 돌아간 젊은 우즈베크인 사이에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한 우즈베크 청
년층은 주류 소비에트 체제에 통합되어 그 가치를 받아들였다. 실제로 소
비에트의 중간계층(인텔리겐치아, 전문가, 관리자, 관료)은 사회의 하위계
층에 속한 사람보다 종족 ․ 민족간 차별을 훨씬 덜 느꼈다. 전반적으로 중간
계층은 소비에트체제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둥 중 하나였다.

2) 오늘날 러시아 내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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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해체 이후, 우즈베크의 청년층이 이용했던 이 두 가지 이주 채널
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우즈베크인은 러시아 군대에 복무하지 않게 되었으
며 러시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즈베크 출신 학생들은 소비에트시기에 비
해 크게 줄어들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3)
이러한 이주행태의 변동은 우즈베크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첫
째, 특히 지방과 농촌지역에서 러시아어 구사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악화되어 가는 우즈베키스탄 내 러시아어의 지위는 우즈베크 사회에서 러
시아 문화의 잔재를 점차 일소하려는 국가의 의도적인 정책으로 더욱 나빠
졌다. 국가교육제도에서 러시아어는 제2 필수언어로 남아 있지만, 러시아
어를 주요 학습언어로 가르치는 학교 수는 소련시기의 1,230개교에서 2000
년에는 813개교로 감소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인구
의 70%가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А. Л. Федотов и др. 2002). 그
결과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로 이주하는 현재의 청년층은 부모세대에 비해
러시아어 사용능력과 러시아 생활에 대한 인지도라는 면에서 더욱 낮은 자
질을 갖고 있다.

3) 1992/1993과 2000/2001 입학연도 사이에 러시아 대학의 우즈베크 학생 수는 8,100명에서
3,300명으로 감소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숫자는 서구 대학에서 유학하는 우즈베크 학생 수
를 넘어선다. Ф. Э. Шереги, Н. М. Дмитриев, А. Л. Арефьев(2003). 1998-2004년 동안
4,699명의 우즈베크 학생들이 서구의 대학에서 유학했다. 1998-2002년의 더욱 짧은 시기를
보면 8,610명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유학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통
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했다. A. Ilkhamov(200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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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러시아로 이주한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자의 추이

(단위: 천 명)

국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카자흐스탄

124.9 65.2 55.7 29.6 40.2 51.9 38.6 40.3 40.0 38.8 27.9 553.0

우즈베키스탄

40.8

24.9 25.0 21.5 14.9 30.4 37.1 52.8 43.5 42.5 24.1 357.6

키르기스스탄

15.5

10.7 13.1

6.9

9.5

15.6 15.7 24.7 24.0 23.3 20.9 180.0

타지키스탄

11.0

6.7

6.0

5.3

3.3

4.7

6.5

17.3 20.7 27.0 18.2 126.9

투르크메니스탄

6.7

4.4

4.5

6.3

3.7

4.1

4.1

4.8

4.0

3.3

2.3

48.3

주: * 2000~10년 동안 러시아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의 합계로서 출국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 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 Services.

현재 러시아는 우즈베크 이주자의 주요 목적지로 남아 있지만, 이주자들
의 구성과 사회적 구조는 변화했다.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러시아행을 선택
하는 데는 주로 네 가지 이유가 있다(A. Ilkhamov 2006, p. 6.).
①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러시아어 사용능력을 가진 우즈베크인에 대
한 낮은 언어장벽
②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에 직면한 러시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현
실적 필요
③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간 비자장벽의 해소
④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훨씬 높은 러시아의
생활수준과 급여수준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자의 특징 중 하나는 대다수 이주자들이
노동허가나 영주권을 얻지 않고 러시아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연방이주국(Russian Federal Migration Servic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1-6월에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 가운데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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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명만이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의 자격을 취득했다. 러시아연방이주국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식 이주통계가 실제 이주자 숫자의 10~15%만
반영하는 것으로 여긴다. 우즈베크 이주인구에 대해 합법/불법 비율(10~
15%)을 적용하면, 2005년 1~6월 러시아에는 약 33만 4,000명의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체류하고 있었다. 다른 추정에 따르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
진다. 예를 들어, 2001년 사마라 주에서 실시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즈베
키스탄 출신 이주자의 수는 2만 3,000명에 달했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우
즈베크 이주자의 수는 4,000명(조사결과의 17%)에 불과했다(Н. Митрохин
2003). 또한 문서화가 더욱 잘되어 있는 러시아 내 타지키스탄 출신 이주자
의 흐름을 고려하여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실제 숫자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타지크 이주자의 추정치는 42만 명에서
60만~80만 명에 이른다. 러시아의 전체 이주자 가운데 등록된 우즈베키스
탄 인과 타지키스탄 인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각각 14.3%
와 14.8%), 우즈베크 이주노동자의 실제 숫자는 대략 타지크 이주노동자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실제로 우즈베크의 NGO ‘Tong Jahoni’는
2005년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총 숫자가 80만 명(전체 우즈베키스
탄 노동력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A. Ilkhamov 2006, p. 7).
러시아로 이주한 타지크 노동자의 이주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러시아로
이주한 우즈베크 노동자의 사회적 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타지크의 사
회과학자 올리모바(Saodat Olimova)에 따르면, 타지크 이주노동자의 소득은
타지키스탄 GDP의 22%를 차지한다. 동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자의 52%
는 건설노동자, 22%는 상업이주자(보따리무역상), 나머지는 농업노동자였
다. 타지크 이주자의 94%는 남성으로 보고되고 있다(E. Tursunov 200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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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즈베크 이주자의 대다수는 20~45세 사이의 남성이다. 이러한 우즈베
크인은 숙련도가 낮은 벽돌공, 미장이, 농업노동자, 유리창닦이 등 육체노
동에 종사하고 있다.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범위는 출신지나 범주 면에서 매우 다양하
다. 적어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A. Ilkhamov 2006, pp. 7~8).
첫 번째 범주는 주로 지방과 농촌지역 출신의 20~40대로 대부분 미숙련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집단이다. 이들 이주자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
다(대부분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이들은 다른 집단보다 이슬람이나 전
통적인 가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39만~40만 명의 이주자들이 이 범
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범주는 25~45세 사이의 고숙련 전문가나 사업가로 구성되어 더
욱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와 소득원을 찾는 이주자 집단이다. 이들 우즈베
크인은 종종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대학을 마친 후 이주를 떠난다.
이들은 비종교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우수한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약 4만~5만 명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범주는 영주 목적으로 러시아로 떠나 러시아 시민권을 얻었으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사회적 접촉관계를 유지하는 이주자 집단이다. 이
들은 대부분 러시아 민족으로 러시아 문화에 동질성을 갖고 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동안 약 50만~55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국적을 우즈
베크에서 러시아로 바꾸었다. 또한 여기에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 시
민권을 획득한 상당히 많은 우즈베크인이 포함된다. 그들 중 일부는 러시
아 비즈니스계와 행정부 관료 및 문화계 유명인사로 명성을 얻었다.
네 번째 범주는 피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자, 그리고 정치 ․ 종교적 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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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우즈베크의 반체제 인
사들이 정부의 탄압을 피해 피신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
안 러시아는 정치적 이민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켰다. 러시아 당국이 우즈
베크 출신자들에 대해 이주자나 학생 혹은 시민권 지위를 취소하고 우즈베
키스탄으로 추방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A. Ilkhamov 2006, p. 8). 러
시아에서 위험을 느낀 일부 정치망명자들은 우즈베크 정권과 유착관계가
덜한 우크라이나로 재이주에 나서기도 했다. 이 범주에 속하면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1)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수준 하락과 비즈니
스 활동의 제약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가진 상대
적으로 더욱 나은 기회. 2) 이웃국가에 살고 있는 친척 간의 유대관계 때문
인데,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안디잔
(Andijan), 페르가나(Ferghana),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호레즘(Khorezm),
그리고 타슈켄트 주 등의 국경 주변에 우즈베크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3)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국경통과 시 비자면제제도이다. 역내 이주의 주요 루트는 다음과 같다.
점점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카자흐스탄, 특히 남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
다.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이주자들은 네 집단으로 뚜렷이 나누어진다.
첫 번째 범주의 이주자들은 카자흐스탄에 영구 이주하여 시민권을 신청
하려는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출신의 카자흐 소수민족으로, 공식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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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르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약 5만 명의 카자흐 인들이 우즈베키
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이주자의 75%가 카라칼팍스
탄 출신이었다. 비공식 자료원에 따르면, 재정착민의 숫자는 18만 명에 달
한다(Д. Кадырова 2002).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카자흐 민족의 이탈은 아
랄해 유역의 인적 재앙, 카자흐스탄의 더 높은 생활수준, 그리고 카자흐 정
부가 오랄만인(Oralmans: 카자흐 소수민족 출신 재정착자)에게 급부금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 등으로 인해 촉진되었다.4) 우즈베키스탄으
로부터 카자흐로의 대이동은 카라칼팍스탄의 민족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
져왔다.
두 번째 범주는 일자리를 찾아 카자흐-우즈베크 국경을 넘는 농촌의 우
즈베크 이주노동자로 대부분 러시아로 떠나는 이주자들과 유사한 범주의
노동 특성을 갖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추피크(V. Chupik)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주요 주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
자 중 31%는 건설부문에, 31.9%는 시장노점(bazaars)에, 8.9%는 농업부문
(종종 개인농이 소유한 면화농장)에, 나머지는 서비스부문에 고용되어 있었
다(IOM 2006). 2005년 초반에 2천 명의 이주노동자들만 남부 카자흐스탄의
지방당국에 등록되었을 뿐, 더욱 많은 숫자는 미등록 상태에 있었다.
세 번째 범주는 카자흐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로 그들은 거기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부패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네 번째 범주는 정치적 이주자와 난민으로 구성되는 이주자 집단으로 이
들의 숫자는 안디잔 사태 이후에 증가했다.
4) 이러한 급부금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운임에 대한 재정지원, 현금수당, 주택구입에 대한 신
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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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즈베크 정부의 정책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대규모 노동이주가 우즈베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목적지 국가에
서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현지의 국민과 각종 제도에 의해 그들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아주 복잡하고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우즈베크 이주자들은
러시아 평균 수준보다는 아주 낮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었을 소득보다는
더욱 높은 소득을 얻는다. 그들이 러시아에서 받는 급여는 월평균 52달러
로 추정된다. 때때로 이는 CIS 내 다른 지역 출신 이주자가 러시아에서 받
는 것보다 적다.5) 우즈베크 이주자들은 때때로 자국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받아들인다. 그뿐만 아
니라 그들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러시아에 언론자유가 더욱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즈베크인은 타지크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적대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비우호적인 환경에 처했다.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민족주의적 ․ 인종주의적 움직임이 증가해 왔으며 그들의 슬로건은 일반 러
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에 대한 경찰과 공무원들의 태도
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주자들은 스킨헤드와 청년층이
5)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잔 출신 이주자는 133달러를 받고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 출신 이
주자들은 130달러를 받는다. 한편, 러시아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의 평균소득이 이보다 더
욱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소재 국제이주기구
(IO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평균소
득은 152달러였다. IOM(200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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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는 공격에 시달린다. 러시아의 스킨헤드(주로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젊은 연령대의 폭력집단)나 훌리건들이 우즈베크인과 타지크인을 살해한
여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즈베크 정부는 우즈베크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
하여 국가간(cross-national)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2000년 이
래 우즈베크 정부는 해외여행과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제한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우즈베키스탄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및 언론보도
의 유입은 제한되었다. 이는 특히 이슬람 자료에 대해 그러하다.6) 2002년
이후에는 세금 및 관세의 인상과 소규모 거래와 시장 비즈니스에 대한 별
도의 행정적인 장벽으로 인해 상거래를 위한 여행도 축소되었다. 또한 정
부는 우즈베크 학생들이 서방의 대학에서 유학하도록 돕는 정부의 자금지
원을 삭감했다.7) 이제 우즈베크 정부는 젊은 우즈베크 학생들에게 학비를
제공하는 국제기관에 의혹을 제기한다.8)
우즈베크 정권은 통제받지 않는 유출이주의 영향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우즈베크 정부는 노동이주가 ‘안전밸브’의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해외취업은 투자의 중요한 원천이면서

6) 2004년 6월 우즈베크 정부는 출판에 대한 제한조치를 도입하여 외국 저자의 저술을 재발행
하는 출판사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 이후 모든 책은 국가출판정보국(State Agency for Press
and Information)의 허가를 받아 출판될 수 있게 되었다. A. Ilkhamov(2006), p. 18.
7) 우즈베크 정부는 2003년 재능 있는 젊은 학생들이 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돕는 우미드
자선단체의 자금조달 활동을 중단시켰다.
8) 이 정책은 이웃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정책과는 뚜렷이 대비되는데, 카자흐스탄의 젊은 학생
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사적기금, 그리고 국제기부기관의 지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자금
의 도움으로 외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2005/2006
학년도에 인디애나 대학은 29명의 카자흐 학생을 추가로 받아들였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A. Ilkhamov(200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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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13억 7,000만 달러를 송금의 형태로 우즈베키스탄에 들여오기 때
문에 사회적 동요를 부채질할 실업문제를 유예시켜주기 때문이다(V. Chupik
2005). 이는 복지관련 경비로 지출할 국가예산의 부담을 덜어주며 정부에
일자리 제공을 요구하는 과잉 노동력의 압력을 경감시킨다.
소비에트 시기와 그 후에도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다. 예
를 들면, 2002년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39만 4,600명 혹은 3.5% 증가했다
(Stat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3). 매년 약 300개 학교의 졸업생들이 노
동시장에 새로 진입한다. 노동이주는 노동력의 커다란 부분을 흡수하며, 따
라서 실업이 야기할 사회적 긴장과 사회 ․ 정치적 불안정을 유예시킨다. 따
라서 우즈베크 정부는 곤란한 선택에 직면한다. 즉, 이주를 더욱 제한하여
미래의 사회적 긴장의 단계적 상승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정보나 지식 및 이념의 불가피한 유입, 그리고 국가간 연결망에 우즈베크
주민의 참여 등 노동이주와 그것이 들여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선택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에 이주가 미치는 영
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주관련 정책에서 중심적
인 과제는 이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능한 한
증가시킬 수 있는 이주의 관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9)

9)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현재 우즈베크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가 노동이주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이 부처의 산하에 있는 대외노동이주국(External Labor Migration
Agency)은 독립채산제에 기초하여 5개의 지역 지부를 가진 독자적이고 영리적인 단위로 설
립되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센터가 상당히 적은 노동이주 인력(연간 약 1,000명)에 대해 출
국 전 직업훈련과 노동이주자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 및 민간기관이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우즈베크 법률에 금지되어 있다. S. Isakulov (2010),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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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송금의 규모와 사회경제적 역할
금융/현금 이전으로서의 송금은 공식적 ․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합법적
이주노동자와 불법적 이주자들에 의해 노동 유입국에서 송출국으로 보내진
다. 송금은 현재 송출국의 국가경제 및 지방경제를 지탱하는 데, 특히 빈곤
축소와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의 크기가 현
저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즈베키스탄과 주요 이주자 유입국(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금융이
전 채널은 크게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
눌 수 있다. 공식적 채널로는 은행이나 송금대행사(MTOs: Money Transfer
Operators)를 이용한다. 비공식적 채널로는 친구, 친척, ‘하왈라(hawala)’와
같은 방법이나 인터넷 기반의 전자계정을 통한 거래방법을 이용하고 돈을
직접 소지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상당히 많은 불법적 송금은 이주자 자신
이나 대리인에 의해 현금의 형태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빠져나온다.
국내의 사회공동체 내부에서는 아주 최근까지도 친척이나 친지, 열차 차장,
배달 서비스를 통해 돈을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각종
연구와 조사는 비공식적 채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
Muradova and J. Kakharov 2009).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송금은 정확한 추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추정
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공식
적 채널을 통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6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1. 러시아로부터의 송금
2008년 송금시스템과 우편서비스를 통한 러시아의 송금액은 137억 달러
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송금의 대부분은 구소련의 공화국
으로 보내졌다. 송금의 주요 수취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및 우
크라이나로서, 각각 약 30억 달러, 26억 6,000만 달러, 19억 달러를 수취했
다.10) 그렇지만 ADB는 러시아 중앙은행을 인용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33
억 달러가 이전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이주목적지
국가에서 전반적인 소비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는 송금액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2008년의 이전금
액은 2007년에 비해 78% 증가하였지만, 2009년 제1사분기에는 2008년 제4
사분기에 비해 2.5배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계절성 요인을 고려하여
(우즈베크 이주자의 대다수는 겨울이 시작할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봄에
러시아로 일하러 돌아간다.) 2008년 제1사분기와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하
락 폭은 30%나 된다. 평균이전금액 또한 이 시기 동안 감소하여 2009년 제
1사분기에 497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1]과 [표 5]는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
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전달된 화폐이전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10) 러시아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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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TO를 통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분기별 송금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러시아에 소재한 약 20개의 송금대행사와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14개
의 송금대행사는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 중인
송금대행사 중에서는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 같은 국제시스템이 유
명하고, 러시아에는 아넬리크(Аnelik)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표 5. MTO를 통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 (2007~11년)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송금총액(백만 달러)

1,666

2,978

2,052

2,845

4,262

거래당 평균금액(달러)

643

739

563

572

589

거래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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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은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러시아 국민이 송금대행사를 통하
여 보낼 수 있는 최대 송금액으로 1인당 하루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한은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금대행사는 자주 자체적인 최대한도를 정한다. 예를 들어,
‘Blizko’는 1만 달러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Leader’는 약 1만 5,000달
러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전하는 경우 송금
대행사는 송금의 최종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우즈베크 내 수혜자가 거주하
는 지역의 세무당국에 전달하며, 이에 따라 조사과정이 개시되기도 한다.
최근 수년에 걸쳐 러시아에서는 관세가 크게 인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
폐이전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대개 러시아에서 국내 및 해외로의
이전에 대한 절차는 동일하다. 자금을 보내는 사람은 여권이나 기타 신분
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성과 이름, 금액, 통화,
수취인이 돈을 받기 편리한 국가 및 도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흔히 송금
대행사에서 보내는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주자
는 또한 이민카드와 임시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보내는 사람은
화폐이전의 추적번호를 포함하는 송금문서 사본을 받는데, 이는 수취인에
게 관련 사항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 대부분의 송금대행사는 추적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송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보내는 사람도
이전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이전된 송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특정한 기
간이 지난 후에 그것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된다. 이 기간은 ‘Anelik’는 30일이
고, ‘Leader’는 6개월이다(S. Murodova 2011, p. 8).
각종 연구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 송금은 주로 해당 국가의 수도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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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전의 대다수 수취인은 주요 도시의 바깥에 위치해 있다. 또한 우즈베키
스탄 내 여러 지역에서 나온 이주노동자의 능력 수준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업은 다양하다. 여러 연구자들이 실시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페르
가나 계곡(Fergana Valley) 출신이 건설노동자와 요리사의 대다수를 차지하
며 이들 이주자들이 대개 남부지역 출신의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
으로의 송금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2008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평균송금
액(760달러)이 키르기스스탄(522달러)과 타지키스탄(645달러)의 평균금액
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그림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평균 송금액

(단위: 달러)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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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이 종종 통합되어 보내진다는 사
실에 기인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저축을 합쳐서 한 사람에게 보
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금액을 여러 수혜자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2009년 초에는 보낸 사람(송금인)당 수취인의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불법’ 수준의 감소를 가리킨다(РусСлавБанк 2009). 다시 말해, 위기
와 일자리 감소는 주로 불법 이주자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 중 상당수가 고
향으로 돌아갔다. 반면에 합법적 이주자의 대부분은 비교적 영향을 받지
왔고 러시아에서 계속 일했던 것이다.
송금대행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러
시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압도적 다수는 이러한 정상적인 송금대행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그중 가장 보편화된 송금대행사는 웨스턴유니언
(Western Union)11)이다(표 6 참조). 송금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러시아를 떠나면서 현금을 소
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절도당할 가능성은 차치하
더라도 세관원들이 이주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비공식 지불을 부과하기 때
문이다.

11) 웨스턴유니온은 2010년 시점에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약 43만 5,000개의 영업망을 갖고
있었다. 그 웹사이트에 따르면, 웨스턴유니온은 2008년에 650억 달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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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전달 채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수(명)

비중(%)

송금대행사 (웨스턴유니온, 유니스트림 등)

82

83.7

은행 송금

0

0

이주자나 친척에 의한 소지

5

5.1

우편 송금

0

0

여행사

0

0

버스기사

0

0

기타 (무응답, 무송금 등)

11

11.2

전체

98

100

자료: K. Aslan(2011a), p. 184.

2.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송금
2000년대 중반 이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에게 인기 있는
새로운 목적지가 되었다. 2007년의 시점에 25만 명의 우즈베크인과 22만
명 이상의 키르기스인, 그리고 5만 명의 타지크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일했
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월평균 급여는 러시아에 비해 낮지만, 카자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수월한 귀화절차를 제공한다(M. Laruelle 2007,
2008).
카자흐스탄에서는 1만 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은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
할 수 있고 은행계정을 개설하지 않은 채 유선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유선
전송시스템 수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촉진하고 전송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전문화된 국제유선시스템 간에 요금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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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평균 2~4%이고 송금액에 따라 높아짐)되어 있고 송금업무에 소요
되는 시간은 10~15분에서 3~24시간의 범위에 있다(E. Sadovskaya 2006, pp.
112~113).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신규채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노동자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송금서
비스도 제공한다. 이콘니코프(А. Иконников 2008)에 따르면, 1999~2007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일한 이주노동자 가운데 우즈베크인이 57.6%를 차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7]의 공식 통계는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
스탄으로 보내진 송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카
자흐스탄의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주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선택하여 자신들
의 수입을 고향에 가져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

연도

송금
송금액(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1.62

2.78

2.22

자료: National Bank of Kazakhstan(2008).

중앙아시아 경제전략연구소의 쿠르마노바(A. Kurmanova) 소장에 따르
면, 카자흐스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공식 ․ 비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총액은
2007년에 30억 달러에 달했다. 2007년에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건설 및 금
융 위기로 인해 송금총액은 22억 달러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송금액은 전체 송금총액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에도 하왈라와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А. Иконников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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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송금전달 채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수(명)

비중(%)

스스로 가지고 간다.

105

41.2

친구를 통해 보낸다.

61

23.9

친척을 통해 보낸다.

38

14.9

송금대행사(웨스턴유니온 등)를 이용하여 보낸다.

24

9.4

우편을 통한 송금

21

8.2

전혀 보내지 않는다.

12

4.7

돈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스스로 가지고 간다.

4

1.6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낸 적이 없다.

4

1.6

특별한 전달자를 통해 보낸다.

3

1.2

모름 / 무응답

37

14.5

표본 수

255

100

주: 응답자는 복수의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 수는 100%를 초과한다.
자료: E. Sadovskaya(2006), p. 116.

그러나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인접국의 경우,
송금총액에서 비공식적 송금의 비중은 현저하게 더 높을 수 있다. [표 8]은
카자흐스탄에서 행해지는 송금방법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선호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우즈베크 출신 이
주노동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 설문조사는 이주노동자의 가장 큰 부분(41.2%)이 수입을 스스로 고향
으로 가지고 가며, 자신의 친구(23.9%)를 통해 보내거나 친척(14.9%)을 통
해 보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 중 17.6%만 자신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보낸다. 사돕스카야(E. Sadovskaya)가 지적하듯이, 카자

17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흐스탄에서 소수의 이주노동자만 공식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전반적인 중등교육을 받았거나 중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미숙련 노동자이고 이전에 상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3. 노동이주와 송금: 개발 및 빈곤축소
송금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에의 투자를 증진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
상으로는 송출국의 투자를 자극하고 경제의 현대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지
출되는 실제 사용처는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다. 흔히 이주 자체의 비용과
관련되는 부채와 기초 필수품이 충족되면 가족이 수취하는 송금의 많은 부
분은 내구재와 주택구입에 사용되며, 그다음에는 부동산 투자나 투기, 각종
저축에 지출되고, 마지막으로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된다. 우즈베
키스탄에서의 증거는 송금의 압도적인 부분이 주택, 건설 및 전통적인 가
족의식(결혼식, 잔치 등)에 지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면에서 볼 때, 송금이 외부자금 유입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많은 연구는 송금이 빈곤의 축소에
기여하고 가계의 생활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체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주노동자의 11.6% 및 전체 노동자의 1% 이
상이 외국에서만 전적으로 일하며,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평균적으로 1.3명
의 성인과 3.6명의 아이들을 부양한다. 이에 따라 성인인구의 약 2.2%와 아
동의 4.4%가 외국의 가족이나 친척이 버는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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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구의 18.9%는 소득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일하는 데서 얻는다. 노동이
주에 참여한 적이 있는 우즈베크 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주노동자가 보낸 송금이 가족의 소득과 후생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주노
동자를 두고 있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더욱 나은 생활을 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IOM 2006, p. 49).
노동이주가 가계의 후생수준을 긍정적으로 개선한 것은 우즈베크 젊은
이들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건축학부나 요리과
정에 등록하는 학생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의대나 사범대 및 공과대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우즈
베키스탄 현지의 노동시장에 가장 큰 긴장을 야기하는 지역, 예컨대 지자
크(Djizzak), 페르가나(Ferghana), 시르다린스키(Syrdarynskii) 등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이주는 실업문제를 크게 완화하는 역
할을 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이들 지역의 공식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0.2~0.4%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연령인구의 약 52.0%만
고용 상태에 있다.
노동이주는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소규모 비즈니스에 착수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경제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적지 않은 기업인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본
을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해 벌었으며, 이들의 사업체는 현지의 소규모
사업체가 만들어낸 일자리(7개)보다 더욱 많은 일자리(37개)를 만들어냈고
기존 사업체보다 더욱 장기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Л. Максакова 2005).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의 습득 그리고 유용한 인맥의 구축 등이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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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은행시스템의 발달이 지체되어 상당 부분의 송금
이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노동이주는 송금을 통해 송출국의 국민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 연구자들은 자국에서 일하는 우즈베
키스탄 인들이 매달 52달러를 보내는 것으로 추정한다(Е. Тюрюканова
2004).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노동이주자가 우즈베키스탄에 보내
는 총송금액은 5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Л. Максакова 2005). 우즈
베키스탄 노동이주국(Agency on External Labour Migration)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자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매달 최소한 300달러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2) 또한 각종 증거는 송출국이 노동이주에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유로운 노동이주 정책을 실시할수록 이주노동자
들이 보내는 송금액이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각종 권리를 더욱
잘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GDP 대비 송금액 비중

(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우즈베키스탄

…

…

…

18.7

11.5

키르기스스탄

13.1

17.0

18.8

24.0

19.3

타지키스탄

20.2

36.2

45.5

49.5

35.1

자료: M. Б. Денисенко(2010).
12) M. Б. Денисенко(2010)를 참조. 한국 내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는 대개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지는 정확한 송금규모를 파악하기
는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약 2만 5,000명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있고,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연간 1만 달러 정도를 본국에
송금한다는 각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 내 우즈베크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보내
는 송금액은 연간 약 2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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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송금액의 비율을 나타
내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이에 관한 통계수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
기 때문에 2008년 이후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노
동이주 유입국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전인 2008년의 경우 우즈베키
스탄은 GDP 대비 송금의 비율이 약 19% 수준에 이르렀으며, 타지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송금액의 규모를
볼 때, 송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외부자금 유입의 중요한 원천이자 개발을
위한 잠재적인 자금원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13)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GDP 대비 이주자 송금액의 비율이 평균 10%
증가하면 빈곤인구의 비율을 1.6%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 Adams and J. Page 2005). [표 9]에서 보듯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노
동이주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송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
에 따른 송금이 빈곤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이주와 그에 따른 송금이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송출국의 빈곤인구를 감
소시키고 가계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은 비교적 어렵
지 않게 결론이 내려지지만, 이주와 개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결과와 증거를

13)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되는 송금액의 규모는 다른 원천의 자금유입액과 비교하면 더욱 두
드러진다.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합칠 경
우 총 2억 1,430만 달러 혹은 GDP의 1.5%에 달했는데, 반면 총송금유입액의 추정치는 10억
달러 혹은 GDP의 7.1%에 이르렀다. K. Aslan(2011b),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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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테일러 외(Taylor et al. 1996)는 이주의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잠재
적 효과는 국내의 시장조건과 자원 부존, 그리고 외환의 이용 가능성과 비
용 등을 비롯한 상황적(contextual) 요인에 의존하여 달리 나타난다고 주장
한다. 더욱이 루카스(Lucas 2005)는 이들 요인에다 이주흐름의 범위와 성
격, 이주자의 경험, 그리고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여건과 같은 요인을 추
가한다. 또한 이주의 개발에 대한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
원의 배치와 자원의 성공적인(혹은 성공적이지 못한) 동원과 재활용을 고
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다른 한편, 이주와 개발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주
의 공간적 차원(즉, 지리적 규모)과 이주의 단계적 차원이 그것이다. 존스
(Jones 1998)는 왜 어떤 학자들은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발견하고 다른 학자들은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발견했는지를 설명
한다. 이주와 개발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일정한 지
역에서 이주경험의 단계에 따라 상이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정 지역에서 이주경험이 아주 새로운 경우에는, 주로 중간계층
과 상위계층이 이주에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 ‘개척자적인 단계(innovator
stage)’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기 적응자 단계(early adopter stage)’
는 사회계층의 중하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경험에 합류하게 되는 단계
이다. 세 번째 단계인 ‘후기 적응자 단계(late adopter stage)’는 모든 계층의
광범한 참여가 가능해지고, 도시와 지방 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계층간
불평등이 줄어든다(K. Asl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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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단계와 관련된 또 다른 포인트는 이른 단계일수록 이주자 가족
들은 긴급한 필요에 송금 지출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
면, 전 세계의 모든 이주자 송출지역에서 주택마련은 이주자 송금에 대한
최우선적인 사용처로 꼽힌다. 다시 말해, 지출패턴은 이주경험의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주의 ‘개척자적인 단계’를 경험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카자흐
스탄이 중요한 이주 목적지로 자리 잡으면서 노동이주의 범위와 영향이 한
층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중반 이
후 이주의 ‘조기 적응자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다음 단계인 ‘후기 적응자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이주의 양적인 규모의
증가가 아니라 우즈베크 정부의 이주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우즈베키스탄의 이주와 송금은 빈곤을 축소시키
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사회적 불평등이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주와 송금
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거나 불확정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론과 실제의
면에서 볼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와 개발 간의 관계는 맥락적인 요인
을 검토함으로써만 적절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적인 우
즈베키스탄의 개발 잠재력은 지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입안하는 한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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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주와 그에 따른 이주자 송금이 우즈베키스탄의 빈곤축소와 개발에 미
치는 영향과 잠재적 중요성은 이주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다. 송금의 커다란 부분이 비즈니스 발전,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보건에
사용된다면 해당 사회공동체에 대한 혜택은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
적 자금흐름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발전을 바람직한 수준으로까지 이끌지
못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송금의 대부분은 순수 소비
나 소비적 투자에 충당된 반면, 생산적 투자에 할당되는 부분은 일부에 불
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 볼 때 송금은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소비적인 투자가 이
루어졌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경로 의존적인 사회적 환경이 지배적인
이론이 제시하는 것보다 잠재적인 이주자의 의사결정과 잠재적인 개발 성
과에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따라서 개혁을 추진하
는 세력은 새로운 국가제도를 설계하면서 사회적 ․ 정치적 제도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대의 완고한 유산과 그것이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내면화
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주와 송금은 종종 개인과 가계 및 사회공동체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 구조적인 발전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
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이 보편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면, 이주와 송금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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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이주와 송금이 사회개발에 미치는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대중의 후생 증진과 시장기능 활성화 그리고 보건 ․ 교육과 같은 사회
보장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선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주와 송금 그리고 개발의 연관관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
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주와 송금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새로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
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편익과 과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주노
동자들이 새로 획득한 자본과 다른 모든 종류의 물질적 ․ 비물질적 자원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사회를 조직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국가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주의 성과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의 힘과 역량에 의존할 것인데, 이
주에 따른 송금은 중앙정부가 구축하는 더욱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개혁의
틀 내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 이주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을 뒷
받침하는 가시적이고 통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중앙아시아
의 도시 중심지에 의사, 간호사, 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는 사실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비롯하여 비슈케크, 두샨베
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즉,
이주와 송금에 따른 몇 가지 부(負)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밖의 다른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주와 관련된 이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은 이주과
정에서 발생하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18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방안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
도적 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 사회관계의 특성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즈베크 정부는 유입된 송금을 중소기업 발
전에 충당하는 한편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인구를 도시의 제조업 일자리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자 송금을
중요한 재원으로 하여 우즈베크의 농업사회를 제조업 및 서비스 중심경제
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즈베크 정부는 거시
경제 계획, 은행 및 금융시스템 강화, 일자리 창출, 미소(微小)기업과 중소
기업 강화, 생산성 제고, 공공서비스 향상, 교육환경 개선, 특히 이주자와
비이주자 간의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공간적 불평등 해소와 같은 더욱
광범위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국가정책은 국가 ․ 사회의 조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과제는 사회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주의 성과 특히 송금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성공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노동이주는 노동이주 과정과 개발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를 비롯한 여타 이해당사자에게 계속하여 중요한 정책대상이자 정책우
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주의 잠재력을 우즈베키스탄
내의 개인과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향후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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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1897년의 전(全) 러시아 제국 인구센서스(Pervaia vseobshchaia perepis’
naseleniia Rossiiskoi Imperii)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근대적인 전역(全域) 인구조사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가 발간하는
뺷역사문화연구뺸, 제44집(2012년 1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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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1897년의 인구조사는 여전히 불완전했는데, 이는 중앙아시
아에서도 지리적으로 정중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
로 중앙아시아의 핵심부에 다름 아니던 두 지역이 1897년의 센서스에서는 여
전히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센서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은 러시아의
보호령이던 중앙아시아의 두 국가 ‘부하라 에미르국(Emirate of Bukhara)’과
‘히바한국(Khanate of Khiva)’으로, 이 두 지역은 실제적으로는 제정 러시아
의 실효지배를 받으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명목상의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탓에 1897년의 조사에서는 제외되었고,1) 이 두 국가의 영역을 포함하여 서
(西)투르케스탄(Turkestan)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인구조사가 실시된 것은
소비에트 정권 시기인 1926년의 일이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실시한 1926년의 전(全) 연방 센서스는 1897년 이후 30
년간에 걸쳐 일어난 인구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제정 러시아 및 소비에
트 정권 초기의 부분적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의 인구학적 정보를
추가 ․ 보완하도록 기획 ․ 실시된 프로젝트였다.2) 과학적인 척도와 범주를 적
용할 것을 표방한 근대적 인구조사로서 1926년의 센서스와 1897년의 센서
스는 당대 유럽의 인구조사학과 통계학의 최신 관행에 따라 “사용언어”와
“민족”을 기준으로 중앙아시아의 주민을 분류하였는데,3) 여기서 주목할 만

1) 러시아의 보호령 시기 부하라 에미르국과 히바한국에 대해서는, Seymour Becker(2004)를
보라.
2) 1920년 내전의 종결과 더불어 소비에트 정권은 집권 후 처음으로 전역(全域) 인구조사를 시
도했으나 치안력 및 행정력의 부재와 공백으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지역이 실제 조사
에서 누락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된 1923년 센서스 역시 주로 도시 지역으
로만 한정된 채 실시된 부분적 인구조사라는 한계를 가졌다. 두 인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G. G. Melik’ian and A. Ia. Kvasha et al.(1994), pp. 310~312를 참조하라.
3) Juliette Cadiot(2005), pp. 4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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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은 조사방식과 기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인구조사 사이에
는 단순한 인구학적 변동과 증감의 차원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근본적 차이
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897년의 센서스는 “사용언어”와 “종교”를 기준으
로 중앙아시아의 주민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인구를 집계하였는데,4) 이 센
서스에는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취를 찾기 힘든 다수의 소수
민족들에 대한 상세한 인구학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5) 1926년 소비에
트 정권이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는 1897년 센서스를 더욱 발전시켜 “사용언
어”을 기반으로 한 “민족(Natsional’nost’)”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여
중앙아시아의 주민을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30년 전의 인구통계와는 판
이했다. 1897년 센서스는 “페르시아인(Persian),” “타타르인(Tatar),” “킵차크
인(Kipchak),” “사르트인(Sart),” “타란슈인(Taransh),” “카쉬가르인(Kashgar),”
“튀르크인(Türk)” 등으로 분류되던 여러 중앙아시아 소수민족 집단들에 대
한 상세한 통계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1926년의 인구조사에서는 한때 러
시아령 투르케스탄 전(全) 주민의 1/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 이들

4) 1897년 인구조사는 이미 “민족” 개념을 전제로 실시되었으나 이 당시 “민족” 대신 “사용언
어”라는 범주를 사용했던 것은 러시아 제국의 대다수 신민들, 특히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지
역 비(非)슬라브계 주민들이 “민족”이라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고려에서였
다(ibid.). 그러나 사용언어를 기준으로 민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는 난점이 있었는
데, 이는 상당수 비(非)슬라브계 소수민족들－예컨대 타타르인과 같이 오랫동안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던－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러시아화가 진행되어 일상생활에서도 모국어 대
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
정부에서는 “종교”와 “신분(Soslovie)”이라는 지표를 1897년 센서스 데이터 해석에 사용하
였는데, 예컨대 러시아인에게 동화된 타타르인의 경우는 종교(무슬림)와 신분(이노로드치
[Inorodtsy]: 제정 러시아 시기 러시아 정교를 믿지 않는 비(非)슬라브계 신민에게 부여된 신
분)에 대한 설문정보를 통해 이들이 러시아인이 아닌 소수민족임을 판별할 수 있었다
(Melik’ian[1994], op. cit., p. 310).
5) N. A. Troinitskii(1905), Vol. 2, tablitsa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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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들에 대한 세부 정보 상당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1926년의
소비에트 센서스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민족들은 타지크인(Tadzhik)이라든
가, 우즈벡인(Uzbek), 투르크멘인(Turkmen), 카자흐인(Kazakh), 키르기스인
(Kirghiz), 카라칼팍인(Karakalpak)과 같은 집단으로, 이들 민족들은 오늘날
에도 독립 국가 또는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에 현
재의 우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존재이다. 1926년 인구조사에서 홀연히 사
라진 집단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아마도 사르트인이라 할 수 있
다. 1897년의 센서스에서 사르트인은 그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부하라
와 히바에서도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던, 러시아령
중앙아시아의 최대 언어 사용집단이었다. 이렇듯 거대한 집단이 불과 30년
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서는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사르트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들
은 어디로 간 것이며 이들의 후손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주지하듯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시기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던 역사적 격변기였지만, 1897년 센서스
와 1926년 인구조사 간 존재하는 차이는 이 격변이 가져온 인구구조상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도 두 센서스 간 차이는 인구를 분류
하는 “기준”과 “척도”의 변화에 의해 생겨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
대 1897년에 “사르트인”으로 분류되었던 집단은 30년 후인 1927년에도 여
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현시점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최대
집단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1926년에 바뀐 것은 사르트인
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이들을 분류하고 호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1926년의 센서스에서 소비에트 정권은 이들 사르트인들을 전혀 새로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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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볼셰비키가 사르트인들에게 할당했던 명칭은
바로 “우즈벡”이였다. 그렇다면 사르트인은 우즈벡인의 일부였던 것인가?
그 해답은 간단치 않은데, 이는 “우즈벡인”이라는 범주가 사르트들을 별도
로 집계했던 1897년의 센서스에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르트인”과 “우즈벡인”을 별개의 범주로 분류했던 1897년 센서스에서
“사르트어” 사용자의 수는 대략 96만 8천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수는 대략
35만 명으로 집계된 타지크인은 물론이고 약 72만 명으로 집계된 “우즈벡
어” 사용자의 수를 능가하였다.6) 이 거대 집단이 불과 30년 후에 실시된 인
구조사에서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심지어 “타지크인”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데, 타지크인의
“우즈벡화”는 타지크라는 민족이 여전히 별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어났
다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의
고도(古都), 사마르칸트(Samarkand) 시의 사례를 본다면 1872년 러시아 당
국이 처음으로 실시한 시 인구 센서스에서 이 도시는 3만 5,000여 명의 총
주민 중 3만 3,000명이 이란계 타지크인들로 집계된 명실상부한 “타지크인
의 도시”였다.7) 이 비율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는데, 예컨대
1915년에 다시 실시된 사마르칸트 지역 인구조사에서 여전히 6만여 명의
타지크인 주민에 대해 우즈벡인의 수는 819명에 불과했던 것이다.8) 혁명
6) Ibid.
7) N. A. Maev(1876) ed., p. 30. 따지고 보면 사마르칸트가 이 당시 타지크인의 도시라는 것은
당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었다. 예컨대 1864년 이 도시를 점령한 러시아 원정군
의 지휘관은 사마르칸트 입성 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우리는 드디어 타지크인의
땅에 도달했다!(A. D. Grebenkin[1872], p. 1).” 한편 1872년의 인구조사에서 나머지 비(非)
타지크 주민 중 스스로를 우즈벡인으로 답한 주민의 수는 불과 “4명”으로, 그나마 나머지
주민의 3/4 이상은 바로 “유대인”이었다(Maev, op. cit.,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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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인 1920년 소비에트 정권이 실시한 지역 센서스에서도, 사마르칸트는
4만 5,000명의 타지크인 거주자에 대해 3,300명의 우즈벡인만 집계되어 여
전히 타지크인의 비율이 압도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9) 하지만 불과 6년
후에 실시된 1926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정반대의 믿기 힘든 결과가 나타나
는데, 이 조사에서 타지크 주민의 수는 1만 716명으로, 우즈벡인의 수는 4만
3,000여 명으로 각각 집계되어 사마르칸트 주민 대다수가 졸지에 “우즈벡
인”으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10) 대략 40년 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사마르칸트의 우즈벡화는 더욱 심화되어 1959년에는 도시 주민의 90% 이상
이 우즈벡인으로 집계되었으며 한 세기 전까지 “타지크인의 도시”로 불리
던 사마르칸트에서 타지크인의 비율은 불과 6% 이하로 급락해 버렸다.11)
이 정도 수준의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만들어 낼 이민과 이주의 물결이
이 시기 사마르칸트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통계
수치의 변화는 이들 타지크 주민들이 소멸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려
서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르트인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게, 이들이 새로
운 이름으로, 즉 “우즈벡인”으로 호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시
사한다. 어느 연구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마르칸트의 타지크인들은 소비
에트 정권이 부과한 호명 규칙의 변화를 수용하여 스스로 우즈벡인이 되기
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며,12) 1920년과 1926년, 그리고 1926년과 1959년
8) I. I. Zarubin(1926), p. 23.
9) Ibid., p. 33. 통계 수치를 범주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마르칸
트 거주 우즈벡인의 수는 1915~26년 사이 5,000% 증가한 반면, 타지크인의 수는 82% 가
까이 감소하는, 믿기 어려운 인구변화가 일어났다.
10) Gosplan SSSR(1926), Vol. 15, pp. 27~28.
11) V. A. Soldatov(1962), ed., tablitsa 53, pp. 138~143.
12) Obiya Chika(2009), pp. 99~132. 스탈린 시대 민족으로서의 우즈벡과 국민국가로서의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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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통계적으로 관찰되는 사마르칸트 시의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 수용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시기 러시아령 중앙아시아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
어났던 것인가? 사마르칸트의 주민들은 왜 돌연 “우즈벡인”이 되었던 것이
며, 사르트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새로이 “우즈벡”으로 분류되고 호
명되었던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우즈벡화” 현상에 대한 해답을 1920
년대 소비에트 정권이 소비에트 연방 전역에서 실시한 “민족창조” 정책에
서 찾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 정권이
적용하고 강제했던 “인식론적 범주”로서의 유럽적 근대와 당대 중앙아시아
에 존재하던 “존재론적 실재”로서의 비(非)유럽적 전근대 간 갈등과 모순을
추적하고, 세속적인 시민사회와 민족 기반 국민국가로 대변되는 유럽 근대
성이 전혀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앙아시아의 전근대적 현실에 인위
적으로 이식되어 정착하는 과정, 즉 “유럽 근대성의 착종”을 소비에트식
“민족창조”의 사례를 통해 해명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근대 중앙아시
아는 볼셰비키의 인식론이 만들어 낸 “가상현실”이 실존하던 “실제현실”을
대체하는 근대성의 인위적 이식을 통해 출현하였고, 오늘날 존재하는 우즈
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여러 소위 “–스탄(Stan) 독립 국가”들은
베키스탄의 창조과정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우즈벡 지도자 화이즐라 호자예프(Faizulla
Khojaev)가 부하라 지역 “도시 타지크인(또는 켄트 튀르크인[Kent Türk] 또는 사르트)”이
었던 것처럼, 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자신이 타지크계라
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원래 소비에트 체제에 충성하던 열
성적인 사회주의자로 1991년까지도 소련 해체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자체를 반대했던 카
리모프는 소련 해체 이후 돌연 열혈 우즈벡 민족주의자로 변신하여 현재는 강성 우즈벡 민
족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지만, 그가 우즈벡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중
에서도 소위 “사마르칸트 파”의 일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타지크(1897년 센서스 기
준으로는 물론 “사르트”) 출신이라는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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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유럽 근대성의 착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던 것이다.13) 이러한 “가
상현실”의 이식은 중앙아시아의 전근대적이고 비(非)유럽적인 현실과 이
현실에 적용된 유럽적 근대의 민족분류 잣대 간 불일치가 빚어낸 “범주의
혼란”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Ⅱ. 범주의 혼란
1897년의 센서스와 1926년 센서스 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주목해
야 할 부분은 근대적 호명의 주체이던 러시아인들과 호명 대상인 중앙아시
아 현지인 사이에 존재하던 인식의 괴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괴리는 유럽의 역사적 발전의 맥락에서 유래된 “인종” 및 “민족”과 같은
근대적인 집단 분류 개념과,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중앙아시아 현지에
존재하던 비(非)유럽적인 씨족적 ․ 부족적 전통 및 사회질서 간 차이에서 유
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1897년 인구조사에서 중앙아시아 현지인들을 분
류함에 있어 제정 러시아 당국이 적용한 기준은 바로 유럽의 “특수한” 역
사적 경험에서 유래된 근대적 “민족” 개념이었다. 19세기 유럽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은 공통의 언어 및 혈연적 연대감, 그리고 공통의 집
단기억을 가진 “태고로부터 본질적인(Primordial)” 존재였고, 러시아 당국은
민족이 본원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정체성 기준이라는 전제하에 인구
13)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일어난 이들 국가들의 소위 “독립”은 어떤 의미에
서는 “가상현실”이 “실제현실”을 대체하는 가상과 실제 간 전도가 현실화된 아이로니컬한
사건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구자정(2011), 355~403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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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진행했지만,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받아들여진 자기 정체성의 기준
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 예컨대 인구조사를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설문자가 애초부터 “사르트인”으로 전제했던 한 현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키르기스인은 우리를 “사르트”라 부르고 타지크인들은 우리를 “우즈
벡”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키르기스인들이 와서 물을 때 우리는 “사르
트인”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타지크인이 와서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
는 “우즈벡”이라고 답합니다.14)

그렇다면 여기서 설문조사를 받던 사르트인(또는 우즈벡인 또는 키르기
스인)에게 키르기스와 우즈벡, 또는 사르트와 같은 명칭은 과연 무엇을 의
미했던 것인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사례에 등장하는 토착민이 바라보
고 사용하는 “우즈벡” 및 “키르기스”와 러시아인이 사용하던 “우즈벡”과
“키르기스”는 전혀 상이한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870년대 이
식쿨(Issyk Kul) 호수 근처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어느 “키르기스” 유목민은
－보다 정확히는 인터뷰를 수행한 학자가 사용언어를 기준으로 “키르기스
(현대 표기에 따르면 카자흐인)”로 분류했던 유목민－“당신은 누구인가”라
는 질문을 던진 러시아 민족학자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으로 질문자를 혼란
속에 빠트렸다. “나는 키르기스 사람으로 우즈벡입니다.”15) 설문조사를 수
행하던 러시아인들에게 키르기스와 우즈벡은 (그리고 설문조사의 시점에서
는 사르트도) 명백히 본원주의적 “민족”을 의미했던 반면, 현지인에게 “키
14) Ingeborg Baldauf(1991), p. 91. 강조는 필자.
15) A. Koroshin(187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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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스”와 “우즈벡”은 상호 교차될 수 있는 부족적 정체성이었다. 중앙아
시아 전통사회에서 많은 경우 현지인들은 “키르기스인”인 동시에 “우즈벡
인”임을 자처할 수 있었으며, 어떤 경우 그 “우즈벡인”은 동시에 “사르트
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반면 이 인터뷰를 현장에서 수행했던 러시아
민족학자들에게 키르기스와 우즈벡은 동일한 집단일 수 없었고, 동일 집단
이 되어서도 아니 되었다. 정체성의 이러한 상호 교차는 과학적이고 객관
적이어야 할 유럽식 민족분류의 규범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
다. “호명 대상”과 “호명 주체”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는 소위 중앙아
시아의 민족문제를 연구하던 러시아인 민족학자들에게 상당한 당혹감과 혼
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어느 소비에트 학자의 진술에서도 확
인된다. 1926년의 센서스에 참여한 소비에트 정권의 “민족전문가” 자루빈(I.
Zarubin)은 자신이 마주한 이 혼란스런 상황을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했
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른다.”16)
물론 중앙아시아의 토착민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
르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현지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 및 척도
와 러시아 민족학자들이 바라보던 그것 간 “차이”로부터 유래하였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우즈벡”은, 우즈벡인의
역사와 기억을 근대성의 규칙에 따라 계속 “창조”해 내고 있는 현대 우즈
벡인 역사학자나17) 소비에트 시기 “민족과학(Etnologiia)”이라는 유사학문
16) Zarubin, op. cit., p. 14.
17) 최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창조”와 “가상
기억의 발명”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Victor Shnirelman(2009),
pp. 557~587. 이렇게 “창조된 역사”와 “가상의 기억”이 역사교육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
황에 대해서는, Shoshana Keller(2007), pp. 257~277을 참조하라.

∙ 202

이식된 근대, 만들어진 민족, 강제된 독립: 소비에트식 “민족창조”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 근대성의 착종

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대의 러시아 학계에서나,18) 또한 “민족과학”
의 분류기준과 척도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러시아/유라시아학계, 특
히 “지역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사 연구자 일부가, 여전히 우
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민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19) 1920년대 초
18) 구(舊) 소련권 국가의 대학과 연구소에는 소비에트 시기나 지금이나 “민족과학(Etnologiia)”
이라고 하는 소단위 세부학문이 존재하고 민족문제를 전공하는 “민족전문가”들을 훈련시
키고 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의 특징은 역사 “발전”의 주체는 민족이며 민족이라고
하는 범주가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보편적인 실재라는 본원주의적(Primordial) 가정이다. 루
젠코(S. I. Rudenko)와 브로믈레이(Iu. V. Bromlei)와 같은 소비에트 관제 역사학자들이 추
구한 이러한 본원주의적 접근은－이러한 접근에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바르톨
트(V. V. Bartol’d)나 그의 학맥을 계승한 세묘노프(A. A. Sememov) 및 브레겔(Yuri
Bregel)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스탈린 시대 이래 소련 역사학계와 동양학계가 연
방 내 비(非)유럽계 소수민족 문제를 바라보는 공식 이데올로기였다. 과거의 실재로부터
현재로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또는 소비에트 공식 이데올로기에
따라 “존재해야 하는” 당위적 현실로부터 역산해서 과거의 실재를 분류하고 추적하는 이
러한 환원주의적 접근은, 이들 민족들에게 수립된 국민국가들이 “독립”한 현시점에서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소련 해체 후에는 유사(類似) 역사학자 구밀
료프(Lev Gumilev)의 “민족형성이론(Etnogenez)”의 대유행에 따라 러시아 본토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Kazakhstan)
에 설립된 국립대학 중 하나는 “구밀료프 헌정(獻呈) 유라시아 민족대학(Evraziiskii natsiona’nyi universitet imeni L. N. Gumileva)”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은－약간의 과장과 비약을 더하면－한국의 대표적 국립대, 서울대학교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학자들”에게－예컨대 러시아의 “아시아적 기원”에 기반하여 러시아 제국의 “유라시
아적 소명”을 “발견”한 구밀료프처럼 일본의 “조선기원론”에 입각하여 제국 일본의 조선
합병을 “설파”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거두, 호시노 히사시(星野恒)와 같은 이에게
－헌정된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본원주의적 접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u. Bromlei(1979);
Bromlei(1983); Lev Gumilev(1990)를 보라. 한편 제정 러시아 중앙아시아학의 거장, 바르
톨트는 볼셰비키의 본원주의적 “민족창조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인 시각을 끝까지
견지했는데, 그가 숙청의 광풍이 몰아닥치기 전인 1930년에 자연사한 것은 바르톨트 자신
에게나 러시아 동양학계에나 명백히 큰 행운이었다. 바르톨트의 생애에 대한 개관은 Yuri
Bregel(1980), pp. 385~403을 보라.
19)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중앙아시아 역사 연구가 전근대와 근대로 양분된 채 학문적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앙아시아학계에서 일군
의 연구자들은 중앙아시아를 중국과, 몽골 및 위구르 중심의 “동양사적 관점”에서 접근하
며 이 접근의 주요 연구대상은 전근대시기 유목민족사로 중국 신강성(新疆省)에 속하는 동
(東)투르케스탄 및 몽골 지역이다. 다른 일군의 연구자들은－필자 자신을 포함하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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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까지도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우즈벡”이란 단어 속에는 근대적인 “민족”
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래의 “우즈벡”은 무엇
을 의미하는 호칭이었던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소비에트 정권의 민족
창조 정책에 시종일관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던 중앙아시아 튀르크학계의
거장들에 의해 이미 제시된 바가 있다.
원래 우즈벡은 16세기 초 트란속시아나(Transoxiana)를 공격하여 티무르
조를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거한 킵차크 튀르크계 “유목연맹 집
단(Ulus)”을 지칭하던 명칭이었다.20) 우즈벡이란 명칭 자체가 등장하는 것
은－이 명칭의 어원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중앙아시아 튀르크학의 거장, 토
간(Togan)21)의 고증에 의거하면－킵차크한국의 칸 중 한 명인 우즈벡 칸
아시아를 러시아 중심의 “서양사적 관점” 또는 “러시아 ․ 유라시아 지역학적 관점”에서 접
근하며 이 접근의 주요 연구 대상은 근대 이후의 시기로 주 연구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은 서(西)투르케스탄 지역이다. 이 결과 동양사적 접근은 서(西)투르케스
탄 “지역”이 연구주제에서 배제되고, 서양사적 접근에서는 전근대 시기의 “역사”가 연구대
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Edward A. Allworth(1990), p. 32.
21) “토간(Togan)”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20세기 중앙아시아 튀르크사의 거장 아
흐메드 제키 벨리디(Ahmed Zeki Velidi [Validov]: 1894~1970)는 바시키르(Bashkir) 출신
의 제정 러시아 튀르크 역사학자이자 군인, 혁명가이다. 혁명 전 카잔(Kazan) 대학과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대학에서 수학하며 아슈마린(N. Ashmarin) 및 카타노프(N.
Katanov) 그리고 바르톨트와 같은 제정 러시아 동양학의 거장들에게 사사하던 역사학도로
자디드(Jadid) 활동가의 일원이던 토간은, 혁명 발발 후 러시아 내전에서 아타만(Ataman)
두토프(Dutov) 휘하의 백군과 볼셰비키 사이를 오가며 바시키르인 부대의 지휘관으로 활
약하였고, 내전 종결 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반(反)소비에트 바스마치(Basmachi)
운동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어 소비에트 정권과 싸웠다. 1925년 터키(Turkey)로 망명한
후 다시 학계로 복귀한 토간은 독일로 유학, 1935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중앙아시아
역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독일 본 대학과 괴팅겐 대학,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대
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모국어인 튀르크계 제(諸) 언어는 물론이고 아랍어 및 페르시아어
에도 능통하였으며 유럽 제(諸) 언어 역시 능숙히 구사하던 토간은, 바르톨트의 학맥을 이
으며 광범위한 사료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튀르크 역사 연구, 특히 전근대 시기 서
(西)유라시아 지역 튀르크 유목 집단의 흥망사 연구에 지대한 족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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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41)의 치세 이후부터로, 토간은 이 시기 이후부터 “우즈벡”이란 표현
이 우즈벡 칸과 그 후계자들, 특히 조치(Jochi)의 5자 시반(Shiban)의 후예
(샤이바니[Shaybani] 가문)들에게 예속된 울루스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정착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22) 페르시아와 차가타이(Chaghatay), 튀르크, 아랍
등에 걸친 광범위한 문헌사료 분석을 통해 튀르크계 유목집단의 흥망성쇠
를 추적한 러시아 동양학의 거두, 바실리 바르톨트(V. V. Bartol’d) 역시 당
대의 기록에 등장하던 “우즈벡 울루스”란 표현이 대략 현대 카자흐스탄 지
역에 해당하는 스텝 거주 킵차크 튀르크계 유목민들을 일컫던 명칭이었으
며, 우즈벡 울루스의 분파가 트란속시아나로 이주하게 되는 16세기 이후부
터는 이들 킵차크계 유목민들을－아이로니컬하게도 훗날 소비에트 시기에
는 우즈벡 “민족”의 핵심적 요소가 될－“차가타이 튀르크인”들로부터 구별
하기 위해 사용된 호칭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23)
사료 속에 등장하는 이들 “원(原) 우즈벡 집단”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을 구성하는 “민족”으로서의 우즈벡인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이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역설적인 차이는 이들 “우즈벡 울루스”의 구성원들이 오
늘날 “우즈벡어”로 불리는 언어를 말하던 집단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에
서 찾을 수 있다.24) 이들 원(原) 우즈벡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킵차크어군
계통의 튀르크어로 현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되는 우즈벡어보다는 차라
리 현재의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는 카자흐어와 더욱 유사했는데,25) 이는
22) Zeki Velidi (Validov) Togan(1981), pp. 27~28 (page citations are to the partial English
translation).
23) V. V. Bartol’d(1963a), pp. 260~261; Bartol’d(1963b), pp. 489~490; Bartol’d(1968), p. 143.
24) Togan(1981), op. cit., p. 29.
25) 토간에 따르면 현대의 카자흐 스텝에서 서쪽으로는 볼가강, 남쪽으로는 크림반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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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차크한국의 칸의 이름에서 유래된 우즈벡의 어원 자체가 보여주듯이－
원(原) 우즈벡 집단이 킵차크한국의 붕괴 후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킵차크
튀르크계 유목연맹 집단에서 발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놀랄 사실은
아니다.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더 이른 시기 킵차크한국에서 분리되어
나온 노가이 타타르(Nogai Tatar)의 경우처럼,26) “우즈벡”은 튀르크화한 몽
골계 지배 씨족집단을 중심으로 다수의 튀르크계 씨족집단들이 정치-군사
적으로 결합한, 킵차크 튀르크 유목민으로 구성된 유목 부족연맹 집단을
지칭하던 단어였던 것이다.27) 유목 부족연맹으로서 “노가이 타타르”와 “키
광대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튀르크어는 킵차크 튀르크어로, 훗날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창
조되는 “카자흐(키르기스-카이사키[Kaisaki]),” “키르기스(카라[Kara]-키르기스),” “카라칼
팍” 그리고 “원(原) 우즈벡인”의 제(諸) 언어는 모두 킵차크계 튀르크어군에 속한다. 이 튀
르크어는 오구즈(Oghuz) 튀르크계의 제(諸) 언어(즉 오스만 및 셀주크 튀르크어, 현대 터
키어, 현대 아제리[Azeri]어 및 투르크멘어 등)와도 달랐고, 현대 우즈벡어나 중국 신강성
의 위구르어가 속하는 남동 튀르크어군과도 구별되었다. 한편 현대 우즈벡어는 차가타이
튀르크어를 기반으로 1920년대와 30년대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발명되어 의무교육을 통해
강제적으로 보급된 일종의 “인공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우즈벡어의 인위적 “창조과정”
과 이 언어의 강제적 보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lliam Fierman(1991)을 보라.
26) 노가이 타타르의 “노가이(Nogai)”는 칭기즈칸의 증손자로 킵차크한국의 칸 휘하에서 하위
단위 튀르크-몽골 유목 전사 집단을 이끌었던 장군, “노가이”로부터 유래하였다. 우즈벡 튀
르크 집단과 달리 노가이 집단의 수장은 칸이 아니라 페르시아어로 재상을 의미하던 “미르
자(Mirza)”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칭기즈칸의 장남, 조치의 손자로 이 집단의 시조
가 된 노가이 본인과는 달리, 그의 후계자로 노가이 집단의 수장이 된 에디구(Edigu)는 노
가이의 외손자로 부계 혈통으로는 비(非) 칭기즈계 만기트 씨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27) 예컨대 15세기 중반 아불 카이르 칸의 치세 중 우즈벡 울루스는 다음과 같은 24개 튀르크몽골계 유목 씨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키야트(Kiyat), 만기트(Manghit 또는 망쿠트
[Manqut] 혹은 Mangyt), 바일리(Bayly), 쿤그라트(Kungrat, 또는 콘기라트[Kongirat]), 탕구
트(Tangut), 이디잔(Yidjan), 두르만(Durman), 쿠슈치(Kushchi), 우타르치(Utarchi), 카를룩
(Karluk), 켄게스(Kenghes), 우이슌(Uyshun), 쿠를라우트(Kurlaut), 임치(Imchi), 투만(Tuman),
그리고 밍(Ming) 씨족이 그들이며(A. A. Semenov[1954], p. 24) 이들 씨족의 이름 상당수
는 라시드 앗 딘의 뺷집사(集史)뺸,｢부족지｣에서도 확인된다(라시드 앗 딘[2002]). 이후 카이
르 칸의 손자 샤이바니 치세에 우즈벡 부족 연맹에 참여한 유목 집단의 수는 더욱 불어나
대략적으로 92개까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우즈벡 울루스에 참여했던 이들 씨족들의 일부
는 다시 분열하여 훗날 카자흐로 알려지게 되는 유목 연맹체의 일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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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스(카자흐),” “우즈벡” 집단은 상당수의 씨족을 상호 간에 공유하고 있
었다. 노가이 타타르와 우즈벡 튀르크 집단 모두에 참여했던 튀르크-몽골계
집단 만기트(Manghit: 러시아어로는 Mangyt) 씨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들은 노가이 타타르에서 “미르자(Mirza)”와 “베이(Bey)”를 독점적으로 배출
하던 왕족 집단이었지만, 우즈벡 공동체에 참여한 만기트 씨족의 또 다른
방계는 또한 시반 가계의 칸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여 수립했던, 우즈벡계
부하라 에미르국의 지배씨족이기도 했던 것이다.28) 물론 유사한 킵차크계
튀르크어를 말하는 유목민으로서 우즈벡과 카자흐, 그리고 노가이 간 언어
적 동질성은 전근대 중앙아시아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았으니, 이 시기
중앙아시아 스텝의 역사는 초원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여러 유목집단－즉
노가이, 우즈벡, 키르기스, 더 훗날에는 몽골계 칼미크(Kalmyk)29)까지－간
에 벌어지던 격렬한 상호 투쟁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이는 물론 이들 스텝
유목민들에게는 근대적 의미에서 “언어적”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연대감
과 정체성 구분에 대한 자각 자체가 유의미한 정체성의 척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유목민 스스로가 자신들 간 집단 분류를 가르는
기준은 그 집단의 수뇌부를 구성하는 지배 씨족이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되
었으며, 14-16세기에 걸쳐 서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역사의 무대로 등장

28) “칸” 대신 “미르자”를 칭한 노가이 타타르의 만기트 씨족 출신 지배자들과 동일한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칸의 권한을 행사하고 누리면서도 부하라의 만기트가 출신 우즈벡 통치자들
의 공식 호칭은 아랍어로 재상을 의미하는 “에미르”였다.
29) 오이라트(Oyrat) 몽골계의 부족으로 같은 오이라트에 속하던 준가르부와의 분쟁으로 떨어
져 나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볼가강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일부는 준가르부가 강희제
에 의해 격파된 후 건륭제 시기 다시 몽골 초원으로 복귀하였고, 오늘날 러시아의 칼미크
인(역시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몽골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민족” 자격을 부여받았던)은
볼가강 지역에 잔존했던 이들의 후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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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가이와 우즈벡, 카자흐 집단 간 차이는 바로 킵차크한국으로부터 떨
어져 나온 튀르크-몽골계 지배집단의 정치적 분열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30)
이러한 부족 간 이합집산과 상호 간 쟁투는 19세기 초반까지도 계속되었
고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 당시에도 러시아 정복자들이 마주친 사회는
30) 킵차크한국이 점차 약화되면서 통일 유목 제국에 예속되어 있던 서(西) 유라시아 스텝의
유목민들은 독립적인 여러 집단으로 분열되었다. 구(舊) 킵차크한국의 서쪽 판도, 즉 오늘날
남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스텝지대가 볼가강 하안의 아스트라한(Astrakhan),
볼가강 중류의 카잔(Kazan), 그리고 크림(Krym) 반도에 각자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한 칭
기즈 가문의 조치계 후손들에 의해 분할되었다면, 차가타이한국과 접하던 구(舊) 킵차크한
국의 동쪽 판도, 대략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지역에 해당하는 초원지대에서 킵차크한국의
헤게모니를 계승한 집단은 서부의 노가이 울루스와 동부의 우즈벡 울루스였다. 비(非)칭기
즈계 만기트 씨족의 지배하에 점차 서진하게 되는 노가이 타타르와는 달리(G. A. FedorovDavydov[1973], pp. 166~167) 우즈벡 울루스는 칭기즈계 씨족, 특히 시반 가계의 후예들이
주도권을 계속 유지한 채 서(西)유라시아 스텝에 그대로 남았고, 이 울루스는 15세기 전반
아불 카이르 칸(Abul Khayr Khan: 1428-68) 치세에 이르러 서남부 시베리아와 현재의 카
자흐스탄 지역, 그리고 현대 우즈베키스탄 북부 지역 일부를 아우르는 거대 유목연맹 국가
로 성장하였다(Bartol’d[1963b], pp. 489~90). 카이르 칸의 치세 말기부터 우즈벡 울루스는
시반 가계의 왕공들에 의해 3개의 울루스로 다시 분할되었는데(ibid), 트란속시아나로 이주
하게 되는 “샤이바니 우즈벡(샤이바니 칸),”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에서 “시비르한국”을 수
립한 “시베리아 우즈벡(이박 칸[Ibak Khan]),” 카자흐스탄 지역에 잔류한 “우즈벡 카자흐
(자니 벡[Jani Bek]과 케레이 칸[Kerey Khan])”의 세 집단이 바로 그것이다. 시베리아에 시
비르한국을 수립한 시베리아 우즈벡은 예르마크(Ermak)의 시베리아 원정 이후 러시아에
복속되어 3개의 우즈벡 유목집단 중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일찍 퇴장했던 반면, 샤이
바니 우즈벡과 우즈벡 카자흐 집단은 소비에트 정권의 민족창조 정책을 통해 현대에 이르
러서도 “민족”으로서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데, 16세기 이후 “우즈벡”으로 알려지게 되는
집단은 바로 트란속시아나로 이주한 “샤이바니 우즈벡”의 후예들이며, 훗날 “카자흐”로 알
려지게 되는 집단은 카히르 칸의 또 다른 손자, 자니 벡을 내세워 카히르 칸에 반기를 들었
던(M. Abuseitova[1985], p. 40) “도망자 우즈벡, 혹은 방랑자 우즈벡(우즈벡 카자흐)” 집단
의 후예였다. 오늘날 현대 중앙아시아의 우즈벡인들과 카자흐인들(당대 러시아인들의 표현
을 따르다면 “키르기스-카이사키”)은 서로를 별개의 “민족”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두 집
단 모두 같은 “우즈벡 울루스”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 두 집단의 출발 자체가 우즈벡 울
루스의 정치적 분열로부터 유래하였던 만큼 이 두 “민족”은 사실상 동일한 부족적 기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카자흐와 우즈벡인 간 “민족적 차이”의 측면에서 두
“민족”의 기원을 논하는 것은－약간의 비약과 과장을 더해 설명한다면－사실상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전주 이씨의 일족인 “양녕대군 민족”과 “효령대군 민족” 간 차이와 그 차이
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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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부족 중심적인 사회질서가 지배적인 전근대적 전통 사회였다.
그러나 러시아인 정복자들은 광대한 중앙아시아 영토에서 갑자기 마주하게
된, 유럽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가진 전근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아이로니컬하게도 그 괴리는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
배가 공고화될수록, 제국의 중앙아시아 통치가 더욱 “근대적으로” 될수록
더욱 커졌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1897년 센서스의 이른바 “과학적 민족분
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역사와는 전혀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앙아시아 사회를, 러시아인들은 근대 유럽의 민족주의와 이 민족주
의를 합리화하던 본원주의적 민족 분류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바라보았으
며, 이러한 유럽 중심주의는 러시아 제국 자체가 점점 근대화될수록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1897년의 센서스에 “투르키(Turki)”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등장하는 차가
타이 튀르크인의 사례가 이러한 괴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인데,
러시아 민족 전문가가 보기에 당대 “우즈벡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던 이 차가타이 튀르크어 사용집단은 유럽식의 “과학적” 민족 분류
의 기준에 따르자면 우즈벡인으로 분류되어야 했고, 실제 30년 후 볼셰비
키는 이들을 우즈벡 “민족”의 일부로 공식 편입시키게 되지만, 인구 센서스
를 위해 실제 이들을 만나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던 러시아 ․ 소
비에트 민족학자들의 경험은 달랐다. 훗날 소비에트 민족과학의 분류에 따
르자면 우즈벡어 “방언”을 사용하던 이들 우즈벡인들은 실상 지극히 반(反)
우즈벡적인 집단으로서 우즈벡 “부족”민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적개심
을 표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1) 이들 투르키인의 대다수는 우즈벡 연맹의
트란속시아나 정복 이전부터 오랫동안 중앙아시아에 거주해온 원주(原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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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크 유목집단의 후예로, 그들 중 상당수는 오를라트(Orlat), 무굴(Mugul),
바를라스(Barlas: 티무르를 배출한 몽골-튀르크계 씨족 집단)와 같은 비(非)
우즈벡계 몽골-튀르크 씨족에 속하며 우즈벡계 씨족의 헤게모니가 지배적
이던 제정 말기까지도 우즈벡 정복 이전의 차가타이적 전통과 유산을 여전
히 강력히 보존하고 있었다.32) 우즈벡 부족과는 전혀 다른 부족적 전통에
속하던 이들 “우즈벡인”들은 스스로가 우즈벡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
고 자신들이 왜 “우즈벡”으로 불려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앞서 보았
듯이 소련의 민족학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내린 결론은 이들 현지인들
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정체성의 혼란이었던 것이다.
물론 실제 혼란을 겪던 이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중앙아시
아의 현지 토착민들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른 채 유럽
식으로 분류와 호명을 시도하며 실제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 러시아
인 자신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혼란을 만든 책임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민족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중앙아시아 통치에 적용했
던 러시아 민족전문가들 자신에게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사용하던
범주 자체가 중앙아시아 현지인들이 사용하던 호칭에서 유래되었던 것이
며, 러시아인들 스스로부터가 현지 사정에 무지하던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

31) Mikhail Stepanovich Andreev(1924), pp. 122~124. 우즈벡어와 투르키어 간 유사성에도 불
구하고 1897년의 센서스는 이들을 “우즈벡”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지 않았는데, 이는 설문
조사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투르키인의 반(反) 우즈벡 정서가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들 투르키인은 “사르트”로 분류될 수도 없었는데, 이는 투르키인 사이에 존재
하던 강력한 부족적 연대감과 소속의식 때문이었다.
32) B. Kh, Karmysheva(1960), pp. 51~52. “우즈벡”과 구별되는 비(非)우즈벡(많은 경우 “반
[反]우즈벡이던”) 우즈벡인들의 “차가타이” 정체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 Manz(1992),
pp. 27~4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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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적어도 자칭타칭 민족전문가들이 들어와 중앙아시아 주민을 근대적
으로 호명하게 되고 이 호명이 제도화되는 1897년까지는－현지에서 사용
되는 호명의 기준을 현지에서 사용되던 방식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애초 첫 단계에서 이들이 받아들인 분류 기준은 언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주민”과 “유목민”이라는 생활방식의 차이와 부족적 전통 및 혈연관계의
유대에 따라 좌우되던 현지의 자기 정체성이었다. 예컨대 1870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즈음하여 페테르부르크에서 발행되어 중앙아시아 탐사
를 위해 떠나는 탐험가들을 위한 길라잡이이자 안내서 역할을 했던 한 튀
르크-몽골 사전에서는 우즈벡을 “히바한국에 거주하는 타타르인의 한 별
종”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이고,33) 19세기 후반의 에프론(Efron) 백과사전에
는 우즈벡을 “튀르크-몽골이 섞여 있는 부족 연합체”로 규정하고 우즈벡이
라는 호칭이 민족보다는 “정치-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명칭이라고 쓰여 있
었다.34) 이렇게 보면 자칭 전문가들인 학자들이 들어와 현지에 대한 과학
적인 지식을 축적하였을 때보다 학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과 상인
들로 이뤄진 탐험가들의 기행문과 보고서가 전부이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더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주의 혼란”은 이러한 “무지함과 지식의 공백”이 학자들
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 대체되고 그 지식이 러시아 제국의
통치에 실제 적용되면서 발생한 결과였다. 이러한 “범주의 혼란”이 발생하
기 이전 전근대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벡을 “우즈벡”으로, 키르기스를 “키르

33) L. Z. Budagov(1960), p. 131.
34) I. A. Efron and F. A. Brokgauz(1890-1907), p.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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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스”로, 투르크멘을 “투르크멘”으로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우즈벡인
과 투르크멘인, 키르기스인 자신들에게나 이들을 처음 접한 초기의 러시아
인 탐험가들에게나 “부족적” 귀속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아시
아에 수립된 우즈벡계 국가들의 지배를 받던 중앙아시아 주민 모두가 어떤
“부족”에 소속된 유목민은 결코 아니었고, 이 지역에는 우즈벡의 정복 이전
부터 존재하던 원주민으로, 주로 오아시스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주로 상
업 및 수공업에 종사하던 정주민 집단 역시 상당수 존재했다. 이들은 누구
였던 것인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특히 호레즘 지역에서 부족적 전통을
가지지 않는 이들 정주민 집단을 부르던 명칭은 바로 “사르트”였다.
그렇다면 사르트는 정확히 어떤 집단이었던 것인가? 우선 언어적으로 이
들은 튀르크어나 페르시아어, 또는 두 언어 모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로서 사마르칸트나 부하라, 타슈켄트, 호젠트(Khogent)와
같은, 과거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명이 꽃피었던 오아시스 도시 지역에 거
주하는 정주민 집단이었다.35) 이중언어 사용자로서의 특성, 부족적 전통을
결여한 도시 거주민이라는 이들의 특색 때문에 사르트인들은 일찍부터 러
시아 학계에서 학문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들의 기원 및 명칭의 어원에 대
해 제정 러시아 동양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예컨대 호로신(A.
Khoroshin)과 같은 학자는 사르트인을 튀르크화된 이란계 정주민으로 분류
하고 이들을 타지크인과 사실상 동일한 기원을 가지는 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36) 한편 바르톨트(V. V. Bartol’d)는 사르트의 기원을 원래 중앙아시

35) Baldauf(1991), op. cit., p. 80.
36) Koroshin(1876), op. cit., pp. 3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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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정주하던 이란계의 주민들과 이후 이주한 튀르크계 이주민의 융합이
만들어 낸 특수한 민족 생태계로부터 찾았다.37) 바르톨트에 따르면 사르트
는 “상인”을 의미하는 중세 튀르크어 단어로, 고대 산스크리트어(Sanskrit)
로부터 유래된 소그드어(Sogd) 어휘가 튀르크 정복자에게 수용되어 튀르크
화된 표현이었던 것이다. 몽골 침입 이후 티무르 제국 시대 이전까지 사르
트는 기본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이란계 정주민(훗날 ‘타지크’로 알려지
게 되는)”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나 차가타이 튀르크인의 정주민화
(또는 이란계 정주민들의 튀르크화)가 진행된 이후부터, 특히 또 다른 튀르
크계 부족인 우즈벡의 침입/정복 이후부터는 점차 상업과 수공업 생산, 교
역에 종사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정주민을 지칭하는 의미로 변모하였다는
것이 바르톨트가 내린 결론이었다.38) 바르톨트는 또한 지역적으로 사르트
란 표현 자체가 유래된 곳을 호레즘 지역으로 고증하며, 우즈벡인들이 중
앙아시아 정복 후 수립한 한국 중 하나인 히바한국에서 이들 우즈벡인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받던 정주민들을 부르던 명칭이 바로 “사르트”였다는 사
실 또한 밝혀냈다.39) 바르톨트의 학맥을 이었던 소비에트 동양학자 유리
브레겔(Yuri Bregel)40)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은 우즈벡인 (물론 “부족연맹”
으로서의 우즈벡인) 자신들이 남긴 당대 문헌에 의해서도 입증되는데, 예컨
대 샤이바니 우즈벡의 남하 당시 호레즘(Khorezm) 지역을 정복한 우즈벡인
37)
38)
39)
40)

Bartol’d(1963c), pp. 310~313.
Ibid.
Ibid.
소비에트 동양학계에서 바르톨트의 학맥을 계승한 소수파에 속했던 브레겔은 1974년 이스라
엘로 망명하였고, 그의 연구는 소비에트 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
던 1974년 이전과 자유로운 역사연구가 가능해진 1974년 이후로 나뉜다. 물론 소비에트 정
권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비판은 1974년 이전의 연구에도 문맥 속에서 암시되고 있다.

21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부대의 일바르스 칸(Ilbars Khan)은 “모든 우즈벡인과 사르트인들이 자리한
곳에서” 정복의 축배를 올렸던 것이며, “사르트인들과 우즈벡인들은 [그를
지역의] 칸으로 옹립했던 것이다.”41)
이러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한 것은 우즈벡과 사르트는 중앙아시
아 현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분리된 별개의 집단
이었다는 사실이며, 우즈벡에 의한 중앙아시아 정복의 시점에서 사르트는
－특히 호레즘 지역에서－우즈벡인 지배자에게 예속된 정주민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42) 호레즘 지역에서 우즈벡 정복기에 우즈벡
인 자신들과 이들의 피지배민들이 남긴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즈벡
정복자와 원주(原住) 비(非)우즈벡 피지배민 간 관계에 천착한 브레겔의 결
론에 따르면, 이러한 지배/예속 관계는 17세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는 원
(原) 우즈벡인들의 정주민화/도시화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
또다시 주목해야 할 점은 언어는 전근대 중앙아시아에서 사르트/우즈벡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7세기 이후 차
가타이 튀르크어를 말하던 사르트인들과 킵차크 튀르크어를 말하던 우즈벡
부족 간 언어적 차이 자체는 우즈벡인들이 유목 생활에서 정주 생활로 점
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언어(즉 킵차크 튀르크어)를 버리고 피지
배민들이 사용하던 차가타이 튀르크어를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사라졌지

41) Bregel(1978), op. cit., pp. 123~124.
42) Ibid. 사르트란 표현 자체는 러시아의 진출 이전까지 주로 히바한국에서 사용되었으며 부하
라나 사마르칸트와 같은 트란속시아나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히
바한국의 사르트인에 상응하는 도시 정주민 집단을 부르던 명칭은 바로 “타지크”였다. “사
르트”란 표현을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보급시킨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명칭을 공식용
어로 채택했던 제정 러시아 당국 자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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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즈벡 정복자들이 가진 씨족적 전통과 부족적 유산은 온전히 유지되
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즈벡 정복자와 비(非)우즈벡 피정복자 사이의 사회
적 구분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브레겔의 결론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구분선이 유지된 주요인은 일종의 귀족계급으로서 지배층이
자 전사로서 군사복무를 주로 담당하던 우즈벡인과, 이들의 지배를 받으며
생산활동을 담당하던 사르트인들의 계층화된 역할과 구조화된 신분적 질서
의 차이에 있었다.43) 브레겔이 묘사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싸우는 자”와 “생산하는 자”로 나누어진 이러한 신분적 사회구조는－
적어도 호레즘 지역에서는－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 직전까지 지속되었
는데, 예컨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 직전인 1850년대 후반, 제정 러시
아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파견한 탐사 및 외교 사절단으로 여정 중 코칸
트(Kokand)한국과 히바한국을 방문했던 발트 독일인 사절 쿨레바인(E.
Kuhlewein)은 자신이 목격한 히바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히바]한국의 주민들은 아직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여러 부족들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의 수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이 지역에서] 인구조사
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중심 부족들은 [다음과 같다]. 사르트인
들은 이 지역의 원주민으로 한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 이
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며 농경과 더불어 상업과 생산 관련 직업 및 양
잠의 일에 종사한다. 사르트인들은 용모에서 우즈벡인들과 구별된다.
…… 우즈벡인들은 정복자로서 한국 전역에 퍼져 있으며, …… 이들 중 가
장 중심된 부족은 칸이 속한 부족인 쿵그라트(콩기라트) 부족이다.44)

43) Ibid., p. 125.
44) E. Kuhlewein(1865), pp.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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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족적 사회구조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
아 진출 이후부터였다. 쿨레바인의 기록이 보여주듯이 19세기 중반까지도
“사르트”과 “우즈벡”, 그리고 “타지크”와 같은 명칭은 중앙아시아에서 사용
되던 명칭을 러시아인들이 있는 그대로 채택한 것에 다름 아니었으나, 이
들 호칭들이 일단 제정 러시아 당국에 의해 통치를 위한 공식적인 범주로
채택되면서 이들 명칭에 담긴 의미 속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다. 이는 이들 명칭들이 당국이 중앙아시아의 주민들을 민족으로서 분류
하고 호명하는 “과학적인” 척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 척도가 식민통
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사회적 현실 자체가 이
호명에 의해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
앙아시아의 “근대”는 존재하는 실재로부터 인식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
니라 인식기준이 사회적 실재를 재구성하고 바꾸게 되는 역설적인 변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르트의 사례를 다시 들자면
1897년 센서스 이후의 사르트, 즉 러시아인들이 호명기준으로 사용하던
“사르트”는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 의미의 사르트를 더 이상 의미하지 않았
다. 이는, 이제 이들이 센서스라는 공식 인증을 통해 단순히 부족적 유대와
전통을 결여한 무정형의 튀르크/이란계 도시 정주민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
의 통치를 받는, 트란속시아나 지역 최대의 개별 “민족” 집단으로 탈바꿈하
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다룬 “사르트인이자 우즈벡인인 동시에 키르기스인이던,” 그러나
러시아인의 잠정적 분류에 의하면 “사르트인”으로 분류된 중앙아시아 현지
인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이러한 근대적 호명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러시
아령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여전히 잔존하던 전근대적인 현실과의 괴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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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통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1897년
센서스의 범주 창작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오스트로우모프(N. P.
Ostroumov)와 같은 제정 러시아의 관제 동양학자들은, 사르트가 민족이라
는 가정을 기정사실화한 채 “사르트어-러시아어 사전”을 편찬하고, 우즈벡
인이나 키르기스인과 구별되는 사르트인의 “신체적 특징”을 탐구하며 사르
트의 존재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고자 시도했지만,45) 막상 이렇게 “과학적
으로” 호명된 사르트 민족론에는 해결하기 힘든 큰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
다 사르트인으로 불렀던 집단 스스로가 자신을 사르트 민족으로 자처하고
있는지, 실제 민족은 아닐지라도 이들 사르트인들이 스스로를 러시아식
“사르트”로 인식하는 하나의 개별 집단으로서의 주체적 정체성을 실제 가
지고 있는지, 즉 사르트인 자신들이 스스로를 “사르트”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는, 이 분류에서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
지고 보면 사르트란 명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르트인 자신이 스스로를
부르던 명칭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했던 이들이 사용하던 “타자로부터의 호
명”이었다. 사르트는 어떤 소속감을 가진 부족집단을 지칭하는 호칭이 아
니라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소속감이 없는, 즉 부족적 소속의식이 결여된
무정형의 도시 정주민 집단을 일컫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스트로우모프가 사르트인을 민족으로 분류했던 것은 이들이 사용하
는 언어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역시 문제는 간단치 않았다. 이는－위에

45) 이러한 “사르트 민족론”을 대표하는 연구로는 예컨대 N. P. Ostroumov(1908); A. P.
Bogdanov(1888)를 보라. 특히 보그다노프는 사르트인의 “두개골 사이즈 및 형태”에 대한
통계적 측정 결과를 독자적인 사르트 민족론을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ibid., pp.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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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미 언급했듯이－이들 대다수가 다양한 튀르크어 방언들과 페르시아어
방언을 동시에 구사하던 “이중언어 사용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사르트인과 우즈벡인은 양 집단 사이에 존재하던 “지배당하는
자”와 “지배하는 자” 간 사회적 경계선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사한 차가타
이 튀르크어를 사용했고, 같은 수니 무슬림이었으며 같은 지역에 함께 뒤
섞인 채 거주하던 집단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의 사르트 튀르크인들
은－그 기원이 튀르크화한 이란인이든 아니면 이란화한 튀르크인이든－대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튀르크어와 타지크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과거 중앙아
시아에서 번성했던 이란계 고대문명의 역사적 중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언어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일치하며 종사하는 직업에서도, 거주방식에서
도, 생활방식에서도 문화에서도 큰 차이가 없던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
시 정주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르트”와 “타지크” 민족으로 구분할 것인
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누가 우즈벡 민족이며 도대체 누가 타지크
민족인가? 사르트 민족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우즈벡 및 타지크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민족 기반의 근대적 호명과 부족 기반의 전근대적 현실 간
의 근본적 괴리 때문에 제정 러시아 당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도
한 근대적 호명이 빚어낸 결과는－러시아인 자신들이나 중앙아시아 현지인
들에게 있어서나－“범주의 혼란”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혼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통치를 특징지은 범주의 혼란에 대한 해답은 20세기 초 대략 두 가지 방향
에서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는－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다른 제국의 통
치를 받던 현지인들의 사례와 유사하게－러시아인 지배자에게서 유럽적 근
대의 문법과 규칙을 배우고 수용한 중앙아시아 지식인 자신들로부터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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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식민지 근대성의 출현과정은 세계 다른
지역의 식민지 근대성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전개과정을 거치게 될 운명이
었는데, 이는 제국이 부과한 규칙을 수용함과 동시에 식민통치에 대한 저
항과 교섭을 통해 자생적인 “식민지적 근대(Colonial Modernity)”를 만들어
나가게 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식민지(예컨대 영국령 인도나 식민지
조선)와는 달리, 중앙아시아의 근대는 내부로부터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철
저하게 “외부”로부터 그리고 “타자”로부터 이식되어 강제로 착종될 운명이
었기 때문이다. 그 타자는 과연 누구였던가? 바로 볼셰비키였다.

Ⅲ. 식민지 근대성으로서의 자디드 운동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은 근대 유럽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더불어 유럽
근대성의 인식기준과 범주, 그리고 척도가 “과학”과 “보편,” 그리고 “진보”
의 이름하에 전세계적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대체해 나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예컨대 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 인도에서, 근동지
방에서 서구 열강은 과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식민
지의 토착 주민을 과학적으로 “분류”하며 “호명”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분류기준은 곧 서구 열강의 수탈과 착취에 대항하여 독립투쟁을 시작하던
원주민들 자신들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많은 경우 제국
과 싸우는 피지배 식민지의 독립운동은－예컨대 이집트의 독립운동과 인도
의 독립운동처럼－타자이자 투쟁 대상이 부여한 호명방식을 피지배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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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스스로가 수용하여 내면화한 채, 그 타자가 만들어 낸 분류기준과 규칙
에 따라 제국과 싸우는, “식민지 근대성의 역설”이 만들어 낸 창조물이었던
것이다.46)

46) 식민지 근대성의 사례들은 20세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구(舊) 식민지에 출현한 여러 독립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모두가 같은 종교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아랍
세계에서 이라크와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민족 간 통일
을 지향하는 유럽 근대성의 규칙과는 상반되게 왜 쪼개진 채 독립해야 했던가? 마치 자로
그어진 듯이 직선으로 그려진 중동 독립 국가들의 국경선은 “이식된 근대”로서의 식민지
근대성의 모순을 상징하는데, 자본과 제국의 정치적 ․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적으로
－물론 인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의해 도움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이들 국경선은 부족적 특권을 유지한 채 외양적으로는 자생적인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던 중동의 토착 부족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하나
의 “통일 아랍”이 아닌 여러 아랍 국민국가“들”의 독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사우드[Saud]
부족), 쿠웨이트(알사바[Al Sabah] 부족), 이라크(파이잘[Faisal bin Hussein]이 이끌던 하세
미트[Hasemit] 가문), 아랍에미리트(여러 군소 에미르들) 등 여러 국가들은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소위 “민족해방”을 개별적으로 맞이하였던 것이다. 아랍세계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분열”에 초점을 두었다면, 대영제국의 주요한 자산이던 인도대륙에 대한 영국의
통치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 결과가 바로 “통일 인도”의 출현으로, 하나의 통
일된 국가라기보다는, 다양한 전근대 왕조들과 지역에 기반을 둔 씨족중심적인 부족단위
국가들이 공존하는 “문명”으로서,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통일성이 지극히 희박했던 인도
대륙을 통합하고 영역적 ․ 국민적 ․ 관념적인 통일성을 부여하여,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민국
가 공동체 “인디아”를 역사상 처음으로 창조해 낸 주체는 인도인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영국
의 식민통치 당국이었다. 인도의 “독립” 운동은 인도대륙이 독립하여 국가를 수립할 자격
을 갖춘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국민 공동체라는 관념을 전제로 했는데, 이 관념의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은 식민통치를 위해 애초 공통점이 없던 식민지 인도대륙
의 다양한 집단들을 묶어 하나의 집단인 “인도인”으로 명명했던 영국 식민통치 당국의 “근
대적 호명”이었던 것이다. 인도의 독립 운동가들은 영국과 오랫동안 투쟁했지만 정작 독립
을 위한 투쟁의 단위인 인도라는 공동체 자체가 영국인들의 창조물이었으며, 이들 독립 운
동가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던 것은 바로 이들의 투쟁 대상에 다름 아니던 영국인들이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운동은 자신들의 투쟁대상이자 적이던 식민
당국이 만들어 낸 범주와 호명 규칙에 따라 자신들의 적이자 창조자와 싸우는, “식민지 근
대성의 역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식민지 근대성이 가진 “이식된 근
대” 또는 “만들어진 근대”로서의 역설적 성격을 다룬 미시 사례 연구는 예컨대 다음의 저
작들을 참조하라. Ramaswamy Sumathi(2010); Chacko Jacob Wilson(2011); Timothy
Mitchell(1988); Saurabh Dube and Ishita Banerjeedube(2006); Eugenia Roldan Vera and
Marcelo Caruso(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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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성의 이러한 역설은 러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식민통치를 받
게 된 중앙아시아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무슬림 신
민들 사이에도 러시아인들이 현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면화하고 근대
유럽을 모델로 무슬림 세계를 근대화하려는 그들 스스로의 자생적 개혁 움
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 운동은 역사적으로 “자디
드(Jadid)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운동은 애초 새로운 근대적 교육
법을 주창하는 교육 ․ 계몽운동으로 시작하였으나 곧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
라 종교, 여성해방, 문자개혁, 문학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근대화를 꾀하
는 전면적 세속 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남쪽으로는 캅카스에서 서쪽으
로는 크림 반도와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에 달하는 러시아령 무슬림 세계
의 광대한 영역에서 지극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이 운동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본고의
연구대상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이 운동을 주도하던 중앙아시
아 자디드 지식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간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세속화된 사회와 민족 기반 시민공동체를 특징으로 하는 유럽 근대
성의 제반 문법에 따라, 전근대적인 중앙아시아의 전통사회를 유럽식 세속
사회로 재조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자디드 지식인들은 근
대적 세속 교육과 유럽식 문화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근대화된(즉 유
럽식의)47) 국민국가 공동체(Millet: Nation)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
47) 유일한 예외는 “알라시 운동(Alash Movement)”이라는 독자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존재했
던 카자흐인들로 카자흐 스텝 지역은 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일찍 제정 러시아의 통치에
노출된 탓에 자생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발흥이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빨

22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는데,48)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운동의 지도자들이 상정했던 공동
체는 현대 중앙아시아에 현존하는 국민국가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
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지배를 받던 다른 식민지에서처럼 중앙아시
아 역시 러시아(1917년 이후에는 소비에트 정권)의 지배와 수탈에 항거하
는－많은 경우 자디드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주도하던－저항의 움직임이 간
헐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저항의 지향은－키르기스인(카자흐)의 예외를 제
외하면－단 한 차례도 우즈벡이나 투르크멘, 또는 타지크 민족운동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49) 이는 대부분의 자디드 지식인들이 “민족”과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범주를 투사시켰던 대상이 우즈벡이나 투르크멘,
키르기스와 같은 부족 공동체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범투르케스탄” 무슬림 공동체였기 때문이다.50) 예컨대 러시아 혁명기 중

랐다. 물론 알라시 운동 내부에도 독자적인 카자흐 집단 정체성을 주장하는 움직임과 범튀
르크 정체성을 주장하는 범투르케스탄주의적 성향이 병존하고 있었다. 예컨대 알라시 운동
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1917년 코칸트 정부의 수반이 된 초카예프(Mustafa Chokayev
[Chokaigolu]) 자신이 “범투르케스탄주의”를 신봉하던 “카자흐인”이었던 것이다. 알라시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Hasan Oraltay(1985); Gulnar Kendirbaya
(1997); D. A. Amanzholova(1994); Steven Sabol(2003); Uyama Tomohiko(2009).
48) 많은 자디드들에게 있어 국민국가 공동체의 수립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독립”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1917년 2월 혁명 이후 이들의 활동이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경
우 전(全) 러시아 제헌의회에 의해 수립될 민주 러시아 연방 내 투르케스탄의 자치에 만족
했다.
49) 제정 말기 제국의 수탈에 대항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저항은 무슬림
신민까지도 전쟁에 동원하려는 소집령에 대한 반발로 카자흐 유목민들이 일으킨 1916년
카자흐 반란 사건이 꼽힌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Uyama
Tomohiko(2009). 한편 “Building a Qazaq State”라는 제목과는 달리 막상 논문에서 토모히
코 자신은 1916년 반란이 정말 카자흐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50) 훗날 소비에트 시기 타지크 인민공화국의 지도자로 타지크 민족주의자로 등장하게 될 여
러 “타지크 자디드” 역시 이 시점에서는 통일 투르케스탄 운동을 지지하는 열혈 범투르케
스탄주의자였다(Paul Bergne[2007], pp. 17~19). 이러한 아이러니는 이들 타지크 자디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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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자디드 지식인들이 조직한 정치단체, “자디드 진보
당(Jadid Terakkiperver[Progress] Party)”의 정강 중 핵심은 1조에 담긴 다음
과 같은 구절이었다.
…… 우리(자디드 진보당)의 목적은 민족[에 기반한] 정부를 가진 독립
투르케스탄을 수립하는 것이다. 민족은 언어와, 종교, 전통, 문학 및 관습
에 기반한 동질성이다.51)

여기서 “민족”은 투르크멘이나 우즈벡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 자
디드들이 투르크멘이나 우즈벡 간 차이를 “민족”의 그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이 주목한 것은 투르크멘 “부족”이나 우즈벡 “부족”이
공유하는 “튀르크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었다. 예컨대 저명한 자디드 활
동가 중의 한 명이던 마흐무드 호자 베흐부디(Mahmud Khoja Behbudiy)는
이 (물론 당대의 시점에서 이들에게는 “민족”으로서의 타지크라는 자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튀르크어와 페르시아어를 동시에 말하던 이중언어 사용자, 즉 제정 러시아식 민
족분류를 따르자면 이른바 “사르트인”에 속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 예컨대 훗날 타지키
스탄 공산당의 지도자로 우즈벡 민족주의에 맞서 타지키스탄의 독립을 이끌어 내는 데 주
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열혈 타지크 민족주의자 무히디노프(Abdulkadyr Muhieddinov) 역
시, 20세기 초반에는 차가타이 튀르크어를 근대적인 언어로 가다듬기 위해 결성된 투르케스
탄 자디드들의 차가타이 문학 서클, “차가타이 대화(Chaghatay Gurungi[Conversation])” 그
룹에 참여할 만큼 열성적인 범투르케스탄주의자였던 것이다. 부하라의 “타지크인” 호자예
프가 어느 날 “우즈벡인”으로 거듭나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지도자로 타지크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맡게 된 아이러니처럼, 한때 범투르케스탄주의의 열혈 추종자이
던 무히디도프가 돌연 “타지크인”이 되어 우즈벡 민족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
이 되었던 것은, 애초 민족적 구분선이 존재하지 않던 중앙아시아에 민족적 호명을 강제한
소비에트 정권의 임의적 민족창조 정책이 가져온 역설이라 하겠다. “차가타이 대화” 그룹
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isao(1989), pp. 122~133을 보라. 소비에트 시기 타지키스
탄의 완전 “독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즈벡 공산당의 “타지크인들”과 타지크 공산당의
“우즈벡인” 간 논쟁과 대결에 대해서는, Bergne(2007), pp. 100~134를 참조하라.
51) Togan(1969), p. 292 (page citations are to the Englis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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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제정 러시아 당국에 보내는 글에서 투르케스탄 전체를 아우르는 이
슬람 종무국 설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투르케스탄의 무슬림 주민들은 보통 튀르크어로 소통합니다 …… 투르
케스탄 주민 사이에는 의복에서도 종교에서도 언어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투르케스탄식 어법에 따르면 도시 거주민들은 사르트로, 농촌
주민들은 우즈벡이나 투르크멘으로, 스텝의 유목민들은 키르기스나 카자
흐로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와, 신앙, 풍속과 습관에서 이들 사이에
는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52)

베흐부디와 같은 자디드 활동가들의 다수는 우즈벡, 투르크멘, 키르기스,
카자흐와 같은 고래(古來)의 부족적 정체성에서 근대적인 민족적 차이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이 상상했던 공동체는 이전의 부족적 차
이를 극복하고 중앙아시아의 모든 튀르크계 집단을 같은 “투르케스탄 사람
(Turkestani)”으로 통합하는, “범투르케스탄” 공동체에 가까웠던 것이다. 물
론 이 구상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 것은 중앙아시아의 전근대적 현실과 그
로 인해 자디드 운동이 내포했던 식민지 근대성으로서의 한계였다. 이는
자디드 지식인들이 장기적으로 꿈꾸던 중앙아시아의 탈식민지적 “근대” 자
체가 식민통치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러시아의 지배가 지속되
는 한 독자적인 범투르케스탄 세속 공동체를 중앙아시아에 건설한다는 것
은 명백히 비현실적인 목표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디드 운동은 제정 러시
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이 가져온 충격 속에서 태어났고 식민통치의 “보호

52) Mahmud Khoja Behbudiy(1908), p. 720, as cited in Hisao(1989), op. cit.,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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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 운동에 다름 아니었
다. 궁극적으로 자디드 운동의 지향은 탈러시아적이고 탈식민적인 대안적
국민국가 공동체 수립에 있었지만, 막상 이 운동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
는 조건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제정 러시아의 식민통치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혁명 이전까지 자디드 운동이 어느 정도나마 대중적 기반
을 확보할 수 있었던 지역은 러시아의 직할 통치로 인해 전통적인 이슬람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제약되던 지역, 즉 러시아 직할령 투르케스탄 지역이
었다. 이 지역에서도 자디드 운동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제정 러시아의 매
개를 통해 유럽의 근대 문물을 흡수한 일부의 식자층으로 극히 제한된 채
로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러시아 직할령 투르케스탄 지역에서 활동하던
자디드 지식인들이 처했던 환경은 부하라와 히바의 자디드보다는 월등히
나은 조건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제정 러시아에 예속되어 있지만 내정에서
는 상당수준의 독립성을 누리던 이 두 한국에서 에미르와 뮬라(Mulla)로 대
변되는 전통적 정치사회 질서는 여전히 공고했고, 이러한 장벽 앞에서 자
디드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근대적 국민국가를 창조해 내기 위한 제반 조건
이, 아이로니컬하게도 투쟁대상에 다름 아닌 바로 그 “식민통치”에 의해 만
들어지던 중앙아시아 식민지 근대성의 이러한 모순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을 계기로 폭발했다. 많은 자디드 지식인들은 혁명을 중앙아시아인 스스로
의 국민국가 공동체를 수립할 기회로 여겼지만, 자디드 지식인들이 주도한
정치적 독립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그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대중적 기반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임시정부의 붕괴와 볼셰비키의 집
권으로 인한 권력 공백상태를 틈타 1917년 12월 러시아 직할령 투르케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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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 코칸트(Kokand)에서 일군의 자디드 지식인들이 선포한 이른바 “투
르케스탄 자치공화국”이 대표적인 사례일 터인데,53) 혁명기 러시아령 중앙
아시아에서 현지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실상 유일무이한 근대적 정치
체에 다름 아니던 이 공화국이, 1918년 2월 전적으로 러시아인으로만 구성
된 타슈켄트 노동자 ․ 농민 소비에트가 파견한 한 줌의 무장병력에 의해 순
식간에 붕괴되었던 것은 자디드 운동이 가진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을 여실
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다.54)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아이러니는 이러
한 자생적인 움직임을 가능케 한 조건 자체가 바로 러시아의 식민통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짧은 순간이나마 순수히 중앙아시아
현지인만으로 구성된 자생적인 근대적 정부를 수립할 기회를 누릴 수 있었
던 러시아 직할령 투르케스탄의 자디드와는 달리, “청년 부하라당”과 “청
년 히바당”으로 알려진 부하라 에미르국과 히바한국 자디드들의 개혁 시도
는 시작되자마자 좌초했으니, 주지하듯이 실패의 주원인은 자디드 운동의
세속주의에 적대감을 느끼던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의 반발과 자디드의 급진
적 개혁안에 위기감을 느낀 에미르 정권의 반동이었다.55) 처형과 탄압을
피해 탈출한 부하라와 히바의 자디드들은 에미르와의 투쟁을 위해 소비에
트 정권에 원조를 청하게 되는데, 이들 자디드들에게 피난처와 원조를 제
공했던 존재가 코칸트 정부를 전복시킨 주역이던 타슈켄트 소비에트였다는
사실은 자디드 운동이 식민지 근대화 운동으로서 가진 모순과 내적 한계를

53) Mustafa Chokayev (Chokaigolu)(1931), pp. 407~408.
54) Ibid.; G. Skalov(1923), p. 56.
55) 이 시기 히바와 부하라에서 일어난 반(反)자디드 반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ecker(2004),
op. cit., pp. 237~25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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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에 다름 아니다. 중앙아시아가 제국으로부터 해방되
어 자생적인 근대 국민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오로지 제국의 개입과 이 개입이 가져올 전근대 전통사회의 완전한 “파괴”
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었다.
부하라와 히바 출신 망명 자디드들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관망하던 소비에트 정권은 1920년 초 드디어 개입을 결정하였고, 이후 붉
은 군대가 부하라와 히바로 진군하여 두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정복의 결과 1920년 히바와 부하라에서는
축출된 에미르 체제를 대신하여 부하라 인민공화국과 호레즘 인민공화국이
라는 2개의 “독립 국가”가 출범하였는데,56) 이 공화국의 정치적 주역은 물
론 자디드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직할령 투르케스탄에서는 이미 소비
에트 정권에 의해 역시 자디드를 주축으로 한 “투르케스탄 자치 인민공화
국”이 선포되어 역시 별개의 (물론 형식상의) 독립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
다.57) 혁명 이후 서(西)투르케스탄 지역에 출현한 이 세 국가는－비록 소비
에트 정권의 개입에 의해 태어나게 되었다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디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던 세속 공화국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녔고, 어떤 측면에서는 근대적 범투르케스탄 국민국가 공동체를 수립하
려던 자디드 지식인들의 꿈이 일정 부분 실현된 것처럼 보였지만, 자디드
가 꿈꾸던 자생적 “근대”와 볼셰비키가 기획하던 “근대”는 일치하지 않았
다. 이는 이어질 소비에트 정권의 선택이 자디드가 혁명 전까지 꿈꾸던, 즉
56) M. Dervish(1923), p. 197; A. Vinogradov(1923), p. 183. 두 공화국에서 청년 히바당과 청
년 부하라당은 각각 새로이 수립된 부하라와 호레즘 공산당에 합병되었다.
57) K. E. Zhitov(1957), pp.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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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적 차이를 통합하는 범투르케스탄 공동체가 아니라 “민족해방”의 이름
하에 부족적 분열을 “민족” 간 차이로 만들고 그 차이를 인위적으로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근대성의 강
제적 착종은 중앙아시아의 부족적 분열로부터 민족적 차이를 “창조”해 낸
소비에트 정권의 “민족해방” 정책과 함께 시작되었다.

Ⅳ. “민족창조”와 강제된 해방: 중앙아시아의 식민지
근대성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떠한 이유로 볼셰비키 정권은 부족적 분열을 “민
족” 간 차이로 만드는 선택을 했던 것인가? 192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된 소비에트 정권의 민족과 국민국가 창조 정책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커다
란 파장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면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훗날 “바
스마치(Basmachi)” 운동으로 알려지게 되는 반(反)소비에트 저항운동이 일
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58) 돌이켜 보면 내전의 혼란이
58) 그 자신이 바스마치 운동의 중추적 지도자 중 한 명이던 역사가, 토간의 회고에 따르면 바
스마치 운동은 부하라와 히바한국에서 구(舊)체제의 복원을 꾀하던, “에미르주의자들”과,
이들과 노선을 같이하던 “준에미르주의자(주로 이슬람 성직자들),” 그리고 한때 이들의 적
이던 “반(反)에미르 자디드(범투르케스탄주의자)”에, 중앙아시아 범튀르크 운동을 조직할
목적으로 터키로부터 온 오스만 제국의 전(前) 독재자 엔베르 파샤(Enver Pasha)와 같은
“범튀르크주의자들”이 뒤섞인 채, 소비에트 정권이라는 공통의 적과 싸우던 복잡다기한 저
항운동이었다(Paksoy[1994], op. cit., pp. 135~136). 초기 바스마치 운동은 주로 붉은 군대
에 의한 부하라와 히바 합병에 의해 밀려난 에미르 정권 세력과 무슬림 성직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이후 소비에트 정권으로부터 이반한 자디드 활동가의 대대적 참여에 의해
대규모의 반(反)소비에트 저항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 결과 “민족창조”와 “민족해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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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되고 세 개의 중앙아시아 인민공화국들이 출범하던 1920년 초의 시점
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정치적으로－물론 직전의 혼란과 비교할 때 상대
적인 의미에서－안정된 상태였으며, 이 공화국을 이끌던 자디드들도, 또한
이 공화국들을 통해 소비에트 정권의 통치를 접하게 된 다수의 대중들도
소비에트 체제에 회의와 의구심을 가질지언정 무장저항과 같은 직접적인
적대감을 보일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공화국”에 참여했던 이들 자
디드들의 많은 수, 특히 범투르케스탄주의를 신봉하던 이들의 상당수는 곧
체제로부터 돌아선 채 반(反)소비에트 저항세력이 되어 바스마치 운동의
주축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는데,59) 여기서 아이러니는 이처럼 현지인들에

실시된 1920년대의 중앙아시아는 소련군과 싸우던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된 격렬한 게릴라 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과 1920년대 투르케스탄의 바스마치 간 유일한 차이는, 전자는 동서(東西) 냉전의
영향으로 국제적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미국과 같은 외부의 지원을 받았던 반면 후자는 외
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또한 외부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혼자
소비에트 정권의 “민족해방” 및 “민족자결주의”와 싸워야 했다는 사실에 있다.
59) 물론 모든 자디드가 소비에트 정권으로부터 이탈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상당수의 자디드는
레닌과 스탈린이 약속하던 “민족해방”의 약속을 수용한 채 소비에트 진영에 남았다. 이러
한 분열의 결과 자디드 활동가들은 친(親)소비에트와 반(反)소비에트 진영으로 나눠진 채
이전의 동료와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토간은 1920년 말 또는 1921년 초
반(反)소비에트 무장투쟁을 위해 부하라를 떠나기 직전－한때 범투르케스탄 통일운동을 함
께 한 동료지만 이젠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린－호자예프와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다음
과 같이 회고했다. “만약 당신[토간]과 엔베르 파샤가 바스마치에 참가한다면 우리는 당신
과 싸워야 할 것이오. …… 우리는 매우 가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이 내[호자
예프]가 당신[토간]을 만나는 마지막이 될 것이오(Togan[1969], op. cit., p. 309).” 토간은
또한 회고했다. “그러고 나서 호자예프는 울음을 터트렸다. …… [그리고] 나의 눈 역시 어
쩔 수 없이 눈물로 부풀어 오르고 말았다(ibid.).” 곧 자신의 적이 될 토간을 체포하는 대신
말을 내주며 탈출을 도왔던 미래의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수반은 곧 우
즈벡 “민족창조”를 진두지휘하며 자신의 전(前) 동지들과 친구들이 이끄는 바스마치 운동
의 진압에 나서게 된다. 한편 호자예프는 중앙아시아 전역을 휩쓴 1937년의 대숙청 당시
체포되어 니콜라이 부하린(Nikolai Bukharin)과 함께 공개재판을 받고 총살당했는데, 자디
드 출신의 이 고참 볼셰비키에게 스탈린이 할당했던 죄목은 “영국 스파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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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큰 당혹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이 정책을, 소비에트 정권은 “혁
명”과 “민족해방”의 이름으로 중앙아시아 현지인들을 “봉건적 질곡”으로부
터 해방시킨다는 명분하에 기획하고 집행하였다는 사실이다. 1924년에 처
음 실시되는 소비에트식 민족해방의 결과는 주지하듯이 우즈벡이나 투르크
멘과 같은 여러 “민족”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형
식상으로는 완벽한 주권을 가진 민족 기반 공화국들의 형태로 “독립 국가”
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으며, 이 국가들은 이전의 부하라 공화국이나 히바
공화국과는 달리 “연방” 가입이 허락되어 기존의 연방 구성원과 공식적으
로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소비에트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그렇다
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소비에트 정권은 현지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것도 바스마치 운동과 같은 무장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큼 컸던 중앙아시
아 현지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새로운 나라들을 창조하고, 게다가 이들
을 독립까지 시켜가며 연방에 가입시키는 번거로움을 감당했던 것인가? 더
구나 이를 위해 소비에트 정권은 새로운 “민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수고로움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 큰 아이러니는 이러한 민족창조 정책이야말로 “민족과 국민국가의 소
멸”을 예견했던 마르크스의 예언에 가장 상반되는 정책이었다는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볼셰비키는 혁명 직전까지도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한 민족 기반 국민국가 간 대립에 반대하며, 계급을 민족에 우선시하
던 혁명적 국제주의자들이었다. 이는 볼셰비키가 마르크시즘의 적자임을
자처한다면 당연한 행동으로, “민족과 민족주의, 국민국가는 자본주의가 계
급지배를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식”이라는 마르크시즘의 정통적 견해를 반
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듯 혁명 후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던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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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민족과 국민국가는 소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족의 소멸이 아닌 끝
없는 “민족집단의 창조와 재생산”이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며,60) 이러한 소수민족 정책은 훗날 소련이 심지어 다수의 국민이 체제 지
속을 원하는 상황에서도 갑작스럽게 해체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61) 심지어 “소수민족 우대 제국(The Affirmative Action Empire)”이라
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62) 소수민족 보호에 대해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인
소비에트 정권의 민족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
건설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던 마르크시즘의 유럽적이고 근대적인 “기대
지평(Erwartungshorizont)”과, 소비에트 제국의 광대한 영역에서 이 기대지
평을 실현에 옮기려던 볼셰비키들이 직면한 비(非)유럽적이며 전근대적인
“경험공간(Erfahrungsraum)” 간 괴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
역 유럽 근대성의 강제적 착종은 바로 이러한 괴리로부터 배태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볼셰비키에게 마르크시즘은 단
순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볼셰비키에게 마르크시즘은
물리학과 수학에 비견되는 자연과학 수준의 확실성을 가진 일종의 “과학
(Nauka)”으로 수용되었고, 볼셰비키는 마르크시즘이 설정한 인식론적 범주를
60) 소비에트 시기 계속된 끊임없는 민족집단의 “창조”와 민족기반 공화국의 “독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uri Slezkine(1994)를 보라. 이러한 “민족창조”는 “창조주” 스탈린이 사망
하는 1950년대 초반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바, 예컨대 1953년 소비에트 연방은 1개의
연방공화국(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14개의 민족기반 독립 소비에트 공화국, 20개의
자치공화국, 8개의 자치주 및 10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민족 기반이
아닌 유일한 연방 구성체는 “가장 선진적인(따라서 민족주의가 스탈린식 마르크시즘의 형
식논리상으로는 ‘허위의식’의 단계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었다.
61)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라. 구자정(2011); Ronald Suny(1993).
62) 자세한 내용은 Terry Martin(200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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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보편적 실재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
라보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볼셰비키는 마르크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사회주
의자들이 만들어 낸 인식론상의 감옥, 즉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판옵티
콘(Panopticon)”에 갇힌 죄수에 다름 아니었다. 일찍이 푸코(Michel Foucault)가
뺷감시와 처벌뺸에서 묘사한 판옵티콘 속 죄수처럼,63) 볼셰비키 역시 자신들
이 인식론상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 신세라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했
던 것이다. 따라서 볼셰비키에게는 마르크시즘의 문법에 의해 규정된 근대
성의 규칙 밖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이 유럽
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공간 속에서 유래된 인식범주들, 즉 계급, 혁명, 프롤
레타리아, 자본주의, 봉건제와 같은 마르크시즘의 핵심적 개념들을 세계 어
디서나 존재하고 존재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실재라고 믿으며
유럽 근대성의 규율과 시선을 완벽히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볼셰비키는 역사를 인간 문명의 “진보”와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하
고 오로지 유럽에만 존재했던 특수한 역사적 변화를 보편적인 역사발전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유럽사에서 나타난 역사의 소위 “진보” 과
정, 즉 “고대 노예제(고대 유럽),” “봉건제(중세 유럽),” “자본주의(근대 유
럽)”로 정립되고 마르크스에 의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미래의 유럽)”라
는 실천적 기대지평이 덧붙여진 인간 역사의 “발전” 단계는, 볼셰비키에게
세계 어디서나 보편타당하고 보편타당해야만 하는 과학이자 진리였던 것이
며, 주지하듯이 볼셰비키는 이 발전법칙을 과학과 진보의 이름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에 적용한 마르크시스트였다.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

63) Michel Foucault(1995), pp. 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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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마르크스에게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과학적 법칙이었던 것처럼, 자
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볼셰비키에게 역사적으로 당연히 예측
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역사의 진보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발전과정을 실제 현실 속에서 실현함에 있어 볼셰비키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 여전히 실재하던 “봉건적인”
현실이었다. 볼셰비키에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발전 단계를 통
해서만 실현가능한 목표였고, 적어도 유럽 러시아 지역에서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적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것
이 볼셰비키의 현실 인식이었지만,64) 시베리아로부터 중앙아시아, 캅카스
에 달하는 제국의 광대한 비(非)유럽 지역에서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이는
볼셰비키의 “근대적” 시선에서 볼 때 이 지역들은 사회주의는 고사하고 자
본주의 단계 역시 경험하지 못한 “전근대적 (또는 마르크시즘의 용어를 다
시 따르자면 ‘봉건적’)”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65) “판옵티
콘” 속에 갇힌 근대성의 포로로서 볼셰비키는 중앙아시아와 같은 비(非)유
럽 지역에 존재하던 역사적 경험공간의 상이함을 “차이”와 “다름”의 문제
로 보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그 상이함을 “역사 발전과정의 지체”와 “후진
성(Backwardness)”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

64) 주지하듯이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 수행을 위한 물적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는,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 직전까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간 벌어진 격렬한 당파 논쟁의 주요 테마 중 하나였다. 멘셰비키는 러시아 자본
주의의 발전이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할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을 1917
년 내내 견지했던 반면, 볼셰비키는－레닌 자신이 본인의 주저, 뺷러시아 자본주의 발달사뺸
(V. I. Lenin[1908])에서 표명했던 것처럼－러시아 자본주의가 이미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
할 만큼 발전하여 내적 모순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65) I. Zenushkina(1975),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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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지역에서 역사 발전을 가속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볼셰비키의 선택, 특히 소비에트 정권 초기
민족문제 담당 인민위원으로 소수민족 문제를 전담하며 소수민족 정책 수
립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스탈린의 선택은, 유럽의 역사 “발전”
과정을 중앙아시아와 같은 비(非)유럽 지역에 “재현”하는 것이었고, 이 재
현 시나리오의 핵심에는 바로 유럽 근대성의 중추에 다름 아닌 “민족”과
“국민국가”가 자리하고 있었다.66)
그렇다면 스탈린은 민족과 국민국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
던 것인가? 소비에트식 “민족해방”의 주 기획자가 될 스탈린에게, 민족은
“역사적으로 진화해온 안정된 인민 공동체로, 공통의 언어와 영토, 경제 생
활, 그리고 공통의 문화로 표현되는 심리적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고,”67)
“……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특정 시기에 상응하여 나타나는 역사적 범주”를
의미했고,68) 다른 볼셰비키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시즘의 역사발전 단계론을
자연과학 수준의 과학적 “법칙”으로 받아들이던 스탈린에게 “민족”과 “국
민국가”의 형성과 같은 유럽의 역사 발전단계는 비(非)유럽 지역에서 사회
주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현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이었다.

66) 마르크시즘의 이른바 “보편적” 역사 발전단계론에 입각하여 중앙아시아와 같은 비(非)유럽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역사발전이 지체된 후진적인 상태”로 파악하며, 소비에트식
“민족창조 정책”을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으로 정당
화하던 소비에트 정권의 공식 입장은, 소비에트 시기의 관제 역사학자이자 소위 “민족과
학” 연구의 권위자 중 한 명이던 제누시키나의 저서, Zenushkina, Soviet Nationalities에 잘
정리되어 있다. 물론 이 저작은 서방의 “제국주의 제(諸) 국가들의 부르주아 역사학자들”
의 비판에 대항하여 소비에트식 민족해방의 과학적 성격을 실증하기 위해, 학술연구의 이
름하에 나온 반박 선전물이라고 할 수 있다.
67) I. V. Stalin(1954), p. 296.
68) ibid.,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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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비에트 연방의 광대한 영역에서는 여러 형태의 생산양식과 발전단
계가 혼재된 상황(Mnogoulkadnost’)이었기에 각 지역에 대한 해법은 동일할
수 없었다. 비(非)유럽 지역에서 “민족”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
이었던 반면, 사회주의 건설의 물적 토대가 이미 성숙된 소비에트 연방의
다른 지역에서(예컨대 유럽 러시아) 민족주의는 마르크시즘의 교의에 따르
면 명백히 소멸되어야 하는 허위의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역사적 발전 단계가 동시에 혼재하는 이러한 혼돈과
모순 속에서 소비에트 체제는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할 것인가? 스
탈린의 해답은 “형식에서는 민족적으로 내용에서는 사회주의적인(Natsional’nyi
po forme, sotsialisticheskii po soderzhaniiu)” 방식으로 체제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69) 다시 말해 스탈린은 소비에트 체제의 중추로 가장 선진 지역
인 유럽 러시아에서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계급해방”을 성취
해 나가고, 여전히 지체된 역사발전 단계에 있던 중앙아시아와 같은 비(非)
유럽 지역에서는 민족적 형식을 갖춘 독립 국가의 수립을 통해 “민족해방”
을 먼저 실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물적 토대
를 동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갖춰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이 해법의 결과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형식에서는 민족적이되 내용
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여러 민족 기반 독립 국가들이 소비에트 체제에 “동
등한”－물론 볼셰비키의 형식논리를 있는 그대로 따르자면－ 자격으로 참
여하는 국민국가 연합체, “소비에트 연방”의 출현이었다. 하지만 중앙아시
아와 같은 비(非)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형식에서는 민족적이되 내용에서

69) Stalin(1997), p. 125.

23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는 사회주의적인” 공화국을 수립하는 과업에는 심각한 실제적 난관이 존재
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전히 “봉건적인” 현실이 지배적인 이 지역에서는 사
회주의는 고사하고 민족이라는 “형식” 자체가 지극히 낯설고 생소한 관념
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20년대 초반 중앙아시아의 경우 이 지역에 존
재하던 세 개의 공화국은 사회주의 실현의 필수 조건인 민족적 “형식”에도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이는 이들 공화국들이 영토적으로 제정러시아 식민
통치의 유산(투르케스탄 자치공화국)인 동시에 부족 기반 왕조국가이던 부
하라와 히바한국의 봉건적 잔재로서, 여러 언어사용집단이 복잡하게 뒤섞
인 다민족국가로 스탈린의 견해에 따르면 역사의 “폐기물 더미”에 다름 아
니었기 때문이다.70) 그렇다면 이 “폐기물 더미” 속에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민족적으로 “해방”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할 것인
가? 민족 관념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민족자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비에트 정권의 해답은 간단했다. 그것은 기존에 존
재하던 물적 기반과 역사적 경험공간을 완전히 부인해 버리고 해방시킬 대
상을 아예 새로이 “창조”해 버리는 것이었으니, 1924년 말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 실시된 이른바 중앙아시아 “민족분할(Natsional’noe razmezhevanie)”은
바로 이러한 민족창조 정책의 결과물이었다. 이 결과 1924년 이후 중앙아
시아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실재한 적이 없는 유
70) 예컨대 민족분할을 앞둔 1923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한 회합
에서 부하라 공화국의 대표로 참석한 호자예프는 부하라 인민공화국의 연방 가입을 청원
했는데, 이를 들은 스탈린은 호자예프에게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당신은 이 정부[부하라
소비에트 공화국]가 소비에트 자가 붙은 인민정부라는데, 소위 부하라 정부에 인민을 위한
것, 소비에트적인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내가 여기서 입증해야겠소? …… [연방 가입을 위
한] 문은 열려 있소. 하지만 동무, 그것은 쉽지 않소이다. …… 공화국 연방은 폐기물 투기
장이 아니란 말이오!(Chika[2009], op. cit.,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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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식의 민족 기반 국민국가들이 정권의 “일방적 선긋기”와 “포고령”에 의
해 갑자기 출현하였다.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창조되고 의도하지 않은
독립을 맞이한 이들 공화국들은 곧 소비에트 연방의 정식 가맹국이 되었으
니, 스탈린이 의도한 이들 소비에트 민족공화국들의 존재 이유는 “민족해
방”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체제의 본질을 “민족적”으
로 수행하는 것에 있었다.71)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
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독립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 –스탄
(-Stan)국가들의 이름은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으며, 이들의
존재는 현재의 그들 자신에게서나 한국의 유라시아 학계 일부에서나 마치
당연한 역사적 실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처음 역
사의 무대에 등장하던 소비에트 정권 초기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았다. 소
비에트 정권에서는 1924년의 민족분할을 “이전 식민지인들의 진정한 해방”
으로 합리화하였지만,72) 어떤 의미에서 이들 국가들의 강제적 독립은 해방
의 이름하에 자행된 “폭력”에 다름 아니었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소위 “민
족해방”에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립의 수혜자가 될 중앙아시아 현지
인들 자신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부하라와 히바 공화국, 투르케스탄 공화국 건설에 이미
참여했던 자디드들의 대다수는 범투르케스탄주의자였으며, 이들이 바라던
독립 국가는 별개의 실체로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71) Stalin(1997), op. cit., pp. 125~126.
72) Tuzmuhamedov(1973), op. cit.,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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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이라기보다는 중앙아시아의 주민 전체를 탈부족적으로 아우
르는 “범투르케스탄” 공화국에 가까웠던 것이다.73) 하지만 범투르케스탄
공화국은 처음부터 소비에트식 민족해방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이는
다수의 역사가들이 지적하듯이,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자생적 민족주
의로서 범투르케스탄주의가 가지던 체제에 대한 잠재적 안보 위험 때문이
었다. 대신 볼셰비키가 선택한 “민족해방”은 지극히 선택적으로, 그것은 자
디드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전근대적인 “부족적 분열”을 통합하여 범투르케
스탄 국민국가를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적 분열을 근대적 의미의
“민족적 차이”로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출범시켜 각 민족
간 차이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이었다.74)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1924년 이후 민족해방의 기치하에 중앙아시아에 차례차례 등장하여 소비
에트 연방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여러 소위 “–스탄 공화국”들은, 현지인 자
신들 특히 자디드들이 원하던 민족해방인 “통일 투르케스탄” 구상이 실현
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최대한 잘게 쪼개진 채 파종된, “유럽 근대성의
파편들”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위적 “쪼개기”를 위해 소비에트 정권이 들이댄 잣대는 일견
73) 예컨대 볼셰비키 주도로 발간되던 민족학 연구잡지 “민족들의 삶(Zhizn’ Natsional’nostei)”
에 투고한 글에서 한 자디드 출신 중앙아시아 볼셰비키는 당 지도부에 호레즘과, 투르케스
탄 자치 공화국, 부하라로 구성된 러시아령 중앙아시아의 “통일”을 요구하며 “하나로 통일
된 투르케스탄 공화국”이 중앙아시아인 현지인들이 민족해방을 위해 원하는 최선의 선택
이라고 주장했다. 볼셰비키 자디드의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 Palyukai(1919)를 보라.
74)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소비에트 정권의 민족창조 정책을 범투르케스탄주의를 억제하기 위
한 “Divide and Rule”의 차원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Alexandre Bennigsen and
Chantal Quelquejay(1961); Hélène Carrère d’Encausse(1991)를 보라. 이른바 중앙아시아
국민국가 분할이 선포된 1924년 말부터 “투르케스탄”이란 표현은 금지어로 지정되어 군사 ․
안보상 용도를 제외하면 신문, 잡지, 학술서적 등 모든 관련 소비에트 출판물에서 표현 자
체가 사라져 버렸다(Allworth[1990], op. cit., p. 208).

∙ 238

이식된 근대, 만들어진 민족, 강제된 독립: 소비에트식 “민족창조”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 근대성의 착종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심각히 자의적이며 모순
적인 기준이었다. 예를 들어 “사용언어”는 소비에트 정권의 과학적 민족분
류에서 민족을 구분하는 주 잣대 중 하나였지만, 완전히 동일한 언어를 사
용하던 두 개의 키르기스인 부족집단(즉 키르기스-카이사키[오늘날의 카자
흐]와 카라 키르기스[오늘날의 키르기스인])의 경우 이 기준이 전혀 적용되
지 않았다. 대신 소비에트 정권은 부족적 전통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명목
으로 두 키르기스 집단을 별개의 역사를 가진 별개의 민족집단으로 분류하
고 별개의 공화국, 즉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수립하였던 것이
다.75)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변 튀르크인들과 상대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부족적 전통을 가지고 대다수가 오스만 튀르크어와 유사
한 오구즈(Oghuz) 튀르크어를 사용하던 투르크멘 부족민에게 소비에트 정
권은 별개의 “투르크멘 인민 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여타 집단과 상대적으로 쉽게 구별되는 부족적 소속의식과 언어적 특징
을 가진 투르크멘 “부족”을 독립공화국을 가지는 “민족”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과업이었겠지만, 같은 기준을 중앙아시아의 모든

75) 전근대 시기 키르기스-카이사키(카자흐) 집단과 카라 키르기스 집단 간 차이는 민족 간 차
이가 아니라 부족적인 소속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는 전자는 현대의 카자흐 스텝에
서, 후자는 현 키르기스스탄의 고산지대에서 별개의 유목 연맹체를 구성하고 별개의 유목
집단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러시아 학자들은 이 두 집단을 동일하게
“키르기스인”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유럽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양 집단이 공유하던 언어
적 동질성 때문이었다. 동일한 이유로 알라시 운동 내부에서 독자적인 카자흐 민족주의를
주창하던 일부 자디드들 역시 페르가나(Fergana) 지역의 카라 키르기스인(즉 소비에트 시
대 “키르기스스탄”의 일부로 독립하게 될)을 “카자흐 민족”으로서의 통합 대상으로 바라보
았다(Martha Brill Olcott[1995], p. 139). 키르기스와 카자흐 간 부족적 차이가 민족적인 차
이로 확대되고 별개의 공화국으로 존재하는 현시점에서도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어와 키르
기스스탄의 공식언어인 키르기스어는 상호 간 의사 소통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사한 언
어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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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적용할 수는 없었다. 예컨대 1897년 센서스에서 한때 독자적인
민족으로까지 분류 ․ 집계되었던 사르트인에게는 소비에트식 “민족해방”이
어떤 방식으로도 성립하기 힘들었는데, 이는 사르트라고 하는 명칭이－이
미 본고의 전반부에서 설명했듯이－이 표현이 실제로 현지에서 사용되었던
호레즘 지역을 제외하면, 사르트인 스스로가 자처하던 정체성이 아니라 사
르트가 아닌 비(非)사르트인들(예컨대 우즈벡이나 키르기스 유목민)이 부족
적 전통이 결여된 도시정주민을 지칭해 부르던 명칭이었기 때문이다. 투르
크메니스탄에 비견될 “사르트스탄(Sartstan)”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출현하
지 않았고, 이제 과학적 범주로서 존재의 자격 자체가 박탈된 이들 사르트
인의 민족 해방을 위해, 소비에트 정권이 새로이 할당한 범주는 바로 “우즈
벡”이었다. 사르트인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기원을 가지면서 고래(古來)의
부족 공동체 전통을 여전히 유지해 나가되, 피지배민인 사르트인에 언어적
으로는 동화되어 사르트인과 거의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우즈벡의
부족적 정체성은, 1924년 우즈벡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의 선포 이후부터 돌
연 “민족”의 그것으로 치환되었고, 이제 “민족”이라는 범주로 승격된 우즈
벡이란 기표 아래에는 이전까지 “우즈벡”이 아니면서 같은 시기 창조되던
다른 민족에는 포함시키기 힘든 다양한 튀르크 ․ 이란계 집단들이 한꺼번에
포함되었다. 이제 새로이 창조된 우즈벡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이들이
실제 “우즈벡(즉 샤이바니 우즈벡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이로니컬하게도
얼마 전까지는 우즈벡인임을 부인당하고 스스로 부인해 오던 사르트와 차
가타이 튀르크인이었던 사실은 소비에트식 민족해방의 자의적 성격을 보여
주는 사례에 다름 아니다. 1897년 인구조사와는 달리 1926년 센서스에서
사르트란 범주 자체가 “삭제”되고, 우즈벡인들이 돌연 서(西)투르케스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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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족집단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변
화였던 것이다.
사르트의 소멸보다 더욱 모순적이고 자의적인 민족 분류와 민족창조의
사례는 현재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우
즈벡인 동시에 투르크멘”이던 여러 튀르크 유목 집단의 분류에서 발견된
다. 언어적으로 볼 때 이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우즈벡어와 유사한 튀
르크어 방언을 말하는 우즈벡어 사용집단이었지만, 이들의 “부족적” 소속
의식은 우즈벡과 투르크멘 양자 모두에 걸쳐 있었다.76) 필요에 따라 스스
로를 우즈벡의 (즉 우즈벡 부족) 일원으로 자처하기도, 다른 경우에는 투르
크멘 부족집단의 일원으로 자처하기도 하던 이들 “투르크멘-우즈벡”은 어
디에 속한 채 민족해방을 맞이해야 했던 것인가? 이들은 우즈벡인가? 아니
면 투르크멘인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러시아 침략 이전의 전근대 시기에
는 무의미한 것이었고 현지인 자신들은 이런 의문 자체를 제기해 본 적이
없었겠지만, 이제 민족해방의 기회가 강제된 1920년대 중앙아시아에서 근
대적 민족정체성의 선택은 피해갈 수 없는 의무였다. 이들에게는 둘 모두
를 아우르는 “우즈벡-투르크멘”이 가장 바람직한 정체성 부여기준이었겠지
만, 우즈벡인 동시에 투르크멘이 되고 투르크멘인 동시에 우즈벡이 되는
절충적이고 이중적인 범주는 개인에게 하나의 민족정체성만을 허용하던 소
비에트 정권의 본원주의적 민족 분류 기준으로는 절대 선택 불가능한 옵션
이었다. 1924년 중앙아시아 “민족분할” 당시 소비에트 정권은 이들에게 어
76) Olivier Roy(2000), p. 17; Adrienne Lynn Edgar(2004), p. 61. 이들 “투르크멘-우즈벡” 집
단의 소속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즈벡 공산당과 투르크멘 공산당 간 분쟁, 그리고 모스크바
당국의 개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Ibid., pp. 59~69를 보라.

24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느 한쪽이 될 것을 요구하며 하나의 선택을 강요했는데, 처음 이들 우즈벡투르크멘 집단 본인들이 원하던 선택은 “투르크멘”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
만 소비에트 정권은 이러한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정체성을
조사한 당국은 이들 자칭 “투르크멘인”들이 모종의 이유로 실제 정체성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들을 정반대로 우즈베키스탄에 편입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77) 이와 같은 다소 희극적인 호명 사례가 보여주는
바는 소비에트식 민족해방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고 호명할 권
한을 가졌던 것은 해방의 수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누가 투르크멘
인가” 또는 “누가 우즈벡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최종적 판정권
을 가진 것은 우즈벡-투르크멘인 자신이 아니라 결국 소비에트 당국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자의적 민족 분류의 사례는 한편으로는 “타지크의 소멸”을 다른
한편으로는 “타지크의 창조”를 동시에 행한 소비에트의 정권의 모순적인
대(對)타지크 민족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1920년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오
늘날까지도 타지크 역사가들은 사마르칸트나 부하라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오아시스 도시들이 타지크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민족적으로” 타지크
인의 도시였다고 주장하는데, 주지하듯이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는 중앙아
시아 페르시아 문명의 핵심이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일견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78) 따지고 보면
77) Ibid., p. 61; Roy(2000), op. cit., p. 17.
78) 우즈베키스탄의 핵심부를 구성하는 오아시스 도시지역은 오늘날에도 타지키스탄의 역사가
들이 우즈벡인에게 찬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은 우즈벡-타지크 간 역사분규와
영토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타지크 측 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마
찬가지라 하겠다. 이는 이 당시 근대적인 범주로서의 “우즈벡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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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에서 보았듯이－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 이 지역을 탐사
했던 러시아 여행자들부터가 사마르칸트와 같은 오아시스 도시 지역의 주
민을 페르시아계의 “타지크”로 인식하고 호칭하던 기록을 남겼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비에트 정권이 이들을 “우즈벡”으로 호명하기로 결정했던 이유
는 이들이 거주하던 오아시스 밸리 지역이 새로이 창조된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영역으로 이 지역을 배제시키게 되면 영토적으로 균일한 우즈베키스
탄이란 국가를 만들어 내는 작업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앞
서 언급한 “우즈벡-투르크멘”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들
우즈벡-타지크인들에게도 “일인 일민족” 원칙에 따라 이중적 민족정체성은
역시 허락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가 된 이상 이들 “우즈벡-타지크(또는 사르트)”의 선택은 새로이 창조된
“우즈벡 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으니, 본 연구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마르칸트 타지크 주민의 갑작스러운 “우즈벡화”는 바로 이러한 강
요된 선택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 중앙아시아의 페르시아계 오아시스 도시
들을 이렇게 “우즈벡화”시키는 동시에, 소비에트 정권은 타지크어와 유사
하나 세부 계통에서는 거리가 먼, 어떤 의미에서는 타지크와 별 상관이 없
는 파미르 고산지대의 주민을 일거에 “타지크”로 분류하고 이 지역을 새로
이 창조되는 타지키스탄의 핵심지역으로 편입시켰다. 1897년 센서스에는
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의미의 “타지크 민족” 역시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존재
하는 우즈벡과 타지크 민족주의 간 분쟁은 결국 타자(소비에트 정권)의 호명을 피호명자
(우즈벡과 타지크)가 내면화하고 그 규칙에 따라 피호명자 간 분쟁을 일으키는 “식민지 근
대성”의 모순이 빚어낸 탈근대 시대의(즉 탈소비에트 시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즈벡의 타지크 “민족찬탈”에 대한 타지크 측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
조하라. Rakhim Masov(1991); Masov(1995). 앞의 책은 축약된 영어번역본도 출간되어 있
다. 영어축약본은 Masov(1996)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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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리(Pamiri)”나 “갈차(Galcha)”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지역 이란계
주민들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에 거주하며 수니 이슬람을 믿던 타
지크인의 “본류(물론 현대 타지키스탄 역사가들의 관점에서의 본류)”와는
많은 점에서 달랐다. 이들은 우선 서남 이란어계의 페르시아어(즉 파르시어
[Farsi])를 말하던 도시 거주 타지크인과는 달리, 파르시어와는 언어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던 동페르시아계 언어사용집단이었다. 특히 고산지 바
다흐스탄(Badakhstan) 지역에 거주하던 파미리인들은 그 상당수가 시아파
계통 이스마일리파(Ismaili) 이슬람을 믿는 별개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었기에, 이들 파미리인들과 오아시스 도시 지역 페르시아어 사
용자들 간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은 지극히 희박했다.79) 사실 따지고 보면
페르시아어를 말하던 이스마일리파 파미리인보다는 같은 수니 무슬림이며
같은 지역에서 수백 년을 함께 공존해 온 “우즈벡인들”이 차라리 타지크인
과 공통점이 많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비에트 정권이 창조해 낸 타
지키스탄은 결국 다양한 역사적 기원과 배경을 가진 여러 페르시아어 사용
집단을 “타지크”라는 호명 속으로 일방적으로 묶은 채 완전히 새로운 민족
을 창조해 낸 전혀 새로운 “타지크 국가”였던 것이다.80)

79) Ronald Wixman(1984), p. 154.
80) 이러한 “타지키스탄”을 이끌던 타지크 지도자들 상당수가 이제 우즈벡의 땅이 된 오아시
스 도시의 사르트 출신이었다는 것은 또 다른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20세기 초반에는 열렬
한 범투르케스탄주의자였던 이들 타지크 지도자들(예컨대 무히디노프)은 1924년 이후 소
비에트 정권의 민족 호명 규칙을 내면화한 채 열혈 타지크 민족주의자가 되어 한때 범투르
케스탄 운동의 동료였던 “우즈벡 민족주의자들(예컨대 호자예프)”과의 대결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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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1926년의 소비에트 전(全) 연방 인
구센서스는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소비에트식 “민족창조” 정책의 최종 완
결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24년 민족분할 당시 소비에트 정권이 민
족분류를 통해 각 개인에게 할당했던 민족 정체성의 호명이 1926년 센서스
를 거친 후부터는 과학적인 인구조사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진실”
로 완벽히 탈바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24년의 민족분할에서 “우즈벡”
으로 분류된 과거의 사르트인과 차가타이 튀르크인은 1926년 센서스에도
“우즈벡”으로 기록되었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같은 해에 유사한 “민족해
방”을 맞이한 투르크멘인은 1926년 센서스에 투르크멘 민족으로 이름을 올
렸지만, 이제 전자가 우즈벡이고 후자가 투르크멘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 되었는데, 이는 소비에트 정권이 할당한 이러
한 민족정체성이 단순한 임의적 호명이나 자의적 민족분류가 아니라 과학
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수행된 센서스의 통계 자료로 뒷받침되는 실체
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인구조사 통계 데이터에 따라 민족과 영토분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민족의 호명과 영토분할의 원칙에
따라 통계 데이터 속의 “객관적 진실”이 재구성되었던 1926년의 인구조사
는, 실제 존재하는 현실로부터 인식범주를 구성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인식범주가 사회적 실재를 역으로
재구성하는, 식민지 근대성의 가장 극단적인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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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식민지 근대성의 이러한 역설은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한 이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식된 식민지적 근대에 내
포된 모순과 아이러니는 1991년 이후 오히려 더욱 증폭되었는데, 이는 소
비에트 체제의 붕괴 이후 “–스탄 국가”들의 독립과 더불어 스탈린이 의사
과학적으로 창조해 낸 “가상현실”이 소련 해체 이후부터는 문자 그대로
“존재론적 실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체제가 강제했던 독립과 민
족해방이 바로 그 체제가 붕괴해 버린 이후에야 진정으로 실현된 것은 강
제적으로 착종되어 만들어진 중앙아시아 식민지 근대성의 마지막 아이러니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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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1991년 소련해체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출현한 새로운 국민국가
들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과거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조명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과 함께 카리모프정
부는 무엇 때문에 수도(Capital City) 타슈켄트(Ташкент)와 도시들 곳곳에
새로운 ‘공적 기억’과 새로운 ‘기념비’를 만들어 내려고 했던가? 정부는 무
엇 때문에 거리의 이름에서 러시아어 지명들을 뜯어냈으며, 티무르와 같은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2년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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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영웅들을 불러내고 우즈베크(Узбек) 민족의 기념비들을 건립했는
가?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보통 ‘우즈베크 민족주의’의 부활로 해석되곤 한
다.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투영해 본다면, 수도 타슈켄트가 러시아(소련)
제국의 공적 기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이해한 권력
의 의식적인 행위라고 덧붙일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서 국가의
정부가 들어서는 수도는 한 국가의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
느 도시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더군다나 도시기호학의 개념을 빌린다
면, 일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존재하는 수도는 한낱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국가를 나타내기도 하며, 이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세계의 중심이 되
는 일종의 ‘기호’로 기능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건축물들, 도시의 의
식들(rituals), 거리의 이름들 등 수천 가지 과거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과거
역사의 텍스트를 새롭게 만드는 기호학적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
이다.1) 그러므로 수도의 이러한 다층적, 복합적 측면을 고려하면, 소련해체
이후 카리모프정부가 수도에서 새롭게 우즈베크 민족의 공간을 재구성하려
고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1990년대에 타슈켄트 공간에 드리워진 러시아(소련) 제국의 내러
티브를 탈각하려 했던 카리모프정부의 조치는 1865년 타슈켄트를 병합한
후 도시공간에 제국을 구축하고자 했던 러시아 차르정부의 조치와 겹치면
서 공간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보여준다. 즉,
전자는 소련으로부터의 자발적 ‘독립’이며, 후자는 러시아제국으로의 강제
적 ‘병합’이라는 매우 상반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 또한 다르지

1) Ю. Лотман(1984), 30-44; 유리 로트만(1996), 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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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도(도시)가 권력의 재현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줄 뿐만 아
니라 ‘제국’과 ‘식민도시’의 성격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소련
의 해체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국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타슈켄
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준다는 점에
서 제국의 역사적 유산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타슈켄트에
는 러시아제국과 소련 시대에 지어진 웅장한 건축물들, 직선의 거리들, 공
공의 광장과 정원들, 거대한 기념비 등이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 이미 사라
진 과거의 역사적 공간인 제국이 제국 이후의 공간에서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제국은 단순히 러시아/비러시아 지배관계 또는 러
시아/소비에트제국이라는 정치체가 아니라, 제정러시아시대부터 소련시대,
나아가 포스트소비에트시대의 역사 전반을 관통하는 기억과 인식의 총체로
서의 제국까지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공간은 그러한 유산을 고스
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1980년대까지는 역사가들이 도시공간 그 자체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학문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과 연결된 윤리적 주제였기 때
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로 식민지 지배층과 토착민사회의 배제와 분리
라는 설명방식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제국 중심(core)과 식민지 변두리
(periphery) 사이의 엄격한 분리, 식민지인의 토착민에 대한 배제 등이 강조
되는 경향이 있었다.2) 최근 20여 년간 영미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식민주
의(post-colonialism)’ 연구3)와 ‘신제국사(New Imperial History)’ 연구의 결과,

2) Stephen Howe(ed.)(2010), Introduction; Anthony G. Hopkins(1999),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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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본국이 일방적으로 토착민에게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역의
경우도 많이 나타나며, 양자 관계에서 배제와 분리의 기제뿐만 아니라, 협
력과 수용의 측면, 그리고 식민인과 토착민, 토착민과 토착민 간의 관계들
등 다양한 모습이 해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담론 및 이론연구, 제국팽창과
통치의 이데올로기, 피식민지 공간의 형태 분석, 제국 내부와 외부의 문화
적 상호관계, 피식민지인의 협력/의존/저항의 세부 측면들, 제국팽창 과정
에서의 다양한 폭력, 모더니티와 전통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4)
아울러, 러시아에서도 잡지 뺷제국으로부터(Ab Imperio)뺸를 중심으로 ‘신제
국사’의 기치를 내건 일단의 연구자들이 러시아제국의 다양한 면모를 집중
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러시아제국이 소수민족들과 맺었던 관계들, 러시
아제국의 이념적, 문화적, 제도적 유산, 소수민족들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태도 등 많은 연구 주제들이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5)
본 논문의 1차적 관심은 19세기 후반 타슈켄트라는 도시공간에 놓여 있
다. 이른바 “공간의 귀환(Return of Space)”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이 논문은 도시공간을 단지 역사적 사건의 배경(backdrop)이 아니라 인
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역사적 행위와 구조를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자
(actor)로 해석하는 ‘신공간사(New Spatial History)’ 연구들과 문제의식을
같이한다.6) 아울러, 이 논문은 도시공간의 의미를 성찰하고 탐색하는 연구
들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예컨대, 로텐베르크(R. Rotenberg) 등의 연

3)
4)
5)
6)

Zeyn Celik(1997); Stephen Legg(2007); Robert Home(1997); 조앤 샤프(2011).
Stephen Howe, ed.(2010) 4-20.
И. Герасимов, С. Глебов, А. Каплуновский, М. Могилнер и А. Семёнов (Ред)(2004).
Nick Baron(2008),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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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도시공간의 의미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통해 이
해하려고 시도하며, 세타 로(Setha Low)는 도시지리학의 거시문화적 경향
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7)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이-푸 투안
(Yi-Fu Tuan)과 렐프(E. Relph)는 공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경험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성찰과 함께 실증주의 지리학이 간과한 공간과 장소의
영역을 포착하고 여기에 현상학적, 경험적 관점을 깊게 투영하는 연구를
제시하였다.8)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은 특히 식민도시 타슈켄트 공간
이 러시아제국의 지배를 위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러시아제국과 소련시대에 타슈켄트 도시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비교
적 풍부한데, 투르케스탄의 이슬람연구에서 탁월한 족적을 남긴 바르톨트
(В. В. Бартольд)의 연구를 비롯해 학술원 산하의 우즈베크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타슈켄트 역사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꼽을 수 있다.9) 영미권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예컨대 매켄지(David MacKenzie)의 체르냐예프 연구를 비
롯해10),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제프 사하데오(Jeff Sahadeo)의 저작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런데 제프 사하데오의 주된 관심은 도시공간 그 자체가 아니
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계로서, 그는 차르제국의 관료, 소비에
트관료, 러시아인 노동자, 하층계급 여성뿐만 아니라, 무슬림 귀족, 중앙아
시아 상인들의 다양한 입장에 주목한다.11) 한편, 소련해체 이후의 타슈켄트
7) Robert Rotenberg and Gary McDonogh(1993) xi.; Setha Low(1996), 25, 383-409.
8) Yi-Fu Tuan(1977); Edward Relph(1976).
9) В. В. Бартольд(1965), 499-502; В. В. Бартольд(1927); Юри Соколов(1965); Х. З. Зияев и
Ю. Ф. Буряков (Ред)(1988).
10) David MacKenzie(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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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명하는 아르툠 코스마르스키의 경우는 타슈켄트 주민들과의 심층인터
뷰를 통해 사회적 긴장을 중재하는 완충지로서 타슈켄트의 공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12) 앞서의 연구들은 타슈켄트의 역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지만, 식민지 도시공간을 둘러싼 권력의 재현문제에 대해서
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제국의 타슈켄트 병합과 함께 진행된 도시
공간의 변형과 그 토대에 놓여 있는 식민지 정책의 강화 과정을 살펴보고
자 한다. 그럼으로써 제국이 타슈켄트에서 만들어낸 ‘근대적’ 도시공간이
기실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력의 열망, 두려움, 무지 등을 투사하는 ‘전근대
적’ 공간이었으며, 토착민들과의 격리를 본질로 하는 ‘역설적’ 공간이었음
을 보이고자 한다. 러시아제국에 군사적으로 병합된 식민지로서 타슈켄트
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식민 권력을 실질적으로 구조화한 규정들과 행위들
및 그 관행들, 나아가 식민지 본국의 정치 ․ 형벌 ․ 제도 ․ 사법의 역사와의 직
접적인 관계 속에서 식민지 사회가 발전한 정도에 초점을 맞춰 러시아 식
민주의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공간구조에 한정
해 규명하고 마지막 절에서 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지역에 대한 식민정
책과 연관해 내용설명을 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러시아 식민주의와의 연
관 속에서 우즈베크와 타슈켄트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즈베크
사회의 구조와 국가 구성의 특징, 러시아의 식민 지배에 대한 투르케스탄

11)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자면, “러시아정복에서부터 소비에트정권 초기까지 타슈켄트에서
제국의 복잡성(intricacies)을 밝히고, 권력과 저항, 폭력과 유약함, 식민지사회의 상호관련
성과 상호의존성을 탐구”하였다. Jeff Sahadeo(2007), 2.
12) Artyom Kosmarski(2011),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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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저항과 협력, 러시아 식민 지배가 독립 이후 투르케스탄에 남긴 유
산 등 중요한 쟁점들을 검토해야 하지만, 차후에 다른 논문에서 자세히 밝
히기로 하고, 이러한 쟁점들은 이 글의 직접적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Ⅱ. 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침략과 타슈켄트
1. 투르케스탄으로의 팽창
투르케스탄의 초원지대는 오랫동안 다양한 부족,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명들의 흥망성쇠와 권력의 부침이 컸다.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일찍이
BC 8세기에 박트리아, 호레즘, 파르티아, 소그드 등의 고대국가들이 존재했
는가 하면, 이곳은 BC 4세기에 이르러 알렉산드로스대왕의 제국에 속했다.
8세기에는 아랍의 칼리파에 의해 병합되기도 했고, 13세기에는 칭기즈칸의
몽골제국에 들어갔다가 14세기에는 티무르제국(Монгольская империя Там
ерлана)에 속했으며, 16세기에는 그 자리에서 부하라 에미라트(Бухарский
эмират)와 히바한국(Хивинское ханство)이 일어났고 18세기에는 코칸트한
국(Кокандское ханство)이 일어났다. 이로써, 19세기 중엽에 투르케스탄에
는 크게 부하라 에미라트, 히바한국, 코칸트한국이 자리잡고 있었다.
투르케스탄(종종 ‘Turkistan’( )ﺗﺮﮐﺴﺘﺎﻥ으로도 쓴다.)은 문자 그대로 “튀르크
인들의 땅”을 의미한다. 그 용어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하며, 용례에서 단

25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일한 국가(nation)를 지칭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튀르크인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기술하려 했던 페르시아 지리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러시아제국은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을 얻기 위해 원정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 길에, 투르케스탄 시(현재의 카자흐스탄)를 점령했다.
그것은 1864년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은 중앙아시아 전체 지역을 투르
케스탄이라고 명명하는 실수를 하였고, 종국에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투르
케스탄’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13)
지도 1. 18세기 타슈켄트14)

13)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1901), 투르케스탄 항목.
14) http://www.orient-tracking.com/Hystory/Tashkent.htm(검색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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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톨트는 타슈켄트 명칭의 다양한 유래를 보여준다. 타슈켄트는 아랍
어와 페르시아어 필사본에서는 ‘타슈켄드’로 쓰이기도 했으며, 고대 한자기록
에 러시아어 ‘Юйни’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날
타슈켄트가 위치한 지역을 지칭한다. 타슈켄트의 어원은 튀르크어로 ‘таш
(돌石) +кенд(마을)’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추정과 아랍어로 ‘Тажкент’,
즉 ‘타지크(таджик)인들의 도시’에서 유래한다는 가설도 소개하고 있다.15)
여하튼, 타슈켄트는 치르칙 강을 관개수로 하는 오아시스이자 시르 다리야
강의 지류에 위치해 경작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타
슈켄트는 투르케스탄의 전형적인 상업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즉, 이곳
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서, 부
하라 에미라트, 히바한국과 같은 인근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아프가니
스탄, 인도, 그리고 러시아와 무역을 수행하였다.
타슈켄트는 오랫동안 ‘실크로드’로 알려진 동서무역로를 잇는 견고한 정
기 기착지였으며, 비록 17-18세기에 약간의 정체를 보이기도 했지만, 카자
흐의 스텝을 경유해 러시아로 가는 북서쪽의 카라반 대상들을 위한 출발점
이자 종착점의 역할을 하였다([지도 1] 참조).16) [지도 1]은 타슈켄트가 천
산산맥(Тянщан, Qianshan)의 줄기를 타고 내려와 오아시스에 자리 잡고 있
으며, 시르다리야 강의 지류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실크로드의 주요한 거
점이 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타슈켄트의 외
15) В. В. Бартольд(1965), 499.
16) 원활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문서고 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2012년 봄 필자의 타슈켄트
방문기간 동안 논문에 필요한 지도 자료를 얻지 못했고 해상도가 낮아 논문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몇몇 지도는 우즈베키스탄역사연구소 전직 소장인 알리모바(Dilorom Alimova)
교수에게서 얻었다(그 경우에, Alimova, map으로 표시). 지면을 통해 그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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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을 에워싸는 성벽은 8개의 문을 통해 외부세계로 연결되었으며, 타슈켄
트의 가운데 위치하는(까맣게 표시된) 시장들은 이곳이 상업의 요충지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1867년에 타슈켄트가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수도가 되면서 초대 총독인
카우프만(К. П. фон Кауфман)의 명령으로 이곳에 오게 된 화가 베레샤긴(В
асилий В. Верещагин)의 지적은 흥미롭다. 그는 수도에서 떠나 오렌부르크
를 경유하고 시르다리야 강의 남동쪽 하류를 따라 타슈켄트에 처음 도착했
다. 자신의 외조모가 ‘캅카스 출신의 타타르인’이라고 회고한 그의 글로 미
루어볼 때, 동방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선입견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
는데, 그는 타슈켄트의 첫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레반트(동
방무역을 지칭 – 필자)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슈켄트는 나에게 새
로운 것은 없었다; 대부분의 진흙집, 종이에 기름을 바른 창문, 점토로 만든
벽, 비가 내려 말의 무릎까지 빠지는 웅덩이들”이 그러하다.”17) 중요한 점은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낡고 불편한 전근대적 공간일 수 있지만, 토착민들
의 눈으로 보았을 때 타슈켄트의 거리는 그저 점토로 만든 좁은 집들과 수
갈래 골목길이 어지럽게 가로지르는 답답한 그런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다.
도시의 면적은 30평방 베르스타(1베르스타는 1.067km)에 이르렀고, 나중
에는 12개의 성문으로 구성되는 두께 2m의 성벽이 도시 주변을 에워싸면
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약 10만 명에 이르는 도시 주민들은 도시 오
른쪽을 흐르는 보즈수프(Bozsuv)18) 강물을 사용하였다. 도시의 최고책임자
17) http://az.lib.ru/w/wereshagin_w_w/text_0060.shtml(검색일: 2012.9.20). 중앙아시아 여행에
대한 진술.
18) 러시아어 표기는 Бозъ-су. 논문 3장 2절에서 신도시 건립과정을 설명할 때는 러시아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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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코칸트 칸의 임명을 받았던 시장(bek)인데, 그는 코칸트 칸에 대해 책임
을 지는 관리자(mingbashi)로서 쿡차 다하, 베쇼고흐 다하, 샤이혼토후르 다
하, 세브조르 다하를 관리했다. 각각의 다하 밑에는 많은 수의 마할라가 포
함되었는데, 각 마할라는 촌장(yuzboshi)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19세기의 문
헌정보에 따르면, 각각의 마할라에는 50~150개 가족이 거주하였다. 타슈켄트
에서 상업의 중심은 단연 시장(bozor)이었다. 지역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영위
했던 시장으로서 에스키 주바(Eski Juva), 초르수(Chorsu), 레기스톤(Registon),
카폰(Kappon) 시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레기스톤 시장은 토착민들의 주거
지에 위치하였는데, 타슈켄트 토착민들의 주거지는 성문이 있는 거리들과
연결되어, 국내외로 무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주는 구조였다.19)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표트르대제가 일찌기 1717년에 히바 원정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제국은 아스트라한에서 오렌부르크까지 스텝 남부로 팽
창하면서도 투르케스탄 정복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제국의 투르케스탄 지역으로의 정복과 팽창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단계(1847~64년), 2단계(1865~68년), 3단계(1873~79년), 4단계
(1880~85년)가 그것이다. 좀 더 부가설명을 해보자면, 1847년에 러시아제국
의 군대는 시르다리야 강의 하구에 ‘라임스코예(Раимское, 또는 다른 이름
으로 Аральское)’ 보루를 세웠다. 러시아는 처음에 코칸트한국을 공략한다
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요새를 세웠으나, 더 진전이 되지는 않았다. 러시
아는 1853년에 코칸트의 ‘아크 메체티(Ак-Мечеть)’ 요새를 점령하였고, 이

표기했음.
19) 괄호 안의 표기는 모두 우즈베크어임. Тошкент 22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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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을 지휘한 오렌부르크 총독의 이름을 따서 ‘포르트 페롭스키(Форт Пе
ровский)’ 요새를 세웠다. 러시아군대가 크림전쟁에 주력하면서 중앙아시
아 지역의 팽창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859년 알렉산드르 2세는 코간트
한국 점령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1853년에 점령한 바 있는 코칸트한국의
‘아크 메체티’ 요새를 타깃으로 삼아 공격을 감행했다. 토착민들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대는 악수프(Аксув), 피슈테바(Пиштепа), 찰
레보르(Чаллево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1864년에는 피슈펙(Пишпек), 토크
막(Токмак)을 점령하였으며, 결국 10월에는 체르냐예프(Ми-хаил Григорье
вич Черняев)의 지휘하에 타슈켄트 점령이 시도되었다.20)
다음의 그림([지도 2])에서 나타나듯이, 1865년 당시 12개의 성문, 두껍고
견고한 성곽, 도시 한가운데 모여 있는 시장들, 동남쪽에 위치한 난공불락
의 요새 코칸트스카야 우르다(Кокандская Урда)로 구성된 타슈켄트는 남쪽
을 흐르는 일종의 자연방어물이었던 치르칙 강까지 어울려 마치 벌집처럼
견고하고 응집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
한 체르냐예프 군대의 거침없는 공략에 도시는 무너지고 말았다. 1865년
러시아제국의 타슈켄트 점령은 중앙아시아로의 대대적인 확장을 알리는 전
조였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인가?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이 러시아제
국에 주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20) Г. А. Хидоятов и В. А. Костецкий(200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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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1865년 타슈켄트21)

유럽의 해외 팽창에서 사람들을 열광시킨 환상, 즉 “동방의 부”에 대한
신화는 이미 19세기 초에 러시아제국의 외무성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훨씬

21)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51. [지도 2]는 18세기의 타슈켄트를 보여주는 [지도 1]을 보
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가운데 시장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 요새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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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시작했을 때 사라졌다. 아시아에 대한 환상은 “가
난”과 “후진성”이라는 수사로 대체되었으며, 아울러 중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는 “정체된”, “변화하지 않는” 동방의 전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
로 표현되기 시작했다.22)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앞서와 같은 일련의 군
사적 공세를 통해 “투르케스탄”이라 불러왔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면
서 더욱 공고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크림전쟁(1854-56년)의 패배에 뒤이어
농노제 폐지(1861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러시아 국내정치의 복잡한 갈등
상황은 적어도 중앙아시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다. 왜냐하면, 유럽의 서부와 남부 지역으로의 팽창은 좌절되었지만, 중앙
아시아 지역은 크림전쟁의 뼈아픈 패배에 대한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바쉰(Сергей Н. Абашин)은 크림전쟁 패배 이후 러시아인
들이 승리와 영광에 대한 열망, 그리고 포상받고 싶은 욕구, 소진되지 않은
에너지의 출구를 투르케스탄에서 찾았다고 지적한다.23) 처음에는 신문의
한 면에 이 지역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는 정도에 그쳤다면, 곧이어 공식적
인 출판물들이 동방(Восток) 팽창의 정당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다시 말해, 투르케스탄 정복은 제국의 남쪽 경계를 방어하는
수단이며, 동방에서 영국의 팽창에 맞서는 대응이라는 견해, 아울러 훨씬
더 원칙적으로는 러시아의 정복이 “토착민들에게 재앙(бедствие)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치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종족들에
게 구원(спасение)의 유일한 길을 열어준다”는 관념이 식자층 사회에서 형

22) Alexander Morrison(2006), 702;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 (Ред.) (2008), 319.
23)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 (Ред.) (2008), 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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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24) 잇달아 출간된 여러 다양한 서적의 영향을
받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러시아제국의 중심에서 중앙아
시아에 대한 “후진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선진적 유럽국가(즉, 러시아
제국)에 의한 정복은 이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
특히, 크림전쟁에서의 참패는 이러한 여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자신의 입지를 보존하기 위한 공격적인 무기가 필요했
으며, 영국의 인도식민지가 바로 그러한 수단이었고, 그와 같은 길은 중앙
아시아를 통해 나 있었다.25) 한편, 러시아제국이 중앙아시아로 팽창한 원인
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미국 남북전쟁(1861~65) 발발에 따른 섬유산업의
위기에 있었다. 유럽으로의 면화유입이 줄자 원자재가 부족해졌고 이에 따
라 러시아제국에 새로운 원료시장이 필요했다. 이처럼 19세기 중엽에 중앙
아시아는 러시아제국에 매우 큰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지녔고, 그것의
병합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26)

2. 타슈켄트 점령
1864년 10월,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오렌부르크총독부에 포함되어 명목
상으로 투르케스탄 오블라스치로 불렀던 투르케스탄으로 휘하에 3천명의

24) Г. Лежан(1867), 198;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 (Ред.) (2008), 319 재인용.
25)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 (Ред.) (2008), 4장.
26) Alexander Morrison(2008). 특히, 면화수입 관련 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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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데리고 진군을 시작했다. 이미 6월에 러시아군은 도시 투르케스탄을
점령했으나, 도시수비대의 반격을 받아 병사 18명을 잃고 침켄트(Чимкент)
로 퇴각한 바 있다. 1864년 10월 5일, 러시아군은 침켄트를 점령한 후, 타슈
켄트 점령 준비를 시작하였다. 즉, 러시아군은 라임스코예 보루에서부터 페
롭스키 요새에 이르는 군사 요새로 시르다리야 전선을 형성하는 동시에,
알마타의 베르노예 요새를 점령하여 시베리아 전선을 형성하였다.
당시에 타슈켄트는 5-7미터 높이와 2미터 두께의 요새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타슈켄트 수비군은 12개의 성문이 있는 견고한 성벽을 계속 철통
같이 수비하였다. 또한 막강한 군부대의 진지가 있었기 때문에 코칸트스카
야 우르다(Кокандская Урда) 요새의 명성이 높은 데다, 치르칙 강의 좌안
에도 요새가 있어 외부의 접근을 막아주었다.
그런데 [지도 3]을 자세히 보면, 마치 벌집같이 표현되는 [지도 2]와 달리
타슈켄트 공간 구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도시 주변을 성벽이 에워싸고 있
으며 성곽 오른쪽에 보이는 ‘А’는 난공불락의 요새 코칸트스카야 우르다
(Кокандская Урда)이다. 그리고 정 가운데 보이는 ‘Б’는 고대 실크로드 시
대부터 유명했던 시장들을 나타낸다.
한편, 타슈켄트 주민의 도움을 받은 코칸트군은 1864년 12월 19일에, 도
시 투르케스탄의 한 부분에 진입해 이틀 동안 접전을 벌였다. 코칸트군을
지휘한 알림쿨(Алимкул)은 차르군에 항복과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제안했
으나 러시아군은 응하지 않았고, 식량이 없는 채로 포위되어 결국 57명 사
망, 23명 치명적 부상, 나머지는 패주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러시아제
국 군대가 중앙아시아로 팽창하던 시기에 일어난 전투 전체로 볼 때, 이것
은 토착민들의 최초의 승리라고 할 정도로 토착민들은 군사기술에서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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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1865년 러시아군대 쪽에서 본 타슈켄트 지도27)

를 면치 못했다.28)
1865년 5월, 체르냐예프는 다른 군사작전을 폈다. 5월 10일, 그는 타슈켄
트에서 25km 위치에 있는 니야즈벡 요새쪽으로 진군해 가장 약하다고 판
단된 이 요새를 공격하여 4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격전이 벌어진 바
있었다. 차르군대는 포병이 특히 강했는데, 몇 시간 동안 요새의 벽을 향해
27) D. Alimova, map.
28)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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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를 쏘자, 타슈켄트의 주요 수문의 하나였던 요새가 무너졌던 것이다.
그 후,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도시 안으로 유입되는 식수를 차단하기 위해
치르칙 강둑을 붕괴시켰으며, 타슈켄트 주민들은 10일 동안 식수가 없는
채로 남겨졌다. 10일이 지나,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자신의 부대를 타슈켄트
로 보냈는데, 이때 마침 알림쿨이 이끄는 코칸트군이 타슈켄트에 지원군을
파병함으로써 1865년 5월 22일, 다시 큰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병력과
무기가 후진적인 상태에 있었던 코칸트군은 몇 번의 전투끝에 괴멸되었으
며 알림쿨 자신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29)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타슈켄트 점령계획을 준비했는데, 부하라 에미리트
에서 새로운 증원부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군사작전을 감행했
다. 당시 타슈켄트에 살고 있던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순순히 도시를 내놓
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도시의 12개 성문의 상태를 알고 그는 가장 약한
고리인 카말론스크와 코칸트 문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1865년 6월
26(14)일 밤에, 부대의 일부가 카말론스크 문으로 다가가 27(15)일 이른 아
침에 대포로 공격하고 도시로 들어갔다. 결국 이틀간의 접전을 마치고
29(17)일에 체르냐예프는 타슈켄트를 점령하였다. 1865년 9월에, 타슈켄트
가 러시아에 병합되었음이 공표되었다.30)
앞서 보았듯이, 1864년 코칸트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과정에
서 코칸트한국의 한 부분에 속했던 타슈켄트가 점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단계에 이루어진 점령과정은 특히 타슈켄트 점령으로 인해 훨씬 수월했다.

29)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52-53.
30)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3-50. 괄호 안의 숫자는 구력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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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러시아제국은 이곳을 발판으로 하여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팽창할
수 있었다. 러시아군대는 1866년 5월에는 호젠트(Ходжент), 10월에는 우라튜베(Ура-Тюбе), 쥐작(Джизак), 그리고 1868년에는 사마르칸트와 카타쿠르
간(Каттакурган)을 점령하였다. 1873년 2월부터 1879년 8월까지는 정복의
세 번째 단계가 진행되었다. 러시아군대는 히바를 점령하였고, 1876년 2월
나만간(Наманган)을 점령하였다. 러시아군은 게옥-테페(Геок-Тепе, 다른 이
름으로 Ашгабат) 습격에서 잠시 패배를 겪기도 했으나 1880년 말부터
1885년까지 정복의 4번째 단계에 결국 이 요새를 점령했다(1881년). 이처럼
1865년부터 1885년까지 러시아는 투르케스탄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으
며, 그 전쟁은 식민지를 얻기 위한 침략전의 성격을 지녔다. 전제정은 군사
권력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었고, 사실상 무방비상태의 주민들을 공격하는
데 그 힘을 이용하도록 보장해 주었다.

Ⅲ. 두 도시 이야기-타슈켄트의 구도시와 신도시

1. 토착민들의 타슈켄트-구도시
러시아제국은 타슈켄트 정복에 뒤이어 식민지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1867년에 투르케스탄 총독부(Туркестанское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о)를 설
치하였다. 그리하여 초대 총독으로 카우프만(1867~82년 봉직)을 임명하였
으며 그의 지휘하에 군정이 실시되었다. 그 후, 러시아제국은 투르케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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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앞서 보았듯이 1876년 코칸트한국이 붕괴되었고,
부하라 에미라트와 히바한국은 보호국의 형태로 러시아에 예속되었다.31)
식민지 총독부의 수도라는 상황은 타슈켄트를 매우 다르게 변모시켰다.
전통적으로 타슈켄트의 토착민들은 단층 또는 2층의 점토 주택에서 거주했
으며, 길은 구불구불했고, 도시에는 크지 않은 운하들로 구성되는 관개식
거리의 망들이 펼쳐져 있었다. 주민들은 관개수로를 통해 식수를 얻었고 일
지도 4. 1890년 타슈켄트 지도32)

31) Зияев, Х. З. и Буряков, Ю. Ф. (Ред)(1988), 122-124, 138-140.
32) Тошкент 2200(2009). Alimova, map. 화보집으로 나온 이 책은 아쉽게도 쪽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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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필요를 위해 그 물을 사용하였다. 또한 타슈켄트는 전체적으로 4구역
(даха)으로 나뉘었는데, 각 구역에는 우두머리(хаким)가 있었다. 전통도시
의 중심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건축계획에 따른 중심지의 기능을 하
였다. 도시의 중심은 중앙시장 주위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고대도시의 광장
처럼 시장들(Ходра, Иски-Джува и Чорсу)이 삼각형으로 흩어져 있었다.
타슈켄트에는 건축상으로 두드러진 고층건물이 적었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 부하라, 또는 그 밖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국가
의 수도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하라 에미라트와 히바한국 같은 곳은 비록 러시아제국의 보호령 형태
로 예속상태에 있었으나 아직은 토착민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 데 반해, 타
슈켄트는 급속도로 러시아제국의 식민지로 전환되고 있었다. 우선, 식민지
권력관계가 반영된 도시공간을 주목해야 한다. 제국의 군대와 함께 들어온
러시아인 정착민들과 투르케스탄을 오랜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토착민
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식민자로서 ‘유럽인’인 러
시아인과 피식민자로서 ‘토착민’(туземцы)’ 사이의 구별은 1865년 타슈켄
트 구 도시의 바로 옆에, 안호르(Анхор) 운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인 식민
자들을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지
도 4]참조). 도브로스미슬로프(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의 표현에 따르면, 이
제 타슈켄트에는 두 개의 문명이 나타났다. 즉, 하나는 “낡은 중세의(старая
средневековая)”, 다른 하나는 “유럽의 문명(европейская цивилизация)”이
었다.33)

33)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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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890년 타슈켄트 지도(토착민들의 구도시)34)

병합 이후 약 반세기가 경과했지만, 타슈켄트의 토착민 거주지는 건물의
재료, 좁은 골목과 구불구불한 거리, 낡아빠진 과거 영광의 잔재들로써 표
상되었다. 낡은 거리 안쪽에 지어진 주택은 “햇볕에 말린 벽돌”이나 “볏짚
과 진흙을 섞어 바로 햇볕에서 말린” 그런 “값싸고 내구성이 약한” 것이었고,
수많은 무슬림학교와 이슬람사원들은 칠이 벗겨지고 무너져 내려 한때의

34) Тошкент 22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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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스러운 “과거의 잔재”만 보여줄 뿐이었다. 쉐이한타우르(Шейхантаур),
이샨 구자르(Ишан-Гузар), 아훈 구자르(Ахун-Гузар), 바티르사원(Батырьмечеть), 하스팀사원(Хастымъ-мечеть) 등 낡은 이슬람 건물들은 오랫동안
타슈켄트 구도시의 외관을 결정지었다.35)
그러나 왜 공간이 분리되었는가?36) 건설된 식민지의 환경에서 우리는
식민지배자들이 식민지 토착민들과 그들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식민자들에게 토착민들의 도시는 한편으로는 경이로
움,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토착민들의 거주지는 좁았으며,
거리는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 마치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작렬하는 태양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토양들은 도시의 색채를 매우
이국적으로 만들어주었으나, 조밀하게 모여 있는 주택의 형태는 위생상태
가 열악해 질병을 빠르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했다. 19세기 중엽에 제
국의 중심으로부터 여행가들, 선교사들, 군인들, 관리들, 상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타슈켄트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작성한 기록들 가운데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표현은 “질척하고 더러운 골목길”,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들”,
“작렬하는 태양과 화려한 색채” 등이었다.37) 동시에 토착민들의 도시는 무
질서와 무계획으로 말미암아 식민지배자들에게 걱정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실크로드의 고대 상업도시로서, 토착민들의 골목 상권과 시장들은 오랜 세
35)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74, 78.
36) 직선의 신작로, 넒은 가로수길, 수도, 가로등 등 근대적 인프라의 다른 구조물들이 구도시
와 떨어져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아시아-유럽의 이분적 도시구조는 정확히 식민지도
시 프로젝트의 본질이었다. Zeyn Celik(1997), 35-89; Stephen Legg(2007) 2-3장; Robert
Home(1997).
37) http://az.lib.ru/w/wereshagin_w_w/text_0060.shtml(검색일: 2012.10.5). 예컨대, 화가 베레샤
긴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술. 아시아에 대한 진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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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걸쳐 만들어진 역사적 형성물로서 자연스런 것이었으나, 식민지배자
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스템은 피
식민지인에 대한 지식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해졌는데, 당시 토착민
구역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러시아인에게 적잖은 위협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것은 타슈켄트 정복 이후에 새로운 요새 건설과 신도시 설계안을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2. 러시아 식민자들의 신도시
타슈켄트를 침공한 후에, 러시아군대는 우르다(Урда) 지역의 코이마스문
쪽으로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기존의 코칸트스카야
우르다 요새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안호르(Анхор) 운하의 좌안에 이미 존
재하는 구도시의 요새 성벽과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러한 요새건설 계획은
군지형 전문가이자 대위(военный топограф штабс-капитан)인 피사렙스키
(Писаревский)에 의해 기안되었다. 그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전제가 되어
야 하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첫째, 그의 계획안에서는 방사선의 환형고
리 모양의 도시구조가 전제되었다. 즉,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는 5개의 구
역으로 나뉘며, 신축한 새 요새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지도록 배치되
었고, 3개의 환형고리 모양의 거리로 이루어졌다. 둘째, 신도시는 남쪽에
세우는 것이 전제되었고, 신축한 새 요새로부터 북쪽으로는 추가적인 성벽
을 쌓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즉, 도시 자체는 하나의 단일한 방어체계를 지
니는 큰 요새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피사렙스키의 계획안은 거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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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 만약에 그의 계획안이 실현되었더라면 러시아 식민자들과 토착민들
이 섞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러시아군대의 주둔과 함께 러시아인들을 위한 거주지가 생겨났다
는 점에서 보면 이미 신도시는 시작되었다고 해야 한다. 즉, 1865년 8월에
체르냐예프는 겨울을 나기 위해 요새와 숙사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10월에 대략 준비를 갖추었다. 1866년 봄에 체르냐예프의 후임으로 온 로
마놉스키(Д. И. Романовский) 사령관은 향후의 러시아 도시를 위한 장소선
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유럽형의 새로운 도시설계를 위해, 그해 6월에 로마
놉스키 사령관을 의장으로 하는 ‘특별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군사 엔
지니어, 군지형 전문가, 측량기사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었다. 특히 당시에
사르트인들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빈터였던, 구 타슈켄트 오른쪽의 보즈
수(Бозъ-су, 우즈벡어로는 Bozsuv)와 차울리(Чаули) 사이의 장소이자, 구
코간트와 신축한 요새의 중간에 위치하며, 안호르 운하와 차울리 관개수로
(арык Чаули) 사이에 있는 땅을 신도시의 부지로 선택했다.
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 코간트에 있던 낡은 건물들은 헐렸으며 이
제 새로운 군주둔지가 건설되었다. 즉, 군 사령관, 오렌부르크 제2보병대대,
75명 카자키, 시베리아 포병중대가 머무는 건물들과 전 병사의 퍼레이드를
위한 연병장 등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구 우르다의 나머지 지역에 계급이
낮은 병사들의 가족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었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
의 블록으로 도시가 나누었고, 신도시는 요새, 부대의 막사, 민간주택 건물
로 블록이 나뉘어졌다. 중앙의 도로는 직선의 대로였음은 물론이다. 이제

38) В. А. Нильсен и В. Н. Манакова(197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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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럽식 도시가 생겨났다. 신도시는 이미 설계가 착수되었던 시점부
터 신분과 재산원칙에 기초하여 구역이 정해졌다. ‘특별조직위원회’는 건축
설계에 포함되는 모든 토지면적을 30루블, 20루블, 10루블 등 3등급으로 분
할했던 것이다. 그리고 1866년 6월부터 1868년에 1월까지 국가의 공공기관
과 500채 정도의 개인주택이 건설되었다.39)
1867년 후반에 투르케스탄 초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타슈켄트에 온 카우
프만은 투르케스탄 식민지체제의 행정적, 경제적, 법적, 종교적, 교육적 토
대를 공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타슈켄트의 공간구조, 거리 및
건물 조성의 확고한 토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그런데 우선은 투르케스
탄 총독부 설치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투르케스탄 총독부는 어
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러시아제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상당부분 연동
하는 영토적,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즉, 타슈켄트
병합 이후에도 잇단 정복전쟁으로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행정적 경계가 계
속 변화하고 영토적 공간이 늘어났다. 투르케스탄 총독부 지역은 처음에 3개의
행정구역, 즉 ① 시르다리야 ② 세미레치예 오블라스치(주, область), ③ 자
라브샤(관구, округ; 나중에 사마르칸트 오블라스치가 되었음.)로 나뉘었는
데, 1873년에는 히바한국 병합에 의해 아무다리야 부(отдел)가, 그리고
1876년에 페르가나 오블라스치(1875년 봉기에 의해 해체된 코칸트한국의
나머지 지역)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881~85년에 정복한 트란스 카스피해
지역이 1894년에 투르케스탄 총독부 지역에 추가되면서, 투르케스탄 총독
부의 영토 경계가 확정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지리기록에 다음과 같이 표

39)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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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즉, 1899년 <러시아: 조국지리기록총감> 1권 출간 당시에 투르케
스탄의 행정적 경계는 ① 시르다리야 오블라스치 ② 아무다리야 부 ③ 자
라브샤-페르가나 오블라스치 ④ 파미르로 나뉘었다.40)
그림 6. 1890년 타슈켄트 지도(러시아인들의 신도시)41)

40) В.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1899), vii.
41) Тошкент 22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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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러시아제국이 타슈켄트의 동쪽에 신도시를 수립한 의미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반으로 쪼개어 제시한 두 개의 지도를 보라.
타슈켄트 도시공간은 서쪽의 전통적인 토착민의 주거지([그림 5])와 동쪽의
러시아인 신거주지([그림 6])로 확연히 나뉘었다. 1890년의 상황을 보여주
는 이 지도는 타슈켄트 정복 이후 그동안 도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
여주는 동시에, 토착민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분명했는지
를 반영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동쪽에 대한 의미부여가 필요한 듯하다. 왜
냐하면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장의 가능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군 지형전문가 피사렙스키 대위는 토착민지역과 연결되면서 남
쪽으로 확장할 도시계획을 갖고 있었던 데 반해, 로마놉스키 사령관은 부
지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건축가 콜레스니코프(М. Н. Колесник
ов)에게 새로운 도시계획을 주문하였던 것이다. 콜레스니코프는 안호르운
하를 경계로 토착민들과 격리된 새로운 유럽도시의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그 후 1870년에 군 공학자 마카로프(А. В. Макаров)는 방사선의 환형고리
모양의 도시계획을 구체화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42)
공간에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입장에 섰을 때, 신도시 계획자들이
구도시 내부, 또는 구도시의 서쪽 혹은 남쪽이 아니라 동쪽에 세운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타슈켄트 남쪽은 치르칙 강으로 연결되어 있어, 신도시는
풍부한 수량의 강물을 이용해 도시발달을 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
나 신도시는 동쪽에 건설되었다. 신도시 위치선정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이-푸 투안의 뺷공간과 장소뺸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그에 따르면,

42) В. А. Нильсен и В. Н. Манакова(197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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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우측은 좌측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풍부한 상징적 의미
를 담고 있었는데, 동쪽은 빛, 흰색, 하늘, 그리고 상승을 의미했고, 서쪽은
어둠, 참, 하강을 의미했다. 게다가 기독교 건축에서 교회의 방향은 옛날부
터 태양의 경로에 민감했으며, 기독교적 우주에서 동쪽을 우위에 두는 것
은 중세의 T-O(Orbis terrarum) 지도에 명백히 나타난다”는 것이다.43)
아울러 우리는 신도시가 무엇보다도 러시아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
크를 그대로 옮겨놓으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도시건축사 연
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간의 특징은 ‘해군성’을 중심
으로 3개의 방사선 도로가 부채꼴 형태로 펼쳐졌다는 점이다. 도시공간의
이러한 토대는 1737~38년에 완전한 틀이 만들어졌는데 노브고로드 방향의
구도로, 그리고 고로호바야(гороховая) 중심도로를 해군성과 연결하기 위해
1712~18년에 넵스키 대로(невский проспект)가 건설되었다. 상트페테르부
르크의 공간 구성에는 르네상스 고전주의, 고딕, 바로크양식이 모두 포함되
어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계획 속에는 확고한 하나의 원칙이 서 있었다는 점
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즉, 조망에 있어 수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배
치, 직선의 대로, 기하학적인 동질성 및 연속성이었다. 모든 도시는 권력을
물리적으로 드러내곤 하는데, 특히 제국과 제국의 권력이 펼쳐지는 무대인
수도에서 도시설계는 통치권을 과시하는 기술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수도
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며, 군주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제국의 원
칙이었다. 아울러 수도는 러시아 제국통치자의 권력을 표현하는 전시장이
43) 이-푸 투안(1995), 76, 158-159. 그리고 장소(space)와 경관(landscape)의 의미차이에 대해
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특히 전종한(2003),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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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4)
타슈켄트의 신도시는 제국권력의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3개의 방사선
도로인 사보르나야, 카우프만스카야, 로마놉스카야 거리와 함께, 체르냐예
프 거리, 쿠로파트킨 거리, 보론초프대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가로수
길(бульвар)이 넓게 펼쳐진 공간 옆으로 유럽식 건물들이 줄지어 건설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연상시켰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서관, 우체국,
정부관사 등을 포함한 거대한 공공건물들, 갖가지 꽃들과 나무로 이루어진
넓은 정원들이 조성되었다.45) 또한 신분과 재산자격에 기초해 건설된 신도
시의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단층집 또는 드물게 진흙 벽돌의 이층집으로 건
설되었는데, 더운 계절에도 편안한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높은 천장(최대
3.5미터)과 두꺼운 벽(두께가 최대 1.5미터)을 기본으로 하였다. 거의 모든
주택은 가정용으로, 식물재배용으로 충분히 넓은 마당을 두었으며, 1874년
부터 수도와 하수관 망이 건설되었다.46)
식민주의 체제의 확고한 토대를 만들려는 권력자의 의지는 도시경관에
변형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식민주의 지식권력이 알려진 것들을 분류함으
로써 세계를 정리하려고 했듯이, 엔지니어들은 근대적 식민지 공간을 만들
고 식민지를 알 수 있는 패턴으로 정리하려고 애썼다. 카우프만 자신이 바
로 그러한 엔지니어였다. 100여 년 전에 러시아로 귀화하여 러시아정교로
개종한 오스트리아계 혈통의 후손인 카우프만은 공병을 육성하는 니콜라예

44) 기계형(2006), 40; 스피로 코스토프(1991), 235-236.
45) 문명화 과정의 맥락에서 ‘제국의 정원 가꾸기’ 방식과 그에 대한 토착민들의 반항의 문제
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제기를 참조. I. Gerasimov & etc.(2008) 11-17.
46) В.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1913),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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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엔지니어 학교(현재의 군사공학-기술대학)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공
병으로 군대에 들어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그는 캅카스
원정을 비롯해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 훈장을 수훈하였고 49세에
투르케스탄 총독에 임명되었다. 공병 출신답게 그는 식민지 공간을 정리하
고, 위생처리하고, 규제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했다.47)
그는 새로운 타슈켄트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데 놀라운 에너지를 기울였
다.48) 그는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타슈켄트에 건설할 것을 명령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도시 공간을 통해 재현되는 유럽적 근
대성이 종국에는 아시아 토착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더욱 철저히 유럽적 문명의 구현물로서 도시공간을 근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원정을 떠날 때 수많은 학자들, 탐험대, 예술
가들을 데려갔듯이, 카우프만도 타슈켄트로 떠날 때 민속학자, 과학자들,
탐사대, 건축가, 엔지니어, 예술가들을 신병으로 차출했으며, 그 집단 속에
화가 베레샤긴도 포함되어 있었다.49) 그는 수려한 나무들이 가득하고 아름
다운 꽃이 만발한 제국의 정원을 타슈켄트에 만들어냈다. 또한 그는 러시
아,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출간된 투르케스탄 관련

47)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1890-1907), Кауфман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
ович 항목; Евгений Глущенко(2001); А. Семёнов, (Ред.)(1910), LXXXIV(이 책은 카우프
만을 기리기 위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즉 바르톨트, 오스트로우모프, 베셀롭스키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 책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투르케스탄에서 카우프만의 행적에 대한 평가
를, 다른 한편으로는 전설과 노래, 민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론에서 책임편집을 맡은 세
묘노프는 카우프만을 기리면서, 동시에 투르케스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진작을 위해서라
고 책의 목적을 쓰고 있다).
48) Светлана Горшенина(2007), 291-354.
49)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2009), 179-209.;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2010), 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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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들을 집대성한 도서관을 지었는데, 1867년부터 1888년까지 모은 투르케
스탄 컬렉션(Туркес-танский сборник) 416권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타슈
켄트로 운반되었다.50) 아울러, 또한 투르케스탄에 관한 정보를 모은 공식적
인 주간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Туркестанская ведомость). 더구나 영국의
인도 사진컬렉션과 똑같은 형태로 투르케스탄 사진컬렉션(Туркестанский
Альбом)을 출간했다.51) 더군다나 그는 화가 베레샤긴이 3년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투르케스탄 시리즈를 완성하고 전시회를 열도록 각종 지원을 해
주었다.52)
그런데 도시공간 개조에 들인 그의 노력은 한편으로 토착민들을 대상으
로 식민지체제를 공고히 할 때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유럽 열강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식민지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과거 통치자의 땅을 빼앗아 토착제도들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이는
토착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하고 상징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였다. 또한 종교적, 정치적 상징성을 띠는 주요지점을 강탈한 사례는
정복자의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토착민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권력의 상징이자 구질서를 제압하는 권력으로서 새로운 식민
지 수도를 세우는 행위는 그런 맥락에서 나타나곤 했다. 영국이 인도에서,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반복했던 조치는 토착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이였다.
또한 일단 정복이 끝난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식민지권력은 확고한 식
민지 통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전통적 권력의 일부 요소들을 지원한다. 예
50) В. И. Межов(1878).
51) Jeff Sahadeo(2007), 38-44.
52) В. Верещагин(1990)(원본은 1899년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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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술탄의 궁전을 재건축하고, 그 옆에 총독의 저택을 설치함으로써, 양
자간 연합이라는 상징적 권력을 과시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시공간은 단지 식민주의의 열망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제국의 경우에는 식민정책의 본질은 유사하지만 방식을
달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식민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법적, 행정적,
치안(경찰력) 조치들과 함께, 특히 공간적(구도시/신도시)으로, 인종적(유럽
인종/아시아인종)으로, 종교적(이슬람/정교)으로 토착민과 러시아인들을 분
리시키는 방식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토착민들의 구도시를 파
괴하고 구질서를 제압하는 방식으로서의 식민지 수도가 아니라, 구도시와
멀리 떨어진 공간에 완전히 새로운 제국도시를 건설한 데 있다. 물론, 카우
프만은 구도시에 기존의 요새와 성곽을 깨고 다시 견고한 ‘팬옵티콘’으로
서의 성곽을 짓지만, 그것은 군정통치의 상징적 행위일 수 있었다. 오히려,
신도시의 공간조성에 들인 비용과 에너지는 다른 어떤 것에도 비교되지
않았다. 적어도 제국권력 통치자들의 눈에는, 선진적인 유럽(러시아)문명의
상징인 근대적 건물들은 러시아 식민인들뿐만 아니라 토착민(일부)들도 편
입시키고 범주화하고 훈육, 조정, 개조해가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
며, 어쩌면 그들은 도시형태 그 자체와 근대적 건물을 통해 식민지 토착민
들의 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53)

53) 조앤 샤프(201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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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민지 공간에서 식민정책의 강화
그렇다면 실제로 타슈켄트 공간을 두고 펼쳐졌던 러시아제국의 식민정책
의 성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포스트식민주의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공간에 내재된 식민지 권력구조의 구성요소들에는 ① 교회(특히 에스
파니아 식민지에서 일반적), ② 회사(영국동인도회사, 네덜란드동인도 회사
등), ③ 군대(쉽게 통제하기 위해 질서 있고 가시적인 공간을 원함.), 그리고
④ 식민지 국가 자체(복합적인 권력행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활동
을 통해, 식민지 공간에 대한 식민지정책이 구체화되기 마련이다.54) 투르케
스탄 총독부의 수도 타슈켄트에서도 그러한 식민지 권력구조가 재현되었다
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타슈켄트는 무중력상태에서 존재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식민정책과의 맥락 속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 사실을 몇 가지 살펴보자. 러시아제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권력행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컨대 행정적, 법적 조치는 무엇
이며, 그 성격은 어떠한가? 카우프만 총독시기(1867~86년)는 기본적으로
군정에 기초한 행정체제를 유지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투르케스탄의 행
정이 매우 임시적인 상태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제
국의 변두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총독은 적어도 자신의 임기 동안 독점
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처음에 카우프만은 인근국가들
과의 협상, 예산비용 책정 및 감독, 세금 책정, 러시아인의 특권적 지위 수
립권, 사형확정 및 취소권, 사형을 군법에 넘길 권리 등을 부여받았다. 카우

54) 조앤 샤프(201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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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만의 요청으로 타슈켄트에 오게 된 베레샤긴은 이곳에서의 삶과 관련해
서간문과 일기 등 여러 글을 남겼는데,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투르케스탄
정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묘사를 덧붙였다 “…나는 우리 마당에서 카우프
만 사령관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그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또는 무기를 소
지하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 또는 다른 좋지 않은 일을 했다고 폭로된 사람
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행하였다. 최고의 호인 콘스탄틴 페트로비치는
장교들에 에워싸여, 행군 의자에 앉아, 파이프담배를 피우며, 정말로 냉정
하게 외쳤다. ‘총살, 총살, 총살, 총살!’….”55)
당시에 러시아제국의 어느 곳에서도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런 종류
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르케스탄에서 그가 부여받
은 전권은 토착민들이 그를 “제2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했다. 카우프만으로서는 임시적인 군정상태에서 벗어나 제국 행정의 틀 속
에 확고하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투르케스탄을 제국
에 통합하려고 할 때 이 지역의 잠재성에 대한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곳은 유럽러시아로부터 지리적으로, 문화적으
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건너는 데 2개월이 걸리는 광활한 스
텝이라는 것 말고도 이곳은 이슬람문화에 의해 차르 관리들의 마음속에서
훨씬 더 결정적으로 고립된 곳이다. 18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맥락에
서 투르케스탄 지역에서 러시아제국의 행정은 전반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토착민 행정 위에서 느슨하게 중첩되어 있었다고 설명해야 하며, 카우프만
이 그토록 기를 쓰고 투르케스탄의 근대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55) Абашин,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и др (Ред.) (2008), С. 3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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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동시에, 그가 처한 역설적 상황을 잘 보
여준다.56) 왜냐하면 점령 직후에 러시아제국은 현지 토착민들의 기본 생활,
규범, 종교 등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토
착민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1865년, 1867년, 1886년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공표되었다. 우선적으로 1865년 8월 6일, 알렉
산드르 2세는 ‘투르케스탄 주의 행정에 관한 임시법(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б управлении Турк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ью)’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군민(軍
民) 합동행정시스템으로서 중앙에서 군사령관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며,
그의 손에 군민 권력 전체가 집중되는 일종의 군정체제를 용인하는 법령이
었다. 각 행정부서의 자리에는 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군권을 지니고 토착
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일반적인 감시를 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토착
민들에게 맡겨졌다. 즉, 전통적으로 이슬람의 콰디스법정(Qadis’ courts), 그리
고 연장자나 가장인 ‘악사칼((аксакал)’에게 많은 권력을 주는 토착민 행정
이 보존되었다.57) 이처럼 처음부터 지방행정이 토착민들에 의해 이루어졌
기 때문에, 정부의 과제는 토착민들에 대한 차르행정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58)
56) Jeff Sahadeo(2007), 32-33.
57) Jeff Sahadeo(2007), 111, 151, 158, 188.; 도시의 모든 구마다 악사칼들이 있었는데, 악사칼
은 가옥소유자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라이시(раисы)는 경찰기능을 담당하며, 바자르 시장
에 대한 감독과 공공질서를 감독하였다. 자캬치(закячи)의 직무는 세금징수원이었다. 흥미
로운 점은 지방토착민에게 카지예프(казиев)법, 특히 유목의 토착민들에게 비예프(биев)법
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이다. 재판관은 3년마다 선출되었다. Г. А. Хидоятов и В. А. Костец
кий(2003), 45.
58) 예컨대, 1866년에는 마흐카마(махкама)라고 부르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흐카마에
는 토착민 대표들에 의해 선출된 카지(казий)와 7명의 아글럄(аглям)이 포함되었는데,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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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867년 7월 ‘투르케스탄총독부 구성에 관한 법(закон о создании
Туркестан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을 채택함으로써,59) 러시아정부
는 식민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행정권력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60)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제국의 목적은 투르케스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
의 다른 왕국들에서 수행되었던 그러한 행정 및 정치제도의 구성에서 나타
난다. 그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배를 확고히 하고, 정치 ․ 경제적 삶에 대한
총체적인 통제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지닌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투르케스탄, 부하라, 히바, 코칸트를 서로 완전 격리하는 것으로서, 그들 지
역 사이에 자율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를 차단시켰으며, 그것은 러
시아제국이 이웃국가들과 국경을 확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종의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방법이었다.61) 그와 함께 러시아정부가 채택한 방법은 러시

게 해서 도시의 가장 부유한 영향력 있는 토착민들이 200명 이상 행정으로 초대되었고, 그
들이 마흐카마의 의원을 뽑았다. 그리고 마흐카마의 활동은 군사령관의 통제에 들어갔다.
Зияев, Х. З. и Буряков, Ю. Ф. (Ред)(1988), 150-158; Г. А. Хидоятов и В. А. Костецкий
(2003), 46.
59)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하는 시르다리야 오블라스치, 베르노예(오늘의 Алматы)를 중심으로
하는 세미레첸스크 오블라스치가 포함되었다. 시르다리야 오블라스치를 병합하면서 새로
운 행정-영토단위가 만들어졌는데, 1868년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자라프샨스크 관
구(округ), 1874년 페트로알렉산드롭스크(오늘날, Турткуль)를 중심으로 하는 아무다린스
크 부(отдел), 1876년에는 코칸트한국을 없애는 대신에, 노비 마르길란(페르가나)을 중심으
로 하는 페르간 오블라스치가 만들어짐.
60) 1867년의 ‘투르케스탄총독부 구성에 관한 법’은 투르케스탄에서 다양한 관습적인 법(카지
예프 법, 우예즈드 법, 임시군사법위원회, 오블라스치 행정 법, 사무국 법)의 존재를 용인해
주었다. 또한 차르 전제정은 무슬만 법(фикха), 가족법(адата), 민사법(шариат)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무슬만 국가들의 전통을 이해했다. 그런데 이것은 차르의 행정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투르케스탄 토착인구의 거의 95%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토
착민관리들, 즉 ‘카지예프’와 ‘비예프’의 원조를 호소하였다. Adeeb Khalid(1998), 서문, 1장.
61) 1869~72년에 영국과의 협정은 파미르고원의 편잡지역을 따라 경계를 나누었는데, 그에 따
라 타지크인의 지역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1881년 스코벨레프 사령관이 투르크메니야
를 점령한 후에는 이란과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그 해에 일리스키 크라이에서 차르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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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가난한 무토지 농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러시아 인으로 신도시
주민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었다. 타슈켄트가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수도가
되고 중앙아시아로의 팽창이 계속되자, 많은 러시아인 식민자들이 이곳으
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1886년 7월 12일, 알렉산드르 3세는 ‘투르케스탄 지방에 관
한 새로운 법(новое Положение о Туркестанском крае)’을 승인했는데, 그
것은 1917년 혁명 전까지 큰 변화없이 수행되었다. 그것은 행정조직, 법률
기구, 토지기구, 세금 등의 4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법은 총독부라는
단위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과 향후 제국 행정제도와 통일을 전제한 것이었
다.62)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전체면적은 170만 km²에 달했는데, 그것은 프
랑스와 독일 면적을 합한 것보다 두 배 정도 컸다. 타슈켄트의 구도시 오른
쪽에 조성된 신도시로 러시아인들이 몰려들어 왔으며, 구도시와 신도시는
1877년부터 도시두마가 허용되어 원칙적으로는 단일한 하나의 도시를 형
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바르톨트의 설명에서도 잘 지적되고 있듯이 러시
해 반란이 진압된 후에, 러시아군주와 청국황제가 협정을 맺었는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과 청국 사이에 현재의 국경이 만들어졌다. 최종적으로는 1885~87년, 1891년에
영국과 국경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투르케스탄에 광범위하게 섞여 살았던 중앙아시아인
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다. 그리고 1917년 혁명 이후, 최종적으로 중앙아시아인들은 5개 공
화국으로 분리되었다(Хидоятов и Костецкий 2003: 47).
62) 1886년 법에 따라, 투르케스탄 총독부는 ‘투르케스탄 총독부 평의회’라는 새로운 행정조직
을 덧붙이게 되었다. 이 평의회의 의장은 총독이었는데, 각 오블라스치의 군지사, 총독부
사무국 주임, 투르케스탄군 참모장이 포함되었다. 이 조직은 이 지역 행정과 관련된 문제
에서 법적 이니셔티브를 가졌다. 한편, 1877년에 타슈켄트에서 도시 두마법이 도입되었는
데, 그와 함께 두마에서 도시를 관리하게 되었고 도시의 경제도 두마에 달려 있었다. 도시
두마의원의 1/3은 토착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2/3는 러시아인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결과
적으로, 도시 두마에서 8만 명의 토착민은 21명의 의원에 의해 대표되었고, 3,900명의 러
시아인은 48명의 의원에 의해 대표되었다. 도시두마의 상위 기관은 시장인데, 총독 자신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전쟁장관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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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의 신도시는 “인구상으로 아랍인들보다 적지만 특권을 이용했고, 구도시
는 덜 배려받았다. … 유럽적 의미의 도시생활은 오로지 러시아인들의 신도
시에서만 존재했다.”63) ‘1897년 센서스’에 따르면, 타슈켄트 도시인구는 15
만 5,673명으로 기록되는데 1910년에는 총 20만 1,191명으로 증가했다. 그
들 중에서 러시아인의 숫자는 5만 4,500명에 불과했고, 인구의 대다수인 무
슬만은 토착민들 지역에 거주했다.64) 그렇지만, 투르케스탄 지역에서 토착
민들의 자연적 증가(20배)에 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인들을 포함
해) 인들의 증가(2배) 폭은 크지 않았음을 지적해야 한다.65)

4. 식민지 공간의 균열
1913년에 발간된 뺷러시아: 조국지리기록총감뺸 19권은 투르케스탄에 관
한 각종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묘노프(А. П. Семёнов-Тянь-Щански
й)와 바르톨트 등이 결론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이 책의 편자인 마살스키
(В. Ма-сальский)는 당대의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투르케스탄 인식에 대
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투르케스탄은 대부분 지금까지 먼 곳의, 잘 알려

63) В. В. Бартольд(1965), 50. 1886년부터 투르케스탄에서 ‘러시아-토착민 학교’라고 부르는
82개의 학교시설 설립이 준비되었으나, 구도시의 토착민들과는 상관없는 조치로 받아들여
졌다.
64) В.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1913), 607.
65) ‘1897년 센서스’에 따르면, 우즈베크인과 다른 토착민족들은 총 500만 명 정도였고, 1911
년에는 거의 600만 명에 이르렀다. 그에 비해, 러시아인의 숫자는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
스인을 포함해 1897년에 19만 7,000명, 1911년에는 40만 명을 넘었다. 결국, 14년 동안
(1897~1911년) 이 지역의 토착민 인구는 20% 증가했던 데 반해, 러시아인의 숫자는 2배
증가한 것이었다(Хидоятов и Костецкий 200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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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은 곳, 변경, 낯선 상태에 있는 곳, 열악한 조건에 있고, 머나먼 변두
리로 자신의 운명이 던져진 러시아인이 부득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그려진다”고 운을 떼며, “우리는 유럽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알제리, 이집트, 미국을 다녀왔지만, 학자도, 봉직자들도, 상
인들도, 사업가도 아닌 러시아인들이 투르케스탄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여
행하는 경우는 극소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것이 너무 드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투르케스탄
이 매우 “빠르게 발전적으로 변모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쓰
고 있다.66)
그렇지만 이미 타슈켄트 도시공간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철도건
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철도는 러시아 제국경제에 실제로 막대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으나, 군사-전략적 목적은 중요했다. 특히, 타슈켄트 공간의 변
화에 미친 ‘신(新)트랜스카스피해’ 철도의 위력은 매우 컸다. 1877년에는
카스피해 해안에 위치하는 우준 아다(Uzun-Ada)에서 출발하는 ‘트랜스카스
피해’ 철도가 전부였는데, 1888년에 이르면 사마르칸트까지 달리는 ‘신트랜
스카스피해’ 철도가 부설되었다. 철로의 첫 구간은 군대 수송을 목적으로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 크질 아르바트까지, 그리고 군사장비 수송을 위해
캅카스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건설되었다. 바로, 1888년에 이렇게 건설된 철
도를 통해 첫 기차가 사마르칸트에 들어왔고, 1899년에 철도는 타슈켄트를
지나 안디잔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제국의 중앙아시
아 정복은 이러한 철로건설에 의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캅카스

66) В.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1913), v-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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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지를 두고 있던 러시아제국 군대는 여기에서부터 배로 카스피 해를
빠르게 통과하고, 철도를 타고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부터 사마르칸트, 타
슈켄트, 안디잔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 즉,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 안디잔까
지 3천km도 넘는 장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19세기 말로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졌다. 물론, 타슈켄트의 공
간적 분리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타슈켄트의 동쪽은 신도시, 서쪽은 구도
시가 존재했으며, 동쪽에는 인종적으로 유럽인들인 러시아인들이, 서쪽에
는 아시아인 토착민들이 정착하였다. 러시아 정착민들은 양식과 다른 생활
용품을 토착민인 ‘사르트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들이 끌어오는 운하
의 물은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쪽에서 흘러오는 것이었다. 러시아인 정착민
들은 그 지방언어에 무지했으며, 계산이 서툴렀고,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
렸을 때 치료법을 알지 못했고, 더욱이 경작방식도 몰랐다. 그와 반대로, 토
착민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타르 한 압둘가파로프(Sattar Khan Abdulghafarov)
와 무히딘 호야 이샨(Muhidin Khoja Ishan) 같은 사람들은 양쪽 사회의 중
재자이자 무슬림 재판관(Qazis)으로서 식민지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
데, 그래서 분리해서 거주하면서 되도록이면 마찰을 빚지 않는 방법이 막
중한 의미를 차지했다.67)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면 다양한 계급적 배경을 가진 러시
아인들이 타슈켄트로 몰려들면서, 러시아정착민들 사이에서 계층적, 계급
67) Jeff Sahadeo(2007)의 연구는 양쪽 사회를 드나들었던 토착민사회에 대해 간략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 이 주제는 20세기 초 자디드(Jadids)의 활동과 관련해 더욱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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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분이 뚜렷해지게 되었다. 식민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들어온
퇴역군인들과 농민들, 신 트랜스카스피해 철도를 타고 유입된 철도노동자
들 등 새로운 계층의 유입자들이 생겨났으며, 시간이 갈수록 정착민들 가
운데 분화가 일어났고, 기존의 정착민들과 나중에 유입된 정착민들 사이에
긴장관계도 생겨났다. 또한 러시아인 지식층도 다양한 노선으로 갈라졌는
데, 투르케스탄의 전임총독인 카우프만과 같은 계몽적 자유주의자,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타슈켄트의 식민자 러시아인들의 탐욕, 군사적
모험주의, 부도덕성, 그리고 악덕을 비난한 살티코프-시체드린과 같은 진보
주의자, 그리고 사회혁명당 좌파 등 입장이 다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착민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타슈켄트 병합 이후
은폐되었던 양쪽의 불만을 일시에 터뜨리는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
었고, 무엇보다도 분열의 시작은 타슈켄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68)

Ⅳ. 나가는 글
탸슈켄트는 ‘투르케스탄’의 중심도시로서, 1865년에 러시아제국에 병합
된 이후에 매우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첫째, 타슈켄
트는 면화 대체생산지로서의 잠재성, 아시아에 인도식민지를 지니고 있던
68) 콜레라봉기에 대해서는 Jeff Sahadeo(2005), 117-139 참조. 1892년 콜레라 예방조치를 둘
러싼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토착민들은 통용되는 관습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만 가혹
하다고 판단하고 평화시위를 벌였는데, 하층민 러시아인들이 폭력으로 대응하여 적어도 80
명의 ‘사르트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로 번졌다. 어느 누구도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막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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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의 ‘거대게임(great game)’으로 말미암아, 전략적 ․ 경제적 의미를 동
시에 지니는 ‘식민기지’여야 했다. 둘째, 타슈켄트는 1867년 이후 투르케스
탄 총독부의 수도가 되면서, 식민지에서 ‘문명화의 사명’을 강조했던 다른
유럽제국들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러시아제국을 구현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가장 ‘유럽적인’ 근대성을 보여주는 식민도
시가 되어야 했다. 셋째, 고대부터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타슈
켄트는 러시아제국에 통합되기 이전까지 그리스문명, 페르시아문명, 아랍
문명, 몽골문명 등이 교차하며 발전한 ‘문명의 집산지’였으며, 러시아제국
에 군사적으로 병합된 이후에는 이슬람이 우세한 이 지역에서 기독교의 문
명적 대안(정교회)으로서 ‘러시아’의 근대성을 시험하는 지렛대가 되어야
했다. 넷째, 타슈켄트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러시아제국에
게 제국을 떠받치는 ‘중추’여야 했다. 오랫동안 러시아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제국 동쪽의 주변지역, 즉 중앙아시아(그리고 아시아의 시베리아)는 후진적
인 지역으로서 러시아가 짊어져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보였으나, 통치
자들은 러시아제국의 정통성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력 유지와 직접 관
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투르케스탄 없이 러시아
제국이 유라시아제국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략적, 경제적
의미의 식민기지, 유럽적 근대성을 이식해야 하는 식민도시, 이슬람과 기독
교 문명의 접점으로서 러시아적 근대성의 지렛대, 유라시아제국을 떠받치
는 중추로서 타슈켄트가 러시아제국에 대해 지니는 도구적 또는 모순적 관
계는 처음부터 양자 관계를 규정하였다.
타슈켄트의 이러한 복합적 성격은 그대로 도시공간에 표현되었다. 타슈
켄트는 향후 투르케스탄 정복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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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행정단위로 보면 제국행정의 전체적
구조 속에 정상적으로 안착한 것이 못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구
조는 상층부에는 강력한 전권을 휘두르는 총독과 관료기구가 존재하였던
것에 반해, 토착민들의 행정은 토착민들의 이슬람 관습과 전통에 의해 유
지되는 이중구조가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투르케스탄 식민지체제 안에서
러시아제국은 군사력, 경찰력 등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행정, 법, 교육, 종교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러시아 식민자들의 인구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토착민들에 대해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러시아제국 권력에 의한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제국은 도시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토착민
사회에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대영제국의 인도식민지,
그리고 프랑스제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제국의 식민
지인과 피식민지인 사이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차이와 배제, 그리고 분
리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다. 러시아인 통치자들은 안호르 운하를 사이에
두고 구도시 오른쪽에 유럽적인 타운을 건설하였고, 3개의 방사선 구조가
펼쳐지는 넓은 대로, 가로수길, 흰색 방갈로, 거대한 규모의 공공건물을 건
설했다. 이러한 신도시의 건설은 구도시의 더러운 골목길과 완전히 비교되
는 유럽적 근대성의 우월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고안되었
던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중앙아시아 전반에 대한 러시아제국의 식민지정
책이 타슈켄트 병합과 함께 진행된 도시공간의 형성과 변형에서 중요한 배
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 대한 식민정책은 처음부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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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제도화를 수반하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었으나, 제국의 중심부와 외
부세계에 ‘러시아의 근대성’을 과시하고 선전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공간
구조에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제국이 타슈켄트에서 만들어낸 ‘근대
적’ 도시공간은 기실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력의 열망, 다수를 차지하는 토
착민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 등을 투사하는 ‘전근대적’ 공간이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토착민들과의 격리를 본질로 하는, 토착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 새롭게 지어진 ‘이질적’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타슈켄트의 도
시공간에서 토착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구도시는 높은 수준의 학문단체, 교
육기관들, 언론매체, 종교기관 등 ‘유럽적 문명’을 나타내는 신도시와 별개
의 세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타슈켄트 도시공간은 ‘근대성’이 주장되었으
나 원천적으로 근대성을 봉쇄한 ‘역설적’ 공간이었다. 19세기 말로 갈수록
분리와 배제에 기초하는 타슈켄트 공간구조는 여러 다양한 도전을 받았으
며, 특히 양쪽 사회의 경계를 넘나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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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앙아시아는 국가건설(state building) 및 민족건설(nation building)의 발
전 과정에 있으며, 이런 관계로 중앙아시아 사회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
문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1991년 소연방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는 러시
아와 소련의 유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 정체성 확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뺷노어노문학뺸, 제24권 3호(2012년 가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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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가발전 과정에서 상징적 요소가 매우 강조되었다. 다양한 문화 기호
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2년 현재, 소련이 해체된 지 21년이 경과되었지
만, 신생공화국의 국가발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든지, 혹은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을 경험하든지 관계없이 신생공화국
의 국가발전에는 특별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신생공화국의 국가건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까? 신생국의 국가정책 일환으로 등장한 국가적 신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신생공화국은 이를 토대로 어떠한 문화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1991년 소
연방 붕괴 이후 많은 국가들이 신생 독립국으로 출범했다. 베를린 장벽 붕
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의 급
속한 도입과 동시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새롭게 체제건설과 국가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소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발틱공화국들은 과거부터 유럽 정체
성을 가지고 있어서 급속하게 서구화 중심의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고는 신생 독립공화국 중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그중에서도 타지키
스탄의 국가건설을 중심으로 논지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
역은 신생공화국 중에서 대표적으로 공동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국
가건설의 과정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아시
아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역사적 전통뿐만 아니라 유사한 역사적 과정이
나 문화적 동질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타지키스탄은 매우 특이한 문화적 유형을 가
지고 있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에서 강조되고 있는 페르시아 문화, 아리
안 신화, 조로아스터교는 신생공화국의 민족 만들기, 국가발전 과정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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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
시아 5개국 중에서도 투르크문화권이 아니라 변별적인 페르시아 문화권 지
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즉 신생공화국의 국가 건설에는 하나의 특정한
문화적 요소가 강조되는바, 이러한 견지에서 특이한 문화 유형에 속하는
타지키스탄이 국가건설 과정에서의 문화적 요소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실제적인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고는 지역적 특수성과 국가발
전 현상, 그리고 특정 지역의 문화 유형을 통해 형성되는 다양한 사회문화
적 토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타지키스탄의 역사적 유산은 종국적으로 신화
적 요소, 종교적 현상으로 전승된 문화 기호, 문화 체계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 논고는 신생공화국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건설 과정에서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유산은 무엇일까? 중
앙아시아의 고대 시기부터 존재한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유산은 종교, 문
화적 유형으로 현재까지 전승되어 왔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문화적 요소를
국가발전 과정에서 강조했다. 독립 이후 내전을 치른 타지키스탄의 경우에
는 다른 어떤 중앙아시아 국가보다도 더욱더 국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것은 자국민을 하나로 결속할 수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리안 신화는 다른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 차별성을 가진 민족 정체성을 타지키스탄에 부여하였다. 즉
타지크인과 유럽인의 인종적 유사성을 상기시킴으로써 타지키스탄은 유럽
정체성을 소유한 국가이며, 미래의 국가 발전도 유럽적 지향성으로 진행되
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의지적으로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타지크 민족의 역사 형성 및 페르시아 문화는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유목민족 제국사의 국가 권력 기호를 파악하는 상징적 체계이다.

3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본 논고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본질과 국가 건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앙아시아는 혼성적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문화의 총체적 지대로서의 의미가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투르크 민족과는 변별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타
지키스탄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국가건설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제2장에서 신생공화국의
국가건설과 문화요소의 일반적 함의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고의 핵
심적인 내용으로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과 문화 요소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다. 4장에서는 타지키스탄 이슬람과 국가건설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Ⅱ. 신생공화국의 국가건설과 문화 요소
1. 중앙아시아 국가건설과 문화 요소 - 민족 정체성 및 민족주의
신생독립국의 체제전환은 강대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했던 사건이다.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탈식민지화 과정에
서 체제전환이 일어났다. 라틴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였다. 신생독립국의 국
가건설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국가건설은 경
로의존적이라는 함의가 형성되어 있다. 즉 국가건설에는 변화보다는 지속
성이 강하다는 것이다.1) 가까운 20세기를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
1) 고상두(201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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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국가들은 극심한 국가적 혼란을 겪었다.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소련은
전 세계 5천만 명의 전쟁 희생자 중에서 약 2천만 명의 엄청난 인명 손실을
당했다. 그러나 소련은 전쟁의 보상을 받았다. 그것은 승전국으로서의 대우
였다. 동유럽 국가들을 위성국가로 세울 수 있었으며,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정부가 실질
적으로 통치한 동유럽 국가들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체제의 발전
상 비슷한 국가적 경로를 거쳤는데, 소련의 절대적 지배를 받았다는 공통
적 특성이 있다. 중앙아시아는 1920년대에 소련의 구성공화국에 포함되었
지만, 소비에트 체제라는 틀 속에서 국가건설이 이루어졌다.
동유럽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가동되면서부터 서서히 소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 과정을 밟아나
갔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미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있을 때부터 탈소
비에트화의 작은 변화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
시아 국가들은 국가건설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었다. 투르크문화권
에 속하는 중앙아시아가 처음 채택하고자 했던 국가건설 방식은 터키모델
이었다. 터키모델의 특징은 철저한 세속주의이다. 20세기 초엽 터키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터키는 세속주의를 강조하는 범투란주의를 채택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건설에 응용하였다.2) 20세기 초, 터키공화국의 대통령인 아타 투
르크는 터키를 근대적 방식으로 개조하는 일에 착수하였으며, 정치적 도구
로서 권위주의 정권을, 교훈적 도구로서 세속주의를 강력히 천명하였다.3)

2) Horak(2010), p. 65.
3) Hermann(2003),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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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도 터키 공화국이 그랬던 것처럼, 독립 이후 세속적 권력을 강
조했다. 그 이유는 독립 초기 국가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지 못했고, 국가
를 형성하고 독립국가로서 국가건설의 창대한 디자인을 아직 가지지 못했
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기존의 정치 체제에 몸담고 있었던
정치 엘리트들이 스스로 국가정체성을 계획하고 유지시켜야만 하였다. 독
립 이후 선출된 대통령과 정치 권력자들은 대부분 소연방 시기부터 자신들
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통치를 지속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시
민들의 광범위한 민족정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이 간주하고 있던 국가건설의 장애물
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던 과거의
정치적 유산이나 정치적 부담이었다. 즉 스스로 민족국가를 창출하지 못했
다는 나약한 주권 의식이었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러시아와 소련의 역사적
유산이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로서는 마치 식민지 국가처럼 자신의 조
국이 다른 이민족에 지배당했다는 허약한 주권 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러시아는 정치적 침탈 국가였다. 러시아는
몽골의 유산과 차르의 유산을 동시에 소유한 국가였다. 이러한 전통의 유
산은 소비에트 통치의 합법적 유산으로 계승되었다. 소비에트 체제는 공산
주의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타민족의 전통적 유산을 부정하는 식민 사관
을 가졌다. 예를 들면, 카자흐나 키르기스 민족의 기본 문화 정체성인 노마
드 문화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념에 따르면 계급이었다. 즉 소비에트시기
에 노마드 사회는 계급사회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1930년대에 노마드 사
회는 소련 통치자들에 의해 일종의 봉건적 체제로 그 정체성이 왜곡되었다.
즉 현대화 이전의 저열한 문화 형태로 해석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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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스탈린의 집산화 정책을 통해 노마드 문화는 소비에트의 공격 대상으
로 격하되었던 것이다. 소비에트는 19세기에 제국러시아가 시행하고 적용
한 개념을 받아들였다. 즉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수준은 슬라브 문화에 비
해 떨어진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슬라브 민족은 우월한 문명적 자산을 가
진 민족이지만, 반면 중앙아시아 민족은 열등한 문화적 수준을 지닌 것으
로 간주되었다.4) 이런 해석에 따른다면, 역사적으로 러시아 문화와 이질적
인 관습과 생활양식을 지닌 중앙아시아의 민족정체성은 러시아와 소련의
지배를 거치면서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사회에 민족정체성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난 현상을 정의한다면, 이는 탈소비에트 문화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소
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등장했다. 포스트소비에트의 체제 전환과 국가건설 시기에
민족주의는 핵심 연구 주제였다. 그것은 체제 전환에서 출현한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다. 동시에 민
족주의는 신생국가의 발전을 예측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
족주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각국은 평화와 갈등이라는 관성의 움직임을 보
였고, 통합과 분화의 형태로 문화적 요소가 표출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국가발전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3가지 측면으로 제기되었다. 즉 ‘민족주의
는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는지, 민족주의가 다른 국가발전의 특성보다도 더

4) 소련 민족정책 입안자들은 ‘사르트’(sart)라는 민족명을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사용하지 못하
도록 막았는데, 이는 이 단어가 투르크 정착 민족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우즈베크’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우즈베크 칸의 통치자인 샤이바니 칸과
칸국을 건설한 민족그룹을 의미하였다. Manz(2003), pp. 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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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민족주의
가 출현하고 있는가?’ 등이다.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을 해석할 때에 앤서
니 스미스와 어네스티 겔너는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스미스가 전통
적이고 족보적인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면, 겔너는 구성주의 및 도구주의
방식으로 중앙아시아 문화를 해석하고 있다. 앤서니 스미스와 반대되는 입
장에 있는 베네딕트 앤더슨은 중앙아시아 사회를 창조되고 상상된 공동체
로 바라보았다. 민족 국가는 부단히 창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상의 행위를 구조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겔너는 이러한 차원
에서 민족주의를 실패한 문화적 인자로 간주하였다.

2. 역사성, 전통성으로서의 중앙아시아
그렇다면 국가건설의 동인으로서 역사성이나 전통성은 이들 신생공화국
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기본적으로 국가건설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통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의식과 정서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소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및 캅카스 국가들이 국가 정체성의 주
요한 모티프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역사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모티프로
는 민족의 영웅, 민족의 영웅적 유적지, 위대한 역사적 세기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문화적 모델은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성이었다. 중앙아시아 사회
에 널리 수용되어 온 친밀한 문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
래서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은 더욱더 전통성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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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과거 회귀의 역사와 문화는 중앙아시아 민족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강력한 견인 요소이다.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폴라코프는 “외부로부터 익숙하고 전통적
인 생활 방식으로 소개되는 새로운 그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거부”가 전
통이라고 정의한다. 즉 전통주의는 단순히 새로운 것과의 투쟁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전통은 “과거의, 원시적인, 그리고 전통적 모델에 따라 삶의 방식
의 지속적인 수정을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것”5)이다. 이러한 전통성 속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화를 강조하며 이를 국가건설에 적절하게 활용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앙아시아 국가건설 과정에서 민족 정
체성이나 민족주의와 같은 일종의 문화 요소가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6) 역사성과 전통성은 중앙아시아 국가발전의 통합적 요소로 기능
한다. 전통은 소멸될 수 없는 국가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어떤 국
가라도 사회적 통합성을 원하지 않는 지도자는 없으며, 정치가들도 사회통
합 요소로 전통의 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7)
중앙아시아의 국가발전 과정 속에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민족주의나 민족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나타났다. 정치엘리트들도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중앙
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은 과거의 신화를 강조하고 영웅적이고 역사적인 장소

5) Poliakov(1992), p. 4.
6)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사회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아주 상당할 정도의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세계적으로 민족성과 민족주의 주제는 매우 강력히 새롭게
부각된 주제였다.
7)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2011),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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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8) 예를 들면, 타지키스탄에서는 민족주의를 국민
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아리안신화를 널리 퍼트렸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마나스 영웅 신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각국은 고유한 민족어
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는데, 이것도 민족주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히 우즈베크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일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다민족문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전히 러시
아어와 카자흐어가 공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 이후 카자
흐어를 국가의 핵심적 가치로 고양시켰다. 민족주의의 전통성으로 타지키
스탄은 위대한 선조의 시대였던 ‘사만 왕조’를 부각시켰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 민족의 영웅적 인물로 세계제국을 건설한 티무르를 국가의 상징
적 인물로 내세웠다. 타지키스탄은 사만 왕조의 창건자였던 이스마일 소모
니를 숭배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민족 주체성이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과거의 전통에만 머무르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이 지
역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고가 여전히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
앙아시아가 아시아적 전제정치의 특성이 있었던 농업중심의 사회였기 때
문이다. 중앙아시아의 여성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억압받는 이미지로 나타
났다. 올코트는 “중앙아시아 사회는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 안의 여성의
역할은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하였다.9) 이러한 사실은 중앙아시아 사
회가 전통성을 중시 여기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과

8) 정세진(2007), pp. 752~762.
9) Olcott(1991),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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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이 지역의 가장 지배적인 문화는 이슬람이나 투르크적 전통성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남성 중심의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휴일,
영웅과 위인들에 대한 숭배가 민족정체성의 강화로 나타나면서 명예를 획
득한 인물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나 위대한 문학가
인 나보이에 이르기까지 남성이 민족주체성 강화의 중심으로 등장했다.10)
러시아어로 명명되었던 거리 이름이 재부여될 때에도 대부분 남성 중심이
었다.
신생공화국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민족 주체성은 어떤 시기에 발전되었
을까? 소연방 시기에 중앙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 특성이 국민들의 신념 체
계로 강력히 정착되지 못했다. 소연방이 창설된 이후로 현대화 과정이 진
행될 때에 연방 지도자들은 중앙아시아에 압축된 아코디언 효과와 같은 형
태로 급속하게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짧은 기간 내에 민족 국가가 탄생
할 것이라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연방 출범 이후에 각 민족의 주체
성을 살려 민족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비에트 식의 민족정책
은 중앙아시아 민족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못했다. 짧은 시간 내에 민족 주
체성은 발현될 수 없었다.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소비에트 체제로부터 매우
강력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았다. 스탈린은 집단농장을 시행하면서 아주
빠른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에
게는 재앙이 되기도 했다. 즉 강제집산 과정 속에서 노마드 문화의 정체성
을 가지고 있던 카자흐 민족뿐만 아니라 우즈베크 등 정착 민족들 사이에
10) 여성들은 억압받는 측면이 있다. 즉 1996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페르가나 축구경기장이 재
개장하였을 때, 일종의 세리머니가 있었는데, 소녀들은 남성 청중 앞에서 춤을 주었다. 이
것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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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엄청난 인명 손실로 다가왔던 것이다.11) 중앙아시아는 대체적으로
1991년 독립 이전까지 민족주체성을 스스로 가지지도 못했고 민족주의를
강조할 만한 그 어떤 모티프를 강력히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다.

Ⅲ. 타지키스탄 국가건설과 문화요소의 상관관계
1. 타지키스탄 국가건설 과정
그렇다면 국가건설과 문화요소의 상관관계가 타지키스탄에서는 실제적
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타지키스탄 국가건설의 모델은 타지키스탄의 중세 국가였던 사만 왕조
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현재 타지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견고한 사회적
전통이 이루어졌던 세기가 사만 왕조의 시대(875~999년)였으며 이 왕조가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 국가 건설의 정형화된 모델로 인식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 시기를 타지크 민족의 전통성에 입각한 국가
건설의 전범(典範)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왕조부터 타지크 민족의 국가성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지 시작했다.12) 그러나 이 왕조
이후에 타지크 거주민들은 여타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들과 동일한 거주
지에서 삶을 영위해 나갔다. 타지키스탄은 중세 시대를 지나 러시아가 중

11) Philips and James(2001), pp. 28~31.
12) Джабборов(2004),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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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시아를 정복하던 시기까지도 우즈베크 민족 등과 섞여서 거주했던 것
이다. 현재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속하는 과거의 부하라한국, 히바한국
등에서 타지크와 우즈베크 민족은 공존하면서 살았다. 소비에트 시대에 들
어와 타지크 민족은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1929년에 정식으로 타지
키스탄공화국이 소련의 구성공화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하라와 사
마르칸트 등 과거 타지크 민족이 대부분 거주했던 지역은 우즈베키스탄공
화국으로 할당됨으로써, 타지크 민족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타지키스탄
공화국에는 파미르고원 등 산악 지역이 할당되었다. 소연방 통치자들이 자
신들의 통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임의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전략적 지대를 상실했다. 이것은 타지키스탄이 일관되고 통
합된 근대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소비에트시기
에 단일한 민족 주체성을 가지고 통합된 현대 국가로 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3)
1991년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은 매우 격심한 정치적 격변에 시달렸다.
소연방 해체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내전이 발생하였다. 과거 타지키스탄 공
산당 진영과 이에 반대하는 이슬람 반군과 민주그룹이 대립하였다. 즉
1991년 독립 이후 10년 정도 타지키스탄은 어떠한 국가발전의 선택을 주체
적으로 할 수 없는 허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1992~97년 내전 동안에
국가 경제는 붕괴 상태였고 국가 통치 체제는 전혀 정비되지 못했다. 내전
의 종결 이후 러시아군이 타지키스탄의 국경을 경비하는 등 러시아 군대가
타지키스탄에 주둔하는 일까지 벌어짐으로써 매우 어려운 국가 건설의 상

13) Carlisle(1995),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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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놓였다.14)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페르시아문화권에 속
하는데, 내전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겪게 되었다. ‘라스토헤즈’ 타지키스탄
야권 세력과 타지키스탄 민주당(DPT), 그리고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
(IRPT)이 반군세력을 형성하여, 집권세력과 충돌하였다. 당시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의 통치 그룹은 과거 구공산권 출신이었다. 소연방 시절의
정치 엘리트들이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군세력
은 당시 타지키스탄 나비예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타지키스탄에는
지역주의가 매우 강력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당시 집권공산당은 후잔
트와 쿨랍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민족주의와 민주개혁을
지지하는 정당은 여타 지역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15) 공산통치 70년
동안에 다른 지역보다 산업화된 후잔트 지역 출신의 정치 엘리트들이 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전의 심각한 원인이 되었다. 가름(Garm)
과 파미르(pamir)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소외되었다.16) 내전
와중에 나비예프 대통령은 사임하고 1994년에 라흐모노프 대통령이 집권
하여 지금까지 18년 동안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6월 평화 협정의 체결로 내전은 종식되었다. 1997년 6월 27일 당
시 구공산권 집권 세력이던 에모말리 라흐모노프 대통령과 개혁연합세력
(United Tajik Opposition: UTO)은 모스크바에서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후에
국가화해위원회(CNR)가 창설되었다. 타지키스탄 헌법도 개정되었다. 공식
적으로 반군 무장 세력은 정부군으로 통합되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

14) Mullojanov(2007), p. 88.
15) 김대성(1999), p. 272.
16) 위의 책, p. 265.

∙ 316

신생공화국의 국가 건설과 문화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타지키스탄의 예를 중심으로

던 5만 명의 피란민들은 UN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지원으로 새로
운 거주지를 찾게 되었다. 1999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그리고 2000년 2
월에 의회 선거가 시행되었다.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7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개혁연합세력의 무슬림 인사들은 라흐모노프 대통령의 신내각
에서 고위직을 임명받게 되었고 상당한 권력 배분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 유엔(U.N.)은 공식적으로 ‘타지키스탄 평화 위원회’ 활동을 종식했
다.17) 평화 협정이 이루어졌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타지키스탄 정부가 반군
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었다. 즉 타지키스탄 정
부군이나 반군은 내전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전망이 부족했기 때문에 평
화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내전 시기에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반군세력인
UTO를 제거할 수 없었고 국내의 모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18)
UTO도 당시에 정부군 못지않은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 정부를 대
신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19)
내전 직후 라흐모노프 대통령의 정치적 권력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지
만, 그는 평화협정 이후 매우 강력한 국가건설의 모토를 준비하기 시작했
다. 그 자신은 “민족국가의 형성”과 “대통령 권위의 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 이후 즉각적으로 국가건설과 체
제전환의 시기에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주의를 강화해 나갔듯, 타지키스탄
도 일종의 그러한 경로를 의식적으로 따라갔다. 즉 빈약한 정권의 취약성
을 극복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정부도 민족주

17) Lynch(2001), p. 49.
18) Iji(2005), p. 190.
19) Johnson(1998),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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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강화해 나갔고 타지키스탄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시행하였다. 이것
은 신생 독립국인 경우 국가정체성이 초기에 정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정부가 필수적이라는 논리에 따라 독재정권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지키스탄에서는 내전 이후 국가건설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3장
2절에서 살펴보듯이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
했던 것이다.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러시아식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이름을 고쳤는데, 현재는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으로 명명되고
있다(이하 라흐몬으로 표기). 그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나 나자
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처럼 장기집권의 플랜을 실행하고 있다. 라흐
몬 대통령은 내전이 진행되던 1994년 처음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2006년
대선을 통해 3선에 성공하였으며, 외면적으로 타지키스탄의 내정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특히 이 선거로 라흐몬 대통령의 강력한 중앙 권력에 의해
정치적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공고해졌다. 특히 의회 선거에서도 여당은 야
당에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외견상 타지키스탄의 정치 질서는 현재 순
조롭게 진행되고 있다.20) 라흐몬 대통령은 출생지인 ‘쿨랍’ 지역의 인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1)
그는 내전을 종식하면서 쿨랍 출신의 통치 집단을 형성해왔으며, 국내
정치 분야를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상당한 정도 독재적 체제를 굳혔다.
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각 주의 지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 대통령은

20) Abdrakhmanov(2007), p. 25.
21) e-Eurasia, Vol. 38.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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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력뿐만 아니라 지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라흐몬 대통령은 2013년의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020년까지 장기간 권
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22) 야당은 존재하고 있지만, 라흐몬 대통령이
1994년 이후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있는 측면을 고려
해 본다면, 대통령의 지위는 매우 안정적이며, 그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건설
은 외견 성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
탄처럼 독재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라흐몬 대통령이 강력히 천명하고 있는
국가건설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문화적, 역사적 주체성이며 이것이 국가
건설의 모티프로 작동했다. 즉 대통령이 된 이후 자신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타지크 문화유산을 강력히 강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2 국가건설과 문화 요소 - 아리안 문화와 민족 전통
1991년 독립 이후 국가건설 과정과 문화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점은
실제적으로 그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건설 과정에서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내 이슬람 원리주
의 세력의 테러행위 등을 방지하고 국가 내정을 장악하기 위해 문화적 가
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딜립 히로가 언급하듯,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
크 민족이 이슬람을 수용하기 이전의 타지크 역사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전

22) 대통령은 상원의원의 1/4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상원 의원은 34
명이 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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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 반군 세력이 여전히 타지키스탄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스스로가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23) 그는 독립 15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을 ‘아리
안 문명의 해’로 지정한다고 2003년 9월에 발표했다. 타지키스탄 정부에 따
르면, 2006년은 타지키스탄에서 아리안 문명이 시작된 2,700주년이 되는
시점이 된다. 정부가 역사적인 아리안 문명을 국민들에게 널리 강조하는
것은 8세기 이슬람이 전파되기 이전의 타지크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함으로
써 이슬람 이전 민족 문화의 가치성을 더욱더 내세우기 위함이었다. 타지
크 민족은 종교적으로 원래 조로아스터교와 밀접하다는 의미로 아리안 문
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온라인으로 2004년에 아베스타 뉴스 에이전시
(Avesta News Agency)를 설립, 운영하였다. ‘아베스타’는 아리안 부족들에
의해 번성하였던 시기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경전이다.24)
정부는 2004년 이후 아리안 문화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과거 고대의 역사
적 유산을 국민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렇다면 아리안 문화와 국가발전은 어
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첫째, 아리안 문화는 민족 주체성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다. 라흐몬 대통
령은 기념제의 목적은 “세계 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아리안의 역할과 기여
에 대해 연구하고 알리는 것, 민족적 의식과 민족자결의 발생에 대해 교육
시키는 것, 민족과 문화 사이의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
식 기념제는 국가기관이 주도하였다. 이 행사는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을

23) Hiro(2009), p. 349.
24) Ibid.,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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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민족 정체성 작업을 지지해주고 근거를 제공하는 출판물 발행으로 시
작하였다. 타지키스탄 역사연구소에서 국제적 콘퍼런스 행사는 2006년 10
월에 개최되었다.25) 소연방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공화국 중에서 가장 취약
한 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던 타지키스탄에게 서구적 문화의 근거로 이해되
던 아리안 문화는 타지크 민족이 과거에 위대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었다. 국가건설에 있어 새로운 정치적 신화가
창출되었다. 아리안 문화는 국가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문화적 요소로 매우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둘째, 국가건설의 문화적 근거를 아리안 시대에서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아리안이라는 용어 속에는 정복을 향한 열정, 정치적 의지, 국가 창조의 능
력, 에너지와 예술적 재능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이
다. 독립 이후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전의 상처는 국가의 극복 대상이
었다. 정치적 이질성,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열된 격심한 지역주의 등의 문
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국가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모든 민족
이 그렇듯이, 민족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데올로기 주창자로
서 민족의 단결과 고양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은 분명한 문화적 전통
이 될 것이다. 각 국가는 그러한 점에 호소한다. 위대한 선조라는 이미지는
대부분의 다양한 민족주의자들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26)
25) 그런데 이 행사가 시작되기 이전, 만(卍)자로 장식된 기념제를 알리는 선전적인 광고물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준 것도 사실이었다. 만(卍)자의 사용은 논쟁을 유발했고, 소그드(the
Sogd)지역의 정부 이념 부장인 샤리포프(A. Sharipov)가 문양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
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는 유럽에서 나치와 전투를 했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연합 회원들이 만(卍)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 광고물의
의미는 단지 “태양의 영원한 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Laruelle(2007), p. 58.
26) Shnirelman(201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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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역사적 요인으로 타지크 민족이 아리안계로 확실히 인정된다면,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
적 위치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민족 그룹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페르시아 문화권의 주자인 타지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주도적 민족 그룹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러한 역
사적 근거에서 찾았다. 예를 들면,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는 원래는 타지크
민족에게 속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타지크 민족은 매우 소중하게 가지
고 있다.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는 민족적 자산이다.
타지키스탄 국립 역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아리안 문화 등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들 학자들은 국가의 정치세
력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받고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
의 정치적 권위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학문적 연
구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포스트소비에트시기에 각 국가들
의 학문적 목표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당성 획득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와 민족의 기원을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올바로 인식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자들의 목표였다. 타지키스탄은 이를 장려했다.
라흐몬 대통령이 아리안 문명의 해를 선포하자 이를 대표적으로 옹호한 타
지키스탄 학자는 역사가인 네그마토프(N. N. Negmatov)였다. 그는 강력한
국수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히틀러와 게르만 파시즘에 대해
“뻔뻔스럽게 고대의 농경문화와 재능을 가졌던 아리안인의 이름을 모독했
다”고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어 신문인 나로드니야 가제타에서 밝혔다. 네그
마토프는 라흐몬 대통령이 타지크 민족 정체성을 아리안과 공식적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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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지지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27)
왜 사람들이 그들의 객관적인 역사적 기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빼앗는가? 우리의 아리안 선조가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우리
의 인종 문화적 유산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가? 타지크인은 아리안인의
땅에서 난 직계자손이다.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지식인들이 아리안 문화를 강조했던 이유는 이슬
람보다도 더 중요한 문화 요소로 세속적인 문화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국
가건설의 방향성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은 라흐몬 대통령 등 정치가들은 세속적이고 문화
적인 가치가 국가 내에서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28) 타지키스탄
과학 아카데미는 이러한 근거를 확증하기 위해 아리안 문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특히 조로아스터교에 관한 수많은 간행물이 나왔는데, 이는 아리
안주의(Aryanism)와 강력히 연결되어 해석되었다. 최근에는 조로아스터교
의 탄생을 중앙아시아에서, 더 세부적으로는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 아
닌 과거의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와 이집트 신화 역시 간접적으로는 타지키스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베스타는 타지크 민족과 고대 아리안 사회의 민족 집단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이다. 아베스타는 신뢰할 만한 역사적 사료로 받아들
여졌다. 학자들은 조로아스터교가 아리안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7) Народная газета, 2006. (марта, 24).
28) 정세진(2009), p.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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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면서 아베스타에서 묘사하는 타지키스탄에 위치한 산과 강을 살
펴봄으로써 고고학과 역사지리 분야에서 아베스타와 아리안 문화가 가깝게
연계되어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즉 이란세계(Iranian World)의 동쪽에 위
치한 타지키스탄에서 더욱더 선진적인 종교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축적
되어 있었다고 타지크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타지키스탄 학자들은 아리안 문화를 강조하면서 아리안 문화와
결부된 페르시아 문화를 강조하였다. 독립 이후 투르크 민족 등 중앙아시
아의 주도적 민족 그룹보다 국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페르시아 문화권
의 타지키스탄으로서는 이란과의 경제 협력 등을 위해서 페르시아 문화의
우월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도 국가건설 과정
에서 페르시아 문화의 특별한 가치를 강조했다. 정부는 중등학교에서 이란
어 교육을 장려했으며, 이란과의 문화 교류 협정으로 이란어 교육을 강조
했으며, 이란은 이란어로 된 엄청난 양의 책을 무상으로 공급했다.29) 수도
두샨베에는 주간 저널 출판에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 페르시아어 발전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이란의 지원, 그리고 페르시아 문학에 대한 정기 학
술회의가 행해졌는데, 이것은 양국 문화부가 정식으로 협정을 조인해서 활
동했던 문화 교류의 일부분이었다. 저명한 타지크 문학가인 라잡 아마노프
는 현대 이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세기에 들어와 페르시아문화권
인 이란-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은 3국 공동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두샨베
에 개원했다.30) 또 실제적으로 에너지, 천연 자원, 그리고 3국을 육지와 바
29) 특히 이란은 중등학교에는 1993년에 25만 권의 이란 책, 1996년에는 40만 권의 이란 책을
타지키스탄에 공급했다. 그리고 12만 권의 페르시아어 알파비트 책들도 공급했다. Mesbahi
(1997),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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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연결하는 방송 케이블망 분야 등 문화 ․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협력할 가
능성이 충분했는데, 이러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상호간에 문
화적 요소로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3개국은 페
르시아 문화권으로서 서로 교통 가능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타지
키스탄이 국가건설 과정 중에서 보여주고 있는 탈러시아 경향의 분위기가
3국을 한층 밀접하게 이어주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은
과거에 타지키스탄을 ‘세미 소비에트’(semi Soviet) 국가로 간주했다. 그러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와서는 종전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이 두 국가가 타지키스탄에 대해 생각하는 사고의 변화도 국가발전 과정과
문화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주요 정치-문화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31)

3. 국가건설과 역사의 관계, 그리고 영웅적 인물
타지키스탄이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부각시킨 것은 역사적 인물과 영웅,
그리고 위대한 역사적 세기에 대한 강조였다. 타지키스탄이 독립 이후 직
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국가 통치를 어떠한 형태의 주권 국가로 확
정하고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독립 이후 소비에트 권력은 타지키스탄
의 새로운 행정부로 많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공산권 출신이 정
권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핵심그룹이었다. 내전 등으로 국가의 통치 그룹과
반국가 엘리트 그룹 사이에 큰 균열이 일어나자, 21세기에 타지키스탄 행

30) e-Eurasia Vol. 38, 2012, pp. 47~48.
31) Abdullo(2007),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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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타지크 민족의 전통적인 역사적 원칙, 가치 등
을 내세우면서 국가의 내부적 갈등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만 왕조를 건국한 이스마일 소모니가 국가적 영웅으로 등장했
다. 라흐몬 대통령은 소모니와 비교되면서 타지크 민중들에게 평화와 희망
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치적 인물로 은연중에 부각되었다. 이스마일 소모
니는 타지키스탄 정부가 위대한 세기로 강조하였던 사만 왕조(Samanid
State, 819~999년)의 국가 건설자였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2000년에 자국 화
폐의 초상화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을 발표했는데, 최고 고액권인 100
소모니에 지정된 인물이 바로 이스마일 소모니였다.32)
라흐몬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에 부여할 역사적 상징을 찾기 위해 사만
왕조의 부활을 결정했다. 1999년에 정부는 사만왕조 건설 1,100년 기념행
사를 화려하게 치렀다. 그리고 사만왕조에 관한 방대한 역사책이 1999년
출간되었다.33) 사만왕조는 9~10세기에 트란스옥시아나를 통치한 매우 뛰
어난 왕조였다. 사만왕조 시대에 모든 지역은 굉장히 융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크로드를 따라 무역이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실크로드의 융성이 이
루어졌다. 도예 장인들이 있었으며, 유리, 종이, 실크 제조업이 발전했다.
아랍인들에 의해 파괴된 도시들은 다시 더욱더 강력한 건축술로 복구되었
다. 사만왕조는 자유로운 예술과 과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 시대에
32) 정세진(2008), p. 261.
33) 이 책의 제목은 ‘The Tajics in the Mirror of History’이며, 사만 왕조에 대해 기술하면서
타지키스탄의 역사적 문화로서 조로아스터교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타지키스탄은 기본적
으로 무슬림으로 구성된 국가이고 문화사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슬람과 아주 밀접하게 연
결된 나라인데, 이 책에서 라흐몬 대통령은 조로아스터교를 강력히 숭상한다는 내용을 언
급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교한 국가발전 건설 전략의 일
환이었다. Laruelle, op. cit.,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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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안-타지크 문명이 부흥하였다고 타지크 역사학자들이 사만왕조를 새
롭게 조명하였다. 사만 제국 시대에 페르시아/타지크 문학이 융성하는 밑거
름의 토양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세 국가와 국가 건설의 영웅 만들기는 왜 시도되었을
까? 타지키스탄 정부로서는 국가건설의 당위성을 위한 이념적 기반으로 역
사적 영웅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이것은 정치권력과의 밀접한 연
관성으로 시도된 것이다. 영웅 만들기는 역사의 일부분이다. 타지키스탄 국
민들에게 내전은 큰 수치심이었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었던 국가
건설의 초기 시절, 타지크 민족은 암흑의 시기를 겪었다. 대통령의 입장에
서 타지크 민족은 내전을 촉발한 정치적 갈등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
었다. 타지크 민족은 원래 평화 애호 민족이며 높은 수준의 문화 의식을 가
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이스마일 소모니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적 모델로 등장했던 것이다. 타지키스탄의 역사
속에 영광의 과거가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
하고 미래에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한 세기와 인물이 문화의 핵
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바로 국가의 내정을 안정적으로 유지
해야 한다는 당면 목표도 있었다. 이웃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이 아무르 티
무르를 우즈베크 민족의 영웅으로 우상화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영웅 만들
기이다. 1996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성대하게 거행된 660주년 티무르 기념
제와 유사한 국가발전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배태되고 등
장한 인물들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이었다. 학문의 영역에
서 영웅의 합법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지키스탄 정부가 채택한 국가건설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타지키스탄 역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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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의 라힘 마소프(Rakhim Masov) 소장은 국민들에게 그들의 기억을 돌
려준 대통령을 칭송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2006년 대선 때에 라
흐몬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를 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과거 소연방 시기에 사만 왕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박했다. 즉 소
비에트 학자들은 당시에는 아랍계 민족이 사만왕조의 엘리트 귀족들과 협
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사만 왕조가 건국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34) 그러나 타지키스탄 정부는 도리어 아랍 민족의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는 주장하는 근거로서 사만왕조의 건국의 의미를 설명했던 것이다. 타지키
스탄 정부는 사만왕조가 문화적으로 융성하였으며, 뛰어난 외교적 전략과
정치적 스킬을 지녔다고 평가하였으며, 성공적인 군사 원정을 자주 이루었
으며, 이러한 능력이 아랍 민족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었다고 인식하
고 있다. 대부분의 사만왕조 통치자들은 타지키스탄의 위대한 국가 창설자
였으며, 영웅이며, 국가 독립의 상징으로 격상되었다.35)
그렇다면 타지키스탄 정부는 상술하듯 이슬람을 부정하고 오로지 타지
크 민족의 건국의 역사와 위대한 문화만을 강조하였던 것일까? 단지 이슬
람 문화가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슬람 문화 이전의 페르시아 문화의 위
대성이 강조되었지만, 페르시아어를 사용한 사만 왕조는 동시에 무슬림 문
화권을 통합한 매우 뛰어난 왕조였다는 역사적 해석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34) 소비에트 역사학자들은 타지크 민족이 과거에 서방세계의 영향력하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
하고 그 시기에 국가적 성격과 현대화 등이 나타났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일부 학
자들은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문화가 유럽의 문화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타지크 문화의 역사적 유산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Blakkisrud(2010), p. 178.
35) Ibid.,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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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무슬림 문화권의 모델이 사만 왕조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무슬림
문화권을 통합하고 위대한 문화를 창출한 국가로서 사만 왕조의 부활이 천
명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라흐몬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은 역사적 법칙
에 따라,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중세 및 고대 국가의 문화적 위대성을 강조
하는 것이었다.36)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64.4%가 사만 왕조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사만 왕조는 군사력도 매우 강
성했던 시기였으므로 정치 엘리트들이 사만 왕조 시기를 강조하는 것은 국
민들에게 나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적이고 강력한 인물이 타지
키스탄에 필요하다는 여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루어나갔던 점이다.37)

Ⅳ. 타지키스탄 국가건설과 이슬람
1. 중앙아시아 국가건설 과정과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반 통합성
중앙아시아 국가건설 과정에서 이슬람은 양날의 칼이었다. 이슬람이 국
가 통합성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기도 했지만, 원리주의 이슬람은 중앙아
시아 국가건설의 부정적인 문화 요소였다. 이슬람은 중앙아시아에서 전통
성이 가장 강한 문화적 요인이다. 중앙아시아 민족의 통합 기제로 작용하고
중앙아시아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지대로서의 정체성의 근간이 이슬
람이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 내전의 와중에 중앙아시아에 전격 출현한 이
36) Laruelle, op. cit., p. 54.
37) Шозимов(2004),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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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국가건설을 방해하는 무거운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에서 국가건설의 가장 심각한 저해
요소는 결국 내전이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거의 최초로 원
리주의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이 내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타지키스탄 이슬람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국가건설 과정의 합법적인 문화 요소이거나, 반대적 요소가 될 수 있었
던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슬람원리주의 반군 단체는 국가건설의 방향
키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었던 조직이다. 그러나 반군의 입장에서 이슬람은
국가건설에 있어서 민주적, 자유적인 요소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타지키스탄 이슬람은 매우 중요하고 역동적인 국가적 요소가 되었다. 이러
한 해석을 근거로 중앙아시아와 타지키스탄 이슬람의 역사와 현재적 관점
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이슬
람은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의 삶 그 자체였다. 즉 전통적으로 ‘생활 이슬
람’(Everyday Islam)으로서의 역할을 한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민중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은 장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심성에 축
적된 종교적 정체성이요, 문화였다. 역사적으로 19세기에 등장한 자디즘은
이슬람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아시아 민중들의 국
가건설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국가건설의 주요 문화 모티프는 과
거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세기 중앙아시아의 국가 통합성 요소
는 자디즘이었다. 자디즘은 중앙아시아 민족의 진보적 담론에 일정한 영향
력을 끼쳤다. 아디브 칼리드는 자디드주의자(Jadidi)들을 “현대적 의미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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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 및 새로운 형태의 사회성을 통해 무슬림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
들”38)로 해석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식인 계급들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 이후 중앙아시
아 거주민들이 진보적인 문화적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자디드주의자들은 교육에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무슬림 현대주의자들과도 정신적 연대를 이루었는데, 새로운 시대적 요구
에 부응하는 무슬림 사회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자디드주의자들은 신세대
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통합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중앙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무슬림들의 거주 공간이며, 무슬림들의 민족적 가치
를 보존해주었다. 이러한 요소가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의 통합성에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하였다. 이슬람은 19세기 말 이후부터 전세계 공동체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대두되었다. 이슬람은 자디즘 담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 요소가 되었다. 무슬림들은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가 되었다.39)
자디드주의자들은 교육을 통한 이슬람 사회의 개혁을 주창했는데, 당시에
1905년까지 5,000개의 개혁 학교들이 카잔, 크림 지역, 아제르바이잔 및 중
앙아시아에 설립되었다.40) 중앙아시아 자디드주의자의 대표적 리더인 마흐
무드 호자 베흐부디는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에게 판사, 변호사, 엔지니어,
교육자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슬람의 진정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신앙, 민족, 그
리고 진보라는 가치가 세속적인 무슬림들을 민족주의자로 이끌 수 있는 첨

38) Khalid(1993), p. 137.
39) Khalid(2003), P. 575.
40) Haghayeghi(1995),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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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되었던 것이다.41)
이러한 경향은 반러시아 무슬림 저항운동이었던 바스마치 운동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중앙아시아 통합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바스마치 운동이
다. 이 운동은 무슬림들의 반러시아 항쟁이다. 바스마치 운동은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통합성 역할뿐만 아니라 반러시아 항쟁의 핵심적 문화요소였다.
즉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거주 공간에서 통합적 역
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지금도 생활
이슬람으로서 문화요, 문명적 요소로 정착되었다. 이슬람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타지키스탄에서 독립 이후 나타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국가건설에 있어서는 일종의 반 통합적 기제로 작용하였기 때문이
다. 국가건설을 담당하는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군사주의자의 이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급진적 경향 때문에 국가건설을
기본적으로 방해하는 문화요소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
탄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에 핵심 세력은 이슬람 반군이었다. 이들이 내전
의 당사자였다. 타지키스탄 무슬림 반군을 도와준 세력이 우즈베키스탄 원
리주의 이슬람 단체였다. 특히 IMU(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가 내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정부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중앙아시아에서 독립 이후 부흥했던 이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
지고 있는 로이는 공식 이슬람, 생활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단순한 분리나 도식보다는 공존성으로서 이슬람의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한

41) Khalid(2003), p. 575.

∙ 332

신생공화국의 국가 건설과 문화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타지키스탄의 예를 중심으로

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42) 그러나 애트킨은 이와는 다른 의견을 피
력하는데, 페레스트로이카 기간 동안에 모스크가 매우 급증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생활 이슬람이 부흥하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급진주의 이슬람 원
리주의자들도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것을 독립
초기의 급진주의 이슬람 혹은 근본주의 이슬람의 부흥이라고 강조하였
다.43)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이슬람 원리주의는 내전 시기나 현재까지도 정
부의 국가건설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등장하였던 문화 요소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전통 속에서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통합성을 가
지고 있었다면, 이슬람 원리주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즉 중앙아
시아 이슬람이 전통적인 생활 이슬람으로 국민들의 의식에 깊게 투영되어
왔지만, 중앙아시아 원리주의는 이슬람 신정국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세속적 정부에는 대치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
스탄의 국가 통치자들에게 이슬람 원리주의는 퇴치해야 하는 반 국가건설
요소가 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형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IMU는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
레반들이 여전히 정권을 가지고 있던 때에 지하 게릴라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내전 상황일 때, 매우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면서 타
지키스탄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다. 내전은 5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이슬람 급진주의 운동은 약화
되었다. 2001년 9 ․ 11 사건에 이은 탈레반 정권 붕괴로 IMU는 더 이상 아

42) Roy(1998), p. 143.
43) Atkin(1995),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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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니스탄에서 테러 훈련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급진 이슬람주
의자들은 파키스탄으로 많이 흘러들어갔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세력을
잃었다. 그러나 일부는 해방당(히즈브 웃 타히르)의 형태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타지키스탄 내
전을 통해 급증했던 것은 중앙아시아의 그 어떤 정부도 이슬람 종교 기관
과의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측면이 강하다.
이것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강하게 일어났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45)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중앙아시아 정부의 현존 헌법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는데, 특히 해방당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강하게 주장하던 단체였다.46) 그들에게도 이슬람은 집단
적 정체성이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목표는 중
앙아시아 사회의 완전한 이슬람화이다. 즉 무슬림들이 통치하는 국가가 창
설되기를 원하며, 동시에 이슬람법인 샤리아가 실행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2. 타지키스탄 국가건설과 이슬람
2절에서 타지키스탄 국가건설에서 이슬람의 역할과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이슬람이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730만 명의 타지키스탄 인구 중에서 무슬림 비율은 97%
정도이다. 무슬림 중 96%가 수니 이슬람의 하나피 종파에 속한다. 무슬림 중
44) Peyrouse(2007), p. 255.
45) Акинер(2002). p. 20.
46) Мамадазимов(2004), p. 103.

∙ 334

신생공화국의 국가 건설과 문화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타지키스탄의 예를 중심으로

1% 정도만이 시아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는데, 파미르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들 중 일부가 시아 이슬람을 믿고 있다. 무슬림 중에 수피 종파도 존재한다.
타지키스탄에는 2,000개 정도의 마자르(성묘)와 성지가 있다. 소위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은 내전 시기부터 반정부 세력이 많이 분포하던 고르노-바다
크샨 자치구에 주로 있다. 무슬림 중에 97%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편이다.
독립 이후 무슬림 집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매우 경건한 무슬림들
이다. 이슬람 전통이 일반적으로 타지키스탄의 인텔리들과 학계, 그리고 정
치적 엘리트 등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는 경제 및 공공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타지키스탄 이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47)
그렇다면 타지키스탄 이슬람은 국가건설과 문화요소의 상관관계에 있어
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첫째,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은 내전 과정과 내전의 종결 이후 국가건설
의 핵심적인 변인 요인이 되었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 원리주
의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IRPT)이다. IRPT는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법적 인정을 받고 있는 이슬람 정당이
다. 이 당의 특징은 민족주의 성격을 가진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이라는 사
실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민족주의적 성
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48) 그러므로 IRPT는 매우 독특한 이슬람 원리주
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 초기 국가건설 과정 중에 군사주의자, 모험

47) 이 외에 약 20만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정교를 신봉하고 있다. Republic of Tajikistan.
General overview. Central Eurasia 2007, p. 229; Васильев(1999), pp. 221~244.
48) 그러므로 이슬람부흥당은 이란과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정당과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Peyrouse, op. cit., pp. 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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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이 이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에 참여, 반정부 군사 활동을 펼쳤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타지키스탄에서 내전을 통해 현존하는 정치적 질
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49) 그러나 1992~97년에 벌어졌던 내전 이후
IRPT는 일반적 예상을 뒤엎고 연합 정부에 참여했다. IRPT는 타지크 인들
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정부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완전한 이슬람화를 더 이상 주창하지는 않는다. 즉 이
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타지크 민족을 대변하는 무슬림의 역할을 하면서, 중
앙아시아 투르크 민족을 대표하는 우즈베키스탄에 반대하는 타지크 민족주
의를 옹호하는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단
체와 달리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은 내전 이후에 급진적, 군사
적 경향을 가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내전 이후에 IRPT는 내전 동안에 자신들을 지원해주
었던 우즈베키스탄 원리주의 단체와 효과적인 이슬람 연대를 성사시키지
못했다.50) 타지키스탄에서 한때 가장 강력한 야권 세력이었던 IRPT는 1997년
이후 평화협정이 조인되고 라흐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일정한 시
간 동안 타지키스탄 국가건설에 커다란 위협적 요소는 되지 못했다.5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타지키스탄 국가건설의 가장 불안한 요
소라고 한다면, 여전히 반정부 이슬람 군사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라흐몬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 카자흐
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등과 유사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추진하면

49) Ro’i(2001), p. 42.
50) Peyrouse, op. cit., p. 255.
51) Abdrakhmanov(200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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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IRPT는 이에 반대하여 일부 급진적 군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타지키스탄 정부가 언론을 대부분 통제하
고 있어서 IRPT가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2010년 가을에 두
샨베 국가 형무소에서 탈주한 25명의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신봉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현재 타지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분포
하고 있는 동부 지역을 비롯해 타지키스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정황이 자주 감지되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 동부 ‘라쉬트’ 지역에서
의 반정부 군사 활동은 타지키스탄 내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었다.52)
2010년 가을의 반정부 군사 활동과 정부군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이 지역에서 정부군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탈주한 테러리
스트들은 대부분 사살되거나 다시 체포되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하여 언론 미디어를 장악하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반정부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차단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언론 미디어에 대
한 탄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언론도 당시 탈주 사건에 관한 보도를 전면
금지하였다. 2010년 10월말, 타지키스탄 주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대사
와 EU 대표는 타지키스탄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를 타지키스
탄 정부에 직접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대사들은 “Farazh,” “Paikon,” “Nigoh”
등 3개 신문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정간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2010년 9월말에도 타지키스탄 ‘교통 통신부’가 타지키스탄 국내 모든 메이저
인터넷 업체에 5개의 웹사이트(Tojnews.tj, Avesta.tj, Tjknews.com, Centrasia.ru,
52) http://www.rferl.org/content/Tajik_Official_Says_Successful_Antiterror_Operation_Almost_
Over/2215523.html(201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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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ghana.ru)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테러 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9월 초 타지키스탄 언론
인인 ‘틸라브 라술조다’가 ‘후잔트’의 반정부군에 의한 경찰서 자살 폭탄
차량 공격에 대한 기사를 게재할 때 그를 구금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라쉬
트 지역에서 낮 동안은 정부가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지만, 밤이 되면 반정
부 세력이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정도로 중앙정부와는 다
르게 지방 정부의 불안정성은 높은 편이다.53)
둘째,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은 국가 내정의 기본적인 법률적, 정치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라흐몬 대통령은 독재체제의 권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이슬람과 관련된 일반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완벽한 독재 체제를 갖춘 라흐몬 대통령의 권력에 거의 유일한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반정부 군사 이슬람 세력 정도이다. 대통령은 이슬람 테
러리스트의 준동에 가장 민감해져 있고, 무슬림 원리주의 세력에 대처하여
강력히 맞서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력의 유지 여부는 극단적 무
슬림 세력의 제거 여부에 달려 있다.
2011년 정부는 청소년들의 이슬람 예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다. 무슬림에 대한 종교 탄압이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요일에 정
기적으로 열리는 무슬림 예배에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참여가 금지된다.
라흐몬 대통령은 이 법안을 2011년 8월에 최종 서명했다.54) 2010년 12월에

53) http://www.rferl.org/content/Tajik_Opposition_Party_Refuses_To_Print_Independent_
Publications/2209265.html(2010년 11월 2일).
54) http://www.rferl.org/content/tajik_president_signs_law_banning_children_from_mosques/
24285911.html(2011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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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의해 발의되었다가 2011년에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종교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
이들과 청소년들만 금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10
대 청소년들은 이슬람 기념 축제나 장례식 때에만 모스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
한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슬림 세력에 대한 종교 탄압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 이 법안은 저녁 시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카페 방문을 금지하
는 등, 일반 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일반 시
민의 종교 자유를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이 대두된 것은 이를
어길 시에는 국가가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후견인 자격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무슬림들에게만 이러한 법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정교도에게 동
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심지어는 러시아정교도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 러
시아정교 사제들도 이번 종교 관련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남
부의 쿠르곤테파의 러시아 사제인 ‘니콜라이 골루프’는 이러한 난폭한 법
안은 무신론을 주창한 소비에트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러시아 정교도들은 타지키스탄을 떠나 러시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니콜라이’ 사제가 시무하는 정교회에는 어린이를 포
함, 약 200명의 신도가 출석하고 있다. 러시아정교회는 출생과 동시에 교회
에서 유아 세례를 하며, 어릴 때부터 정기적인 교회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
유하는 생활 관습을 가지고 있다.55) 정부는 이 외에도 이슬람 원리주의자
55) http://www.rferl.org/content/christians_criticize_tajik_bill_barring_youth_from_churches_
mosques/2312867.html(201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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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2010년 이후 타지키스탄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자, 중동에서 유학
하던 신학생 1,400명을 전격 소환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란의 무
슬림 신학교에서 유학하던 타지키스탄 학생 137명은 이란의 극단적 이슬람
주의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지시로 전격 귀국하기
도 했다. 타지키스탄은 동부의 라쉬트 계곡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슬람 원
리주의자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현재 총력을 쏟고 있다.56)
타지키스탄의 야당이나 정부 비판자들, 심지어 미국 정부도 이 법안은
명백히 타지키스탄 내의 종교 자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시책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타지키스
탄 지식인 그룹과의 모임에서 미국은 전세계 인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
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타지크 시민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으며, 독립
적인 언론 미디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다분히 타지키스탄 정부의 국내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개진된 것이
었다. 클린턴 장관은 시민들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 특히 남성과 여성이 동
일한 권리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천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종교 자유를 포
함하여 젊은이와 노인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
을 지적했다. 당시 정치분석가들은 클린턴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타지
키스탄의 18세 이하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금요일 모스크 회합에 갈 수 없
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57)
셋째, 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타지키스탄 국가건설의 기본적인 장애

56) 홍완석, 김선래 편저(2012), p. 91.
57) http://www.rferl.org/content/clinton_arrives_tajikistan_visit/24367462.html(2011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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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의 대선에 대비하여 언론 미디어를
장악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을 취했다. 2011년에 타지키스탄에서 활동하
는 BBC 기자가 전격 체포되었는데, 59세인 ‘우린보이 우스모노프’ 기자는
BBC 우즈베키스탄 지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타지키스탄에서 활동 중이
었다. 그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언론 미디어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
했다는 이유로 2011년 6월에 구금되었다. 정부는 그가 타지키스탄의 급진
적 이슬람 군사주의자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종교적, 민족적 증오를 기사를
통해 선동하였기 때문에 구금하였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이슬람 원리주의
를 국가건설의 기본적인 방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우스모노프’ 기자는 중앙아시아의 급진적 이슬람 단
체인 ‘히즈브 웃 타히르’(해방당)의 정식 회원이며,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급진적 단체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58)
넷째, 타지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등 이 지역
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국제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것은 타지키스탄 국가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향적으
로 본다면, 타지키스탄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과의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타지
키스탄은 소연방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표적으로 친러시아
외교 정책을 취한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란은 타지키스탄과 밀접한 관
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란은 페르시아 문화권으로서 형제 국가인 타지키

58) http://www.eurasianet.org/node/63704(201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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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과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즉 신생공화국의 국가발전 과정에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국제관계 요소인 것이다. 페르시아 문화권을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가진 두 민족이 서로 밀접한 국제관계를 가져야 한다
는 심리적 동조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타지키스탄을 둘
러싼 국제관계의 핵심 국가는 러시아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상하는 이슬
람 급진주의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러시아의 대타지키스탄 외교 전략의 핵
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수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그 기본적인 동
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9)

Ⅴ. 결론
중앙아시아라는 하나의 구체적 지역을 설정할 때에 타지키스탄은 매우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 변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의 전체 권역권을 이해하는 문화 인식을 제공한다고 사료된다. 소련 해체
이후 새로이 재편성되었던 유라시아 공간에서 타지크 문화 요소를 규명하
는 일은 1991년 이후 격변의 역사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라시아 국가들
59) 푸틴 총리는 2012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2년 10월에 푸틴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을 방
문하고 2042년까지 러시아군의 타지키스탄 주둔 연장에 합의하였다. 푸틴은 “이번 협정의
가장 중요한 서류는 러시아군이 타지키스탄 영토 내에서 30년간 주둔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며, 양국의 안보 강화와 중앙아시아의 안정화에 전체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rferl.org/content/russia-signs-deal-troop-presence-tajikistan-military-base/
24730251.html(2012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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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인 국가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관점
이 될 것이다. 본 논고는 신생공화국의 국가건설과 문화요소의 상관관계를
타지키스탄의 예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의 국가건
설을 문화 요소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의 민족 주체성과 문화
적 변인 요소가 국가건설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
는 시도였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인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은 기본적으
로 이 국가가 문화적 우위권을 나름 담보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 신생국의 국가건설의 주요한 모티프는 러시아 및 소련 유산으
로부터의 이탈이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주창한 아리안 문화는 식민주의
자들에 대한 도전적 선언이 될 수 있었다. 러시아 및 소비에트로 대변되는
강대한 세력의 “문화적 미션”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로서 아리안
문화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 통치자의 입장에서 타지크 민족이
자유로운 문화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으로 아리안 문화를 대두시
켰다. 이것은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는 뛰어난 문화유산이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바탕으로 국가건설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신생국의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로아스터교가 타지키스탄 영토 내에서 매
우 부흥하였고, 이것은 이슬람 이전의 문화로서 타지크 민족이 가지고 있
는 매우 뛰어난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이슬람 원리
주의자 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되었다.
국가건설의 와중에 타지키스탄은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만 왕조가 있었으며, 이 왕조는 페르시아 문화권에 있으면서
도 국가건설의 실제적인 모델로 수용되었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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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만 왕조의 영화로움을 사실상 첫 번째로 강조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만 왕조는 대통령에 의해 타지키스탄의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문화
발전의 세기로 해석되었다. 독립 이후 국가건설에 따른 통치적 모델 프로
젝트로 사만 왕조와 당시 통치 건설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즉 암흑의
중세기에 유럽과 무슬림 세계 계몽의 보호자로 사만 왕조의 가치가 극대화
되었다. 중세 우즈베크 민족의 영웅이 아무르 티무르인 것처럼, 타지키스탄
중세 시기의 핵심 국가가 사만 왕조이며, 건국자인 이스마일 소모니는 국
가적 영웅으로 등장했다.60) 국가의 환난을 극복하는 이미지와 표상으로 영
웅적인 인물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사만 왕조는 타지키스탄의 건국왕조로
등장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지키스탄 정부에 의해 조로아스터교와 아
리안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타지크 민족이 페르시아
문화권에 강력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이란과의 국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측면으로 해석되었다.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 문화
권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페르시아 문화권의 국가가 타지키스탄이며, 타지키스탄 이외의 중
앙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투르크 민족인 관계로 이들 국가들과의 국가경쟁
측면에서도 페르시아 문화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이슬람은 타지키스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화 요소이다. 타지
키스탄 통치자의 관점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국가건설의 저해 요소가 되
며, 국가건설의 반대적 급부로 받아들여졌다. 우즈베키스탄과 더불어 중앙
아시아의 정착 민족인 타지크 민족에게 있어 이슬람은 매우 오랜 역사적

60) Horak, op. cit.,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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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타지키스탄 내부에서도 이슬람은 매
우 강력한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전의 와중에 출현한 이슬람 원
리주의는 지금까지도 타지키스탄 국가 건설의 변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여전히 중앙아시아에서 거대게임을 펼치고 있는 강대국과의 국가관계 및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타지키스탄 내정의 변수가 될 것이
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이슬람 원리주의가 북상하는 전략
지대(地帶)에 위치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미래 국가건설의 향방에도 변수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타지키스탄은 국가건설의 험난한 과정 중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지역
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어 국론 분열의 소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동부 지역
을 중심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신정국가건설을 주창하면서 국내적으
로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도 국가건설의 걸림돌이다. 경제적으로는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에 종속된
경제구조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은 서방의 투자를 유
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의 최빈국
인 타지키스탄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타
지키스탄은 페르시아문화권으로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
다. 한국도 중앙아시아의 소외된 국가인 타지키스탄과 지속적으로 문화 교
류 및 경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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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카자흐스탄 재외 귀국동포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유럽과 아시아의 가운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
운데 근대 이후 가장 급격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보여준 국가이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된 카자흐스탄의 인구학적인 변화 과정은 소련시기를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승인 하에 뺷민족연구뺸, 제52호(2012년 겨울호)에 게재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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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련체제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 추진되어온 카자흐 민족 문화 및 언어 부활을 바탕으로 하는
카자흐화 정책에 의해 정책적인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카자흐
스탄 독립 이후에도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과할 수 없을 정도
로 인구학적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러시아인 집단, 제정러시아와 소련시
기를 거치면서 약화된 카자흐인의 민족의식, 카자흐 민족 정체성의 약화는
중앙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 이른바 자민족
중심(Ethno-centric)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없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나
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공식 언급을 통해 카자흐스
탄을 카자흐 민족의 국가이면서도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집단들이
공존하는 유라시아 국가로 규정하였는데,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와 함께 유
라시아경제공동체의 일환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적극 추진
하고 있는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창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지구촌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이주 문제는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
고 있는데, 이주의 일반적인 경향은 후진 국가에서 선진국가로,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더 민주적인 국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특정 집
단의 민족 및 문화적인 연계성과 관련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
들과 모두 연관되는 이민 또는 이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카자
흐스탄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화라는 세계적인 흐름하에서 수많은 정보와
기술들이 전통적인 국가단위를 초월하여 이른바 세계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교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취하는 이민(또는 이주) 정책은 특정
한 목표들을 추구하게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적인 정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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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과거에 대한 찬사들을 지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은 이른바 유출되고 있는 민족집단들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유입 측면, 기존의 민족집단들과 새로 유입된 집단 간
의 통합에 집중되어 왔는데, 특히 재외 카자흐 민족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안정성 확립과 연계되
어 있다고 할 것이다.
카자흐, 키르기스, 타지크, 우즈벡과 같은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20세기
초 소련의 출범과 함께 이른바 ‘-스탄’으로 불리는 인위적인 국가들을 바탕
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경계선이 설정됨에 따라 가족이나 부족의
분리뿐만 아니라 유목활동을 하는 초지와 유목민들이 이용해왔던 유목루트
의 붕괴도 불가피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카자흐인 공동체는 몽골, 러
시아, 중국 및 카자흐스탄 등으로 분열되었다. 20세기에 유목 카자흐인들은
같은 유목민인 몽골인, 키르기스인과 마찬가지로 환경 및 가축사육 방식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를 견뎌왔다. 소비에트 당국은 1930년대초 강력한 정
착화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가축의 이동을 통한 사육은 일부 허용되었다.
소련시기에 유목민의 숫자는 급변하였는데, 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에
서 이러한 사회적인 격변은 재편과정에서 지속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카
자흐스탄은 소련 붕괴가 초래한 러시아인의 유출로 심각한 인구 공백을 경
험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략 110만 명 규모의 유입이
민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6만 명 규모는 오랄만이라 불리는 카자흐 민
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기반을 둔 이른바 재외동포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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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책 중심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적인 안정과 국민정체성을 증대시킨
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귀국 동포의 사회 통합
과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회의 안정을 저
해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오랄만들을 역사적인 모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오랄만들이 새로이 정착한 국
가이며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경제
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
다.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이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랄만들은 카자흐스탄 경제 및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가운데 속해 있
으며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오랄만들에 대한 연구나 접근은 당사 국가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
탄에서는 학문적인 연구나 분석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의 변화
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랄만의 귀국을 다루는 관련 보도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내 통합과 관련된 상황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카자흐스탄의 다민족관계를 연구하는 카
자흐스탄 외부의 연구자들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UNDP 카자흐스탄 지부는 이미 2006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오랄만들
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국제적인 이민 문제의 맥락에서 발간한 바 있
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일련의 연구들이 서방측 이민문제, 중앙아시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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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몽골 출신 오랄만
또는 몽골 내 카자흐인 사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몽골 현지체류 또는 카
자흐스탄으로의 귀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미국 연구자인 Alexander Diener는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 변화에 대한
논문을 2007년 발표하여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특성을 밝히고, 이들이
보여주는 카자흐스탄 귀국에 대한 입장을 소개한 바 있다. 인도 연구자인
Sharad K. Soni도 역시 2007년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에 대한 소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2009년 역시 미국 연구자인 Cynthia
Werner와 Holly R. Barcus의 연구를 통해 이어졌는데, 이들의 연구는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 속성보다는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였다. 2011년 역시 미국의 인류학자인 Eva-Maria Dubuisson
과 Anna Genina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했는데, 이들은 특히 알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몽골 카자흐인들의 정체성과 이주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귀국사업의 배경과 그 성과를 살펴보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외 카자흐인의 형성 및 확산의 과정을 20세기 이
후의 시기로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아울러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의 주요
대상 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카자흐인 공동체
의 형성과정, 그리고 소련 붕괴를 전후한 시기의 해당국에서의 상황변화,
이로 인한 해당국 카자흐인 공동체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유목 중심의 천편일률
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동포 초청 귀국사업에
대한 해당국 카자흐인 사회의 인식이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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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만 추진된 오랄만 정착사업의
한계와 전망, 이와 관련된 카자흐스탄 사회의 반응 양상을 고찰해보았다.

Ⅱ. 주요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특징
1. 중국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가. 카자흐인의 중국 이주와 공동체의 변화
중국의 카자흐인은 대략 110만 명 규모로, 전 세계 카자흐인의 13%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90% 정도가 중국 신장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대
부분이 일리 자치구역, 모리 자치구역, 부르킨 자치구역 및 우르무치 근교
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천산산맥 인근 지역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간주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일부는 간수성, 칭하이성에도 거주하고 있다. 오늘
날 중국지역에 카자흐인이 거주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16-19세기에 발생했
던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있다. 당시의 청나라, 카자흐, 그리고 몽골 계통 유
목민 중가리아와의 다원적인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중국 카자흐인 공동체
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과정은 몇 가지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카자흐와 직접 관련되는 측면으로는 16세기부터 18세기 전반기로 당시
발생한 카자흐와 오이라트 간의 전쟁으로 인해 세미레치 지역의 카자흐인
영역이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됨에 따라 중쥬즈와 대쥬즈에서 사용되
었던 전통적인 유목루트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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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국령에 카자흐인 실향민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1760년대에 청나라가 카자흐의 도움으로 중가리아 칸국을 패배시키고 중
가리아 칸국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자, 카자흐는 중가리아에 점령당했던 초
원지대를 차지하려 했지만 청나라는 17~18세기 카자흐와 중가리아 칸국에
속해 있던 오이라트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이유로 카자흐가 회복하
려 했던 초원지대를 돌려주지 않고 이를 청나라 관할로 남겼다. 이 영역에
서 1767년 일부 카자흐의 저항이 발생하자 청나라는 일부분을 카자흐에 돌
려주었지만, 청나라의 동맹임을 강조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1850년대까지
독립을 유지시키다가 청나라로 편입시켰다.
카자흐 민족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지만, 카자흐 소수민족의 발생을 유발
한 요인으로는 청나라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국제조약을 들 수 있다. 1860
년 베이징조약, 1864년 추구차크 의정서(Chuguchak Protocol), 1869년 홉딘
스키 의정서(Hobdinsky Protocol), 1879년 리바디아 조약(Livadia Treaty),
1881년 페테르부르크 조약(St.Peterburg Treaty) 등에 의해 카자흐의 영토와
인구들은 공동체 내부의 유대감이나 연대의식과는 상관없이 제정러시아와
청나라로 분할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후 제정러시아에 속하게 된 현재
의 카자흐스탄 영토로는 스톨리핀 개혁에 의해 러시아인 농민이 유입됨에
따라 카자흐 유목민의 과거와 같은 자유로운 초지 사용은 제약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1902~13년 사이에 대략 29만여 명의 카자흐인이 감소하
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리강과 신장의 알타이 지역에 위치한 초원지대로
이주하였고, 1911년에 중국 카자흐인은 2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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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대 카자흐스탄-중국 간 국경선과 국경 검문소

자료: http://arkankergen.wordpress.com/2012/06/14/22-14-06-2012.

이후 중국의 카자흐인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계기는 1916년 제정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포한 군대징집령에 대한 반발로 카자흐인의
탈출이 늘어나면서이다. 이 시기에만 대략 30만여 명의 카자흐인과 키르기
스인이 이 조치에 반발하여 중국령인 카슈가르쪽으로 탈출하였다. 소련시
기에 들어와서는 소련 초기의 내전으로 인해 카자흐인들이 상당수 국외로
탈출하게 되는데, 동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
탄 및 이란 등으로 이주하였다. 중국으로 이주한 카자흐인들은 당시 중국
과 동카자흐스탄의 경계였던 타르바가타이 산맥(Tarbagatai mountains)을 통
해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1930년대에는 소련시기에 이루어진 집산화 및 민
족엘리트에 대한 대숙청에 대한 반발로 인해 대략 100만 명 이상의 카자흐

∙ 358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이주

인들이 이웃 국가로 탈출하였고, 이 시기에 20만 명 규모의 카자흐인이 다
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중국 카자흐인의 유출 현상도 나타나게 되
었다. 1930~40년대에 중국 신장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중국 공산당 정권
에 대한 봉기에 카자흐인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1944~49년 일리 지역의 봉
기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1943년 중국이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장에는 93만 명 정도의 카자흐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
데, 1953~54년 실시된 조사에서는 대략 51만 명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유목지대였던 동투르키스탄(신장)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에
카자흐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당시 카자흐인
들은 청나라 시대 이후로 이 지역에서의 유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 왔
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목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표하였고, 이로 인하
여 유목민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과 충돌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이러한 카자흐인들의 봉기참여는 중국공산당에 반대하고, 또한 한
족의 이 지역 유입에 반대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봉기들을 주도했던 카자흐인 집단의 중국 탈출이 불가피했다.
1930~40년대에 우르무치 행정당국은 유목민을 한족 농민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무장 카자흐 군대의 존재는 행정
당국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족 세력은
신장지역 전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행정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세
력이 될 수 없었다. 결국 신장지역에서 당시 소수집단이었던 한족 세력과
다수 세력이었던 무슬림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36년 중국 공산당의 지배에 반대하는 봉기에서 패배한 결과 1만 8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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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장 카자흐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티베트와 인도를 거쳐 터키에 정착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신장에 남아 있었던 카자흐인들은 이후 1943년 6월 알타
이 지역에서 카자흐인을 남부 신장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행정당국의 결정
에 반대하는 새로운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부가 1950년대에 역시 신장
을 떠나 몽골로 피난하였다. 1944~45년에 발생한 일리 반란에 참여한 카자
흐인들은 1950년대에 파키스탄으로 피난을 해야 했다. 1945년 8월 동투르
키스탄 공화국 군대의 설립이 선언되었고, 이는 일리-타르바가타이-알타이
의 이른바 신장에 위치한 카자흐가 관할하는 세 지역을 공산정권이 수립되
기 이전까지 통치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상당수의 카자흐인
지도자들이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집행부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1949년 이후 신장지역에 공산주의가 도입되면서 나타
난 사유재산 폐지, 모든 가축과 재산의 공동체 귀속에 반발하여 신장에서
일시적으로 카자흐인의 탈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최초의 대량 탈출이
주는 1950년 중국 공산당 군대가 통치권을 확립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군대가 카자흐인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인 유목과 이슬람
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1949년 8월 27일 비행기 추락으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부가 사망했는데, 10월 1일에 이 지
역 공산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동투르키스탄 인민공화국의 설립이 선언되었
고, 10월 20일에 중국 인민해방군 군대가 우르무치에 진입하게 되면서 신
장지역 공산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산화 이전의 카자흐인 지도
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카자흐인들은
신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이들은 티베트를 지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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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탄에 피난민 신분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일부는 파키스탄에 남고 일부
는 터키로 재이주하였다.
신장 정착 초기단계에서 지도부의 붕괴를 경험하였던 중국 카자흐인의
역사는 대략 4가지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1949년 이전의 전통적 시
기, 소비에트식 생활 방식이 도입된 1949~66년의 공산혁명기, 과거의 모든
전통적 흔적들을 포기해야 했던 1966~77년의 문화혁명기,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룬 문화혁명 이후 시기로 나누어진다. 혁명 이전 시기 중국 카자
흐인의 삶은 러시아 문화요소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과는 달
리 전통적인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카자흐인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은 동일한 유목민 집단인 키르기스나 몽
골과 흡사한 가축 유목에 종사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 방식은 중국 공
산화 이후 여러 차례 사회 변혁을 경험하면서 변모해왔다. 카자흐를 비롯
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 민족집단들은 최근에 들어와 주류 집단인 한
족 집단들과 구분되는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카자흐족은 신장위구르 자치공화국 내에 대략 1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들 외에도 5개 민족 집단이 역시 유목민 전통에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신장 지역에서 카자흐인은 우르무치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살
고 있는데, 특히 일리강 북부지역, 타쳉, 알타이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
다. 다른 지역의 유목민 공동체에서도 나타나듯이 신장지역에서도 마을 및
도시 중심지로의 정착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1)

1) Cerny(2010),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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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카자흐인은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과 비교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카자흐어의 경우 키릴문자로 표기되는 카자흐
스탄의 카자흐어와 달리 중국 카자흐인의 카자흐어는 1949년 중화인민공
화국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인 아랍 문자를 이용하여 표기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라틴문자를 사용한 중국식 카자흐어 표기체계로 발
전하였다. 또한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 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
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였고, 최근인 2008년에는 중국의 56개 소수민
족에 포함되는 위구르, 카자흐, 키르기스, 우즈베크 및 타지크의 문학사를
완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 그
위상이 상이하였는데,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슬람 사원, 종교적인 건
축물들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최근에 와서 중국 서부 지역에 새로운 이슬
람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회문화 환경 변화와는 다른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카자흐 유목민들은 환경 악화로 인한 제약, 경제적인 변동
과 정치적인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조상 세대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현대사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화 대신 직업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을 유목민으로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이들의 이주를 허용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당국은 전 세계의
소수민족 카자흐인들이 민족적인 모국으로의 귀환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
의 카자흐인들은 중국 정부가 환경 복원 및 보존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목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함에 따라 비자발적인 정착을 수용하거
나, 아니면 유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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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으며,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중국의 카자흐인들은 최근에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
어지는 새로운 경제환경과 환경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
지역에서 유목하는 카자흐인의 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유목이동에 대
한 제한은 거시 및 미시적인 차원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목이
동 제한은 195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최근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신장지역 전반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토지 이용증 시
스템에 의해 개별적인 유목 가구가 여름 목초지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는
데, 이 경우에도 상호 협상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었다. 경제개혁의 시작 및
지방 차원에서의 경제발전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토지 점유 및 또 다른
형태의 토지 점유권 상실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많은 유목민들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유목을 유지할지,
아니면 유목을 중지하고 정착할지, 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오랄만 프로그
램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중국 신장의 유목 카자흐인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제안된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중요한 새로운 선택 옵션으로 부상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내걸고 있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약은 유목
카자흐인들에게 카자흐스탄 이주가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에게 카자흐스탄은 일종의 희망의 땅으로 부각
되었는데, 특히 중국 서부지역으로의 한족 및 한족문화 유입의 확산으로
인해 카자흐의 전통적인 생활패턴 및 문화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
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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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서부개발과 카자흐인의 귀국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급격한 국가발전을 이
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빈부 격차의 해소, 환경 문제가 심각
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중국 중앙정부는 농촌의 사회 및 환경적인 복지 간
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99년 이후 서부 개발은 중앙정부 활
동의 주축이 되었고, 이 계획은 외면적으로는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참여 기회의 증대, 사회적인
(지위)이동 방식의 패턴 확대, 환경적인 지속성의 보장을 촉진하는 데 있었
다. 신장지역은 바로 이 계획에서 가장 중심지대로 간주되어왔다. 2002년
이후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또한 광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중국 국내외로부터 투자가 증대되었다. 이러
한 투자의 증대는 정체상태에 있던 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 새로운 고용기
회 창출로 인한 구직의 증대로 농촌 및 도시 모두에서 수입이 증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산업분야에서의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중시와 함께 최근에는 이러한 성장과 관
련되는 자연환경의 값어치에 대한 재평가가 경제성장평가에서 고려되기 시
작하였다.
중국의 서부 대개발이 빈곤 상황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여
전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신장의 카자흐 유목민들에게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의한 변화들이 이들이 처해 있던 곤란한 상황들을 더욱
악화시켰고, 중국을 떠나려는 이들의 희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유목민
들이 가축 사육에 사용하게 되는 초지와 관련되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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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라는 것은 유목이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초지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목에 종사하고 있
었던 카자흐인들에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는 기존의 유
목 초원지대를 가축 사육이 규제되는 초원지대로 변화시키는 정책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초원지대는 환경적인 기능지역, 경제적인 기능
지역, 혼합 기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구분되며, 가축사육은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 순환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었다. 2002
년말에 발표되어 2003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초원 회복정책은 초원지대를
특정 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이 지역에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결국 카자흐인을 비롯한 유목민들이 삶의 패턴을 유목
에서 정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토대작업으로 당사자들에게 인식되었다.
중국의 개혁은 이미 1978년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중국 당국은 세계 다
른 지역에 비하여 중국이 뒤떨어져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 동부지역을 중심
으로 경제적인 발전과 번영을 성취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발전 정책의
목표는 도시의 낙후지역, 중국 중부와 서부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
정에서 중국의 카자흐인들은 두 부류로 재편되었는데, 한 부류는 중국 당
국의 공식적인 인식을 수용하여 자신들이 낙후된 집단이라고 인식한 반면,
또 다른 부류는 카자흐인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긍지를 지
니고 있었던 집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족의 유입으로 인한 중국어 사용 확대는 카자흐인의
언어 고유성 보존 측면에서 위협요인으로 예상되었지만, 언어적인 요소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족 유입으로 인한 언어적인 상
황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인 압력에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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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지대 부활 정책과 유목민을 마을에 정착시키려는 정책들은 카자흐인의
생활과 문화적인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유목민이 가
지고 있는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자신들이 여전히 가축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따라 가축의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었다.
중국의 유목민들은 1980년대 초 유목초지 이용증 제도를 통해 자신들이
유목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의 유목민 정착 및 유목활동을 직간접적으
로 축소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유목에 종사하
고 있으며, 유목을 포기하고 도시에 정착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과 같은 대안은 그리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그러나
유목초지 이용증은 1980년대에 발급된 이후로 인구 수 변동에 따른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980년대 당시 유아였거나 출생하지 않았던 오
늘날 유목민 젊은 세대들의 증가에 따른 목초지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0년대 당시의 목초지를 현재는 장년층 이상이 된 당시의 젊은 세대들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여전히 공유함에 따라 유목을 위한 유목민 공동체
내부의 환경도 악화된 상황이다. 또한 최근의 여러 제한 조치들로 인해 유
목 가축들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러한 유목 가구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자연환경 활용의
극대화, 다른 유목민 가구들과 초지이용권에 대한 협상, 마을 정착 후 농경
으로 전업, 전직 등이 있다.

2) Ibid.,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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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민들은 현재 공식적인 유목 포기 대신 기르고 있는 가축들의 출산시
기 조절, 계절적인 주기의 조절을 통해 악화되고 있는 유목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거나 교류범위가 큰 유목민의
경우에는 가축의 영양상태가 부실하여 충분한 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
을 내세워 더욱 넓은 초지영역에서의 유목에 대한 양해를 받아내기도 한다.
중국 중앙정부 당국은 상당기간 동안 이미 유목민의 정착을 유도해왔는
데, 최근에는 자발적인 정착과 비자발적인 정착 모두 증가하고 있다. 정착
을 하는 경우 유목 가구에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주어지고, 농경으로 정
착한 유목민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가축을 사육하게 되며,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들은 부모세대들이 행해왔던
계절적인 이동의 형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는 특히 학교에 다니
고 있거나 도시화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에
서는 자연스레 정착으로의 변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 의식 측면에
서 이러한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계절적인 이동의 포기에 대
한 저항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작은 규모의 토지마저도 상실할지 모른다
는 우려가 기존의 유목초지 이용 계약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유목민으로서 유목초지 및 민족적인 유산에 대한 애착은 카자흐스탄으
로의 이주를 선호했던 카자흐 유목민에게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이 나타
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는 중국의 카자흐인들이 카자흐스탄을 인구가 부
족하며, 자신들이 유목민의 자격으로 되돌아가면 대규모의 유목초지를 이
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에
서 대규모 초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면, 중국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문
제점인 과도방목으로 인한 초지의 상실, 토양침식, 토양 미네랄 고갈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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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유목초지 부족 및 소멸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3)
중국의 카자흐 유목민이 카자흐스탄 이주를 선택하는 두 번째 배경은 바
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은 이미 친척 가운데 일부분이 카
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했고, 이들은 먼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이들을 통
해서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쉽사리 추진하여 정
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특히 이는 카자흐스탄
과 국경을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카자흐 유목민들에게서 파악된다. 이
러한 인식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인접한 지역들은 중국의 신장
대부분 지역에 외부인의 유입이 허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후
지역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카자흐
스탄의 급속한 부상은 신장 지역에 상당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중국의 유목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인은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것이 가능
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자녀의 미래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카
자흐스탄 귀국의 부류에는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먼저 가서 카자흐스탄의
도시에 정착해 있거나, 또는 젊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카자흐인으로서 살아
가기 위한 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귀국을 선택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유목 카자흐인들 사이에는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면 자녀들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실체에는 상관없이 여하튼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중국에서

3) Ibid., p. 230.
4) Ibid.,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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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변동
격차가 큰 유목민의 수입에서 볼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중
국의 카자흐인들에게 알려진 카자흐스탄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혜택은 이
들이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카자흐인은 현재 카자흐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사회환경 측면에서 신장지역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이 자민족어 학교가 아니라 중국어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신장 지역에서는 특히 카자흐인과 위구르인
사회에서 민족언어 및 문화 전통의 상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카자흐인 공동체에서의 가장 손쉬운 대처 방안으로
는 바로 사회적인 실체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중심어로 자리매김한 카자흐
어가 자유로이 통용되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2.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가. 공동체의 형성과 분포
몽골의 카자흐인은 몽골 인구 전체로 보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지만, 몽골계를 제외한 소수민족 집단들 가운데에는 가장 큰 집단
으로, 특히 서몽골지역에서 문화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켜오고 있다.
카자흐인이 최초로 몽골로 이주한 기록은 184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당
시 이들은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지역 출신이 아닌 중국 서부에서 몽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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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였다. 1905년 1,370가구의 카자흐인 규모가 1924년 몽골 인민공화국
형성시점에는 카자흐인 공동체가 1,870가구로 확대되었고,5) 20세기 중반까
지 소련 및 중국 서부로부터 카자흐인들이 몽골로 이주함으로써 공동체가
더욱 확대되었으며,6) 1917년부터 몽골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그림 2. 몽골의 카자흐인 분포도(2010년)

자료: 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 kazakhs.html.

1930년대에는 카자흐인 거주지역이 몽골의 행정구역 단위로 형성되었는
데, 찬다마니 울 구역(Chandamani Uul aimag)과 홉드 구역(Khovd aimag)으
로 구성된 카자흐인 거주 지역은 1940년에 일정부분 자치가 허용되는 바얀

5) Diener(2007), p .463.
6) 이 시기 소련과 중국서부로부터의 카자흐인의 이주는 제정러시아 및 소련, 그리고 중국 서부
에서 이루어진 유목지대로의 식민화와 이를 위한 유목초지의 농지전환,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한 중앙아시아 사회변화에 대한 부적응, 1930년대의 집산화와 토착민족 대탄압에 대한 반
발, 1930년대 중앙아시아의 대기근 등이 원인이다. 더 상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Cummings
(1998), p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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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 구역(Bayan Ulgi aimag)으로 발전되었으며, 몽골 정부에 의해 1940년
대에 반(半)자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카자흐인의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졌
던 곳으로, 이 지역의 카자흐인 비율은 거의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지역
에서는 카자흐어 학교나 몽골어 학교 가운데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있었다.
몽골 카자흐인들은 바얀 올기 구역, 홉드 구역 홉드 소움(Khovd Aimag
Khovd soum)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얀 올기 구역에는
1989년에는 구역 전체 인구의 91%, 2000년에는 88.7%가 카자흐인이었고,
홉드 소움은 96%가 카자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몽골의 다른 지역에 형성
되어 있는 카자흐인 공동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카자흐인의 집중
도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울란바토르나 인근 공업지대
에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카자흐인 공동체보다는 카자흐 전통의 유지가
수월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의 카자흐인들은 공동체 형성 초기부터 인구
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자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역
사적인 모국인 카자흐스탄 지역과의 접촉은 소련 당국의 정책에 의해 제한
됨에 따라 문화적인 자치를 누리고 있었던 몽골 카자흐인들과 이들의 역사
적인 모국 간의 교류는 소련시기에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리가 양 국가의 카자흐인 공동체 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에는 이러한 물리적이고 사회적
인 거리는 없어졌지만, 소련시기 카자흐 문화에 러시아 문화요소가 흡수됨
에 따라 이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 문화와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독
립 이후 카자흐스탄과 접촉이 허용된 몽골 카자흐인들에게는 이러한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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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스탄에서 발생했던 변화의 과정이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식되
었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몽골 카자흐인의 역사적인 조국 귀환을 금지
했던 지정학적인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
도 증가하게 되었다.
표 1. 2010년 몽골의 민족별 인구구성 비율

구성 민족 명칭 및 계통

비율(%)

칼크(Khalkh) (몽골)

82.4

되르벳(Dörbet) (몽골)

2.75

바이드(Bayid) (몽골)

2.15

리야트(Buryat) (몽골)

1.71

자크친(Zakhchin) (몽골)

1.25

기타 몽골계 (몽골)

1.25

자흐(비몽골)

3.86

기타 투르크계(비몽골)

0.7

중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미국인 등

0.5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Mongolia(검색일 2012년 8월 20일) 재구성.

2010년에 발표된 몽골의 민족별 인구구성을 보면 카자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몽골계 부족으로는 그 비율이 가장 큰 3.86%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1989년에는 12만 명 정도로 몽골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9%
였는데, 2000년에는 4.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구 추세에서 보듯이 몽
골 카자흐인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허용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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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몽골-카자흐스탄 간의 국경지대와 주요 도시

자료: 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 kazakhs.html.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분포 측면의 특징과 아울러 몽골 카자흐
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사이에는 국경선이 서로 접해있지 않고,
47~60km에 달하는 중국의 국경이 두 국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의 카자흐인 집중 거주 지역인 바얀울기와 홉드 지역은 카자흐
스탄뿐만 아니라 몽골 자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평균
해발 1,300미터 높이의 알타이 산맥은 몽골의 서부 지역을 몽골의 다른 지
역들과 구분하는 경계가 되었고, 1930년대에 중국과 소련이 국경을 엄격하
게 관리하게 되면서 몽골 카자흐인들은 알타이 산맥 반대편의 카자흐인들
과 접촉 및 관계의 단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자연적인 입지로 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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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도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직접 연결하는 운송로는 서몽골과 카자흐스탄
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과 몽
골을 직접 연결하는 육상도로나 철도는 여전히 건설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몽골 국내에서도 카자흐인 집중 지역인 서몽골과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연
결하는 육상 교통망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몽골과 카자흐스
탄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는 러시아를 경유하여 연결되는 것이 전부이다.
나. 몽골 카자흐인의 사회변화와 귀국
몽골 서부지역은 몽골-카자흐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보존
해온 지역으로, 이 지역의 카자흐인들은 몽골사회로의 통합과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이주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초반 몽골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러시아어 사용의
보편화, 카자흐스탄 정부의 귀국 재외동포 카자흐인들에 대한 특혜 부여로
인한 카자흐스탄 사회 내에서의 갈등 유발 등이 이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
에서는 몽골에서 귀국한 카자흐인들을 카자흐인이 아니라 몽골인으로 인식
하는 등 몽골 카자흐인과 카자흐스탄 간에는 공통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보았고, 이는 몽골 카자흐인들의 카자흐스탄 귀국 열망을 잠재우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7) 이러한 몽골 카자흐인들의 대안은 몽골 내에서 공
식적인 카자흐인 영역의 확대 촉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전의 시기부터 몽골의 카자흐인 구역이었던 바얀 울

7) Diener(2007), p.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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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몽골 국가의 하부문화로 카자흐 공동체와 문화를 인정하고, 자치
권이 인정되고 있었지만, 신생 독립국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와 관련된 활동
들이 카자흐스탄이 겪어온 사회문화적인 경험으로 인해 몽골의 카자흐인들
이 누렸던 만큼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다.8) 몽골의 카자흐인 사
회는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카자흐인 구역이었던 바얀 울기 지역과 그 이외
의 지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카자흐인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바로 유목생활, 그리고 몽골과의 유목적인 전통의 공유를 꼽고 있었다.9)
이러한 흐름과 아울러 1990년대 초반 대략 6만 명 규모로 파악되었던 카
자흐스탄 귀국 몽골 카자흐인 가운데 적지 않은 비율의 카자흐인들이 카자
흐스탄에서의 정착 대신 다시 몽골로 귀환하는 현상도 나타났다.10) 이는
몽골 카자흐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할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가 약속했
던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몽골로 되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애초 예상과는 달리 몽골 카자흐인들이 기대했던 역사적인 모국사
회로의 통합은 수월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또한 카자흐
8) 아울러 2001~02년 사이에 Alexander Diener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 카자
흐인들은 자신들이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들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 동일하다
는 비율이 18.7%였다. Ibid.
9) 이와 관련하여 몽골 카자흐인들의 54.5%는 몽골에서의 삶이 카자흐의 문화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17.1%로, 절대 다수
가 몽골 카자흐인 사회가 카자흐스탄 사회보다 전통 문화의 특성을 더욱 잘 보존하고 있다
고 보았다. Ibid., 476.
10) 1990년대에는 당시 12만 명 정도였던 몽골 카자흐인 가운데 대략 6만 명 정도가 카자흐스
탄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서몽골의 사회 및 인구 구성에서 변화를 초래했
다. 그러나 2010년의 인구조사 결과에서는 몽골 카자흐인의 숫자가 10만 명 정도로 파악되
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던 몽골 카자흐인들의 상당수가 몽골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11)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몽골 카자흐인들은 몽골에서보다 더 고립감을 느끼고 또 정착하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 참조. Diner(2005), pp. 32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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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정부의 재외 카자흐인 수용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몽골 카자흐인 사
회 전체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던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몽골 출
신 카자흐인의 이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몽골 정부의
보고서 및 카자흐 신문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카자흐스탄으로 적극적으
로 이주한 몽골 카자흐인은 몽골에서 카자흐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른바 전문직 카자흐인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12) 또한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 이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카
자흐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바얀 올기의 낙후된 삶의 여건에서의 탈피
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몽골에서 바얀 올기 이외의 지역에서 소수 집
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카자흐인들은 이주를 카자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중심이었다.
또한 공산주의 통치 시기에 몽골에서 시도된 이른바 소비에트 모델에 바
탕을 둔 근대화 프로그램이 몽골의 천연자원 분야 활용에 집중적으로 이루
어짐에 따라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분야들이 도입, 발전되
기 시작했다. 카자흐인들이 살고 있었던 바얀 올기 구역에서는 농업과 광
업 분야가 활성화됨에 따라 몽골 카자흐인들에게는 석탄 광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고, 이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공업지대나 그 인근 지
역에 카자흐인 정착촌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몽골 카자흐인의 이주를 분석해보면, 전 세계적인 비자
발적 대규모 이주에서 흔히 보이는 이주의 압박 요인들인 문화적 또는 정
치적인 박해 등이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12) Diner(2007), p.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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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련 붕괴 이후 몽골의 민족주의는 몇 차례 나타난 적이 있지만, 비몽
골계 민족을 밀어낼 정도로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는 않았다. 오히려 바
얀울기 지역에서 카자흐인들은 1990년대에 문화자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
었고, 카자흐어를 이 지역의 공식어로 확립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
서도 몽골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압박 요인보다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시하는 카자흐스탄 재정착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더욱 강한 이민 유발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초 러시아인, 독일인, 유대인 등의 대규모 유
출 이민으로 인해 인구적인 공백이 발생한 카자흐스탄에서는 특히 민족주
의 세력을 중심으로 언어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인의 전통을 잘 보
존하고 있는 몽골 카자흐인으로 카자흐스탄의 인구 공백 해소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했다.13)
몽골 카자흐인의 경우에는 압력 측면에서 1990년대 초반 침체된 몽골 경
제가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던
서몽골지역은 특히 사회경제적인 이행기에 나타난 경제적인 침체와 고용기
회의 급격한 감소는 그 상황이 심각했다. 국가로부터의 지원도 감소하게
되면서, 유목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유목에 대한 국가로부
터의 지원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인 유목생활 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몽골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스탄의 생
활 방식과 여건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보다 더 발전한 곳으로 예상하여
자녀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좀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
다. 초기에 이주한 몽골 카자흐인들의 상당수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거주

13) Bacus & Werner(200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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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대부분이 중국 신장지역에 기원을 둔 카자흐
인으로 카자흐스탄과 직접적으로 연고는 없었지만, 자녀를 더 카자흐적인
여건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귀국사업 맥락에서 볼 때 몽골 카자
흐인의 귀국은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은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6만여 명의 초기 귀국 몽골 카자흐인 가운데 1/3 정도는 1990년대 후반부
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몽골로 되돌아왔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에
서 이른바 러시아화된 카자흐인에 의해 이루어진 문화적인 차별을 경험하
였는데, 이는 몽골 카자흐인들이 농촌 출신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
거나, 러시아어 구사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기인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
상은 몽골에서 귀국한 카자흐인 대부분이 개인의 직업적인 능력을 고려하
지 않은 채 노동력이 부족한 카자흐스탄의 도시지역으로 임의 배치됨에 따
라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이후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되자 몽골 카자흐
인의 카자흐스탄 이주는 재개되었다. 이러한 이주민 가운데에는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다가 몽골로 귀국한 부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주로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직업이나 유목
을 통한 생계유지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카자
흐스탄으로 이주하지 않고 몽골에 살고 있는 카자흐인의 삶에도 변화가 초
래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 간 지속적인 이주로 인해 과거와 같은 고
립적인 형태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또한 관광 등을 통해 몽골
카자흐인들의 삶이 점차 다른 지역에 알려짐에 따라 이러한 삶 자체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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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본업인 유목 대신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몽골 카자흐 유목민 집단도 증가하고 있다.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공동체의 형성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 공동체는 그 형성과정이 인접한 나머지 국가
들과는 달리 실제 카자흐스탄이 민족공동체에서 국가공동체로 발달되는 과
정과 비슷한 정도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6세기에 울루, 오
르타, 크쉬의 3개 쥬즈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이들 쥬즈들은 현재의 우즈
베키스탄에 속하는 부하라한국, 코칸트한국, 히바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
거나, 이들 한국들의 직간접적인 통치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1723년 중가르
가 울루 쥬즈 영역을 공격하게 되자, 15만 가구의 울루 쥬즈 카자흐 가구가
사마르칸트 방향으로 피난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타슈켄트,
페르가나, 사마르칸트, 히바, 부하라 등의 도시로 분산되었다. 1740년대의
타슈켄트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남부 스텝지대의 카자흐 초원을 관할하고
있었고, 타슈켄트의 북쪽 경계선은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남부 도시 잠불
근처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19세기 초반에는 타슈켄트와 히바 간에 아랄해
동쪽지역에서 유목을 하고 있는 카자흐 오르타 쥬즈 일부 부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들 부족은 자신들이 타슈켄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히바는 이들이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보고 있었다. 20세
기 초반에 이들은 부하라주 카니메흐스크 구역의 스텝지역에 정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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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지역에는 1925년 카자흐-카라칼팍 자치구역이 형성되어, 대략 2만
여명의 카자흐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카자흐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개별 쥬즈에 따라 우즈베크 민족을 구성하게 되는 3개 한국의
통치를 받거나 이들 한국과 인접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후
소련시기의 중앙아시아 국가간 국경 획정과정에서 소련 연방정부의 민족정
책에 의하여 우즈베키스탄 영역 내에 자리잡게 되었다.
1920년 투르키스탄 자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구조사에서는 대략
110만 명의 카자흐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926년 이 지역이
현대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유사한 체계로 분할되기 시작하면서 우즈베
키스탄에는 대략 10만 명의 카자흐인들이 남게 되었다. 이후 1939년 인구
조사에서는 카자흐인이 30만 명 규모로 늘어났는데,14) 이는 그 이전 인구
조사에서는 러시아공화국의 관할이었던 카라칼팍인 자치구역이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어 우즈베키스탄에 편입됨으로 인해 이 지역의 카자
흐인이 우즈베키스탄 인구에 포함되었으며, 아울러 1930년대 초반 카자흐
스탄에서 발생한 대기근, 그리고 강제적인 집산화의 추진으로 인해 다수의
카자흐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다른 공화국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상당수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59년 인구조사에서는 우즈
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카자흐인이 거의 34만 명 규모였고, 1970년 인구조사
에서는 48만여명 규모로 늘어났다.15)
1959년 인구조사와 1970년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14) Open Society Institute Assistance Foundation Uzbekistan(2002), p. 111.
15) Ibid., p. 112.

∙ 380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이주

인의 규모는 대략 1.4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연적인 인구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선 조정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침켄트주 일부분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1989년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인 공동체의 규모가 거의 8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
였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들은 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유목 우즈베크인들의 중앙아시아 정착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착패턴을 그
대로 흡수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 유목은 축소되고 정착하는 형태로 경제
활동이 변화됨에 따라 비유목 분야에 종사하는 카자흐인의 숫자가 늘어나
게 되었으며,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 공동체는 지역으로는 스리다
리야주, 지작주, 누크스주, 나보이주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왔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카자흐인들 가운데 다수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이주하려는 이유는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인 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
탄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두자릿수의 성장률, 매년 10% 내외의 GDP
성장을 보여준 반면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개혁을 주저했기 때문인데,
2001년 9 ․ 11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파
트너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대가로 카리모프 정부는 2002년에만 1억 6천만
달러의 대외 원조를 받았지만, 원조를 받는 대가로 이행하기로 되어 있었
던 경제 및 광범위한 정치, 인권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따라
서 경제적인 자유화가 교착상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개혁과 관련된 우즈베
키스탄 정부의 약속 이행은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카자흐인 거주 구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중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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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주에 위치한 미르자출 구역은 인구가 대략 4만 2,000명으로 70%가 카자
흐인이다. 이들 가운데는 소련 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경설정과
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속하게 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온 카자흐인
들도 있지만, 1960년대에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한 경우들
도 있다.
굴나라 이스카코바는 부모가 1960년대에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
탄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우즈베키스탄 이주 이후 태어난 그녀의 가족
역시 2004년초에 카자흐스탄으로의 귀환쿼터에 공식적인 신청을 했다.
귀환인을 의미하는 오랄만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비용부담으로 귀국하게
되며, 주택이나 경작용 토지가 주어지고, 카자흐스탄 국민들과 동등한
사회적인 보장을 받게 되며, 간소화된 시민권 취득이 허용되며, 고용지
원 혜택 역시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굴나라와 8명으로 구성된 대
가족들은 집 한 채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면
카자흐스탄 당국이 개별 가족마다 집 한 채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
었다.16)

이들 우즈베크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스탄의 인구적인 필요성을 알고 있
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당연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의 1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카
자흐인이 사는 곳에서는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
을 반영하듯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카자흐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

16) Uzbekistan: Economic Problems fuel departure of ethnic Kazakhs, http://www.irinnews.org/
Report/24422/UZBEKISTAN-Economic-problems-fuel-departure-of-ethnic-Kazakhs(검색일:
2012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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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주어진 이주쿼터의 3배 이상이었다. 2002년 시점에서 카자흐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인 지작주에서만 이미 500여 가구 이상이 떠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인의 귀국과 정착
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가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 재외 카자
흐인의 귀국을 추진해왔음을 앞서 중국 및 몽골 사례에서 알 수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도 역시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
식적으로 추진하는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는 1920
년대와 30년대에 소련시기의 집산화 추진을 피해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포함되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련 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경설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 살게 된 재외 카자흐인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매년 귀국민 쿼터를 정하고, 이 쿼터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했다. 귀국
시점에서 주거를 제공하며, 가족 1인당 6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거주
허가 및 카자흐스탄 신분증 취득 시까지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귀국
민의 숫자는 늘 쿼터 이상이었는데, 2001년의 경우에는 600가족이 쿼터상
으로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1만 가족 이상이 귀국을 하였다.
경제적인 진전이 부재한 상황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됨에 따라 카자
흐인들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초기 3년
동안에 26만여명의 오랄만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이주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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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료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카자흐인이 대략 97만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공식적인 분류상으로
카자흐 민족으로 분류되지 않은 카자흐인들이 50만 명 정도 추가적으로 거
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인의 귀국 배경은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
제적인 문제점들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더욱 부각되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적인 전망이 그 원인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와는
달리, 이주 배경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보지 않고, 가족의 결합이란 측
면을 강조하였다. 카자흐스탄 이민 당국에 의하면 2003년 8월 기준으로 6만
7,882가족의 오랄만들이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쿼터제도에 의해 귀국한
경우는 단지 2만 3,000가족에 불과하다. 쿼터제도와 상관없이 귀국한 경우
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쿼터는 5,000가족, 2004년은 1만 가족, 2005년은 1만 5,000가족으로
확대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카스피해 항구도시인 악타우는 1991년 소련 붕
괴 이전에는 세브첸코로 불렸다. 악타우의 중심항구 지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과거의 다차촌은 소련시기 제조업 도시로 유명했던 세브첸코에서 일
하던 기술인력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소련 붕괴 이후 이러한 인력들이 카
자흐스탄을 떠나게 되면서, 이들이 사용했던 시설들은 방치되었다가, 근래
에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귀국한 재외 카자흐 동포인 오랄만들이 살
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인구학적인 변화를 보여주
는 잠재적인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일종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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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이 이스마일로프는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
국 출신으로 8년 전에 악타우로 이주하였다. 다차촌 가운데에 집을 지어
서 살고 있는 그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삶의 여건이 우즈베키스탄보다 월
등히 개선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스마일로프는 이주 후 건설노동자
로 5년간 일했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카자흐스탄의 경기
침체로 실직자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의 아들은 러시아어를 거
의 구사하지 못하고 불법 택시 영업만 하고 있다. 이스마일로프 가족은
아들에게도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분배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17)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지난 20여년간 카자흐스탄 정부의 오랄만 정책에
의해 86만여명의 카자흐인들이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10만여명 정도가
인구밀도는 낮지만 석유자원이 풍부한 망기스타우 지역에 정착하였다. 카
자흐스탄 서부주들의 인구는 1999년 이후로 거의 67% 정도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성장률의 절반 정도는 오랄만의 이주와 정착에 의해서 이룩되었다.
오랄만들은 귀국하게 되면 가족 규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정착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5인 가족 기준으로 대략 미화 700달러 정도의 보조
금이 지급되고, 이와 아울러 농사용 땅이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
기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망기스타우 지역 오랄만의 거의 85%는
1991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주하였다. 이러한 카
자흐스탄 정부의 재외 카자흐인 귀국 사업의 결과는 이들이 카자흐스탄 사
회에 부적응하는 여러 가지 현실과 관련되어 상충되는 입장이 갈등의 요소

17) Nate Schenkkan, Kazakhstan: Concern Rising Over Ethnic Kazakh Returnees, http://www.
eurasianet.org/nod/65064(검색일: 2012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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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초청 프로그램에 의해 귀국한 이들은 자신들이 귀국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는 입장이 보편적이었다. 반면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은 이 지역에서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적인
불안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오랄만들이 사회적인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12월 16일 망기스타우의 장아오젠
유전지대에서 발생한 근로자와 경찰 간의 무력충돌 및 시위의 원인으로 이
들은 오랄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나자르바예
프 대통령은 이들을 카자흐스탄으로 귀국시켰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감
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며, 다수의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장아오젠 사태로 인해 오랄만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중
단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18)
망기스타우 지역은 석유산업과 관련된 경기 호황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착지로 선호되는 곳이다. 그러나 오랄만들의 대부분은
교육수준이 낮아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오랄만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
거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
과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이라는 점이다. 반면 석유산업으로 인해 도시의 경

18) 2012년 2월 1일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는 2009~11년 사이에 카자흐스탄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귀국한 오랄만들 지원 프로그램인 ‘Nurly Kosh 재정착 프로그램’을 2020년까
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통해 오랄만들의 불만 해소를 시도하였다. NovostiKazakhstan, 201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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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는 오랄만과 관련된 문제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
았는데, 2008년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주민들
이 희생양이 되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인 오랄만이 바로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다양한 견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카자흐스탄으로 귀
국한 오랄만들 대부분이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여건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랄만들을 장아오젠 사태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반
대하는 불만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오랄만이 잘살게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쇠락한 농촌
지역 인구들이 경제적으로 활황지역인 망기스타우 및 다른 서부주로 이주
하는 현상과 별반 다름 없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2011년 12월 16일의 장
아오젠 사태는 이 사태에 관여된 여러 부류들 가운데 오랄만 집단만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오랄만
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감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카자흐스탄 이주후
에 얻게 되는 자녀나 손자들의 이름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누르술탄으로
정하는 것도 바로 오랄만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
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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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외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과 정착

1.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형성과 변천
오랄만(Oralman)은 이른바 ‘귀국민(returnee)’이란 의미로 카자흐스탄 정
부가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카자흐 민족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오랄만은 보통 카자흐스탄의 이웃국가들인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세계 카자흐 민족은 대략 1,450만 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00만 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카자흐스탄
국외의 구소련 14개 국가 및 세계 25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450만 명 가
운데 80만 명은 디아스포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370만 명은 카자흐
스탄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일종의 실향민이라 규정할 수 있는데, 러
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카자흐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에 대략 150만 명, 중국에 150만 명, 러시아에 100만 명, 투르
크메니스탄에 10만 명, 몽골에 8만 명, 키르기스스탄에 4만 5천여 명 등이
살고 있다.
해외에 형성된 카자흐 민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1920년대와
30년대 소련시기에 소련의 정치적인 탄압, 강제집산화, 대기근 등의 이유로
카자흐스탄을 떠났던 집단들의 후손들이다. 소련시기에 대략 20만 명 규모
의 카자흐인이 중국, 몽골,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등으로 이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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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반면 카자흐스탄과 이웃한 소련의 연방공화국들에서는 1926~39년
사이에 카자흐인의 인구가 2.5배 증가하여 대략 79만 명이 넘었다. 18세기
초부터 시작된 슬라브인의 카자흐스탄 유입은 소련시기에도 계속되었고,
당시의 토착민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인의 대량 축출, 다른 민족들의 카자
흐스탄으로의 강제이주로 인해 카자흐인은 이른바 자신의 땅에서 민족적인
소수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59년 시점에는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인보
다 더 많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1989년이 되어서야 카자흐
인이 다시 러시아인보다 숫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반전되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은 인구학적으로 특히 러시아인과 독일인의 유출이민
에 따른 대규모 인구학적인 공백이 발생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대략 316만여 명이 카자흐스탄을 떠났는데, 특히 이는 카자흐스탄 독립 전
후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989년 1,650
만 명 규모에서 1999년에는 1,500만 명 규모로 감소하였다.
인구학적인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한 달 전인 1991년 11월 18일에 소련의
다른 공화국 및 해외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 민족의 카자
흐스탄 이주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인에 대한 관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카자흐 아울(전통
마을)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1991~92
년 카자흐스탄으로 대략 6만 1,000여명의 카자흐인들이 이주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이민법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재외 카자흐인들과 관
련된 절차와 지원이 확립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대규모 귀국이 예상되었
던 오랄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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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귀국이민 쿼터제가 만들어졌으며,19) 귀국이민자들을 관할하는 기구도
만들어졌다.

2.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정착실태
1990년대 카자흐스탄에선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형의 과정이 대규모 유출
이민과 수반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그 이후 카자흐스탄이 대규모 유입 이
민을 추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적인 이유와 역사적
인 이유로 인해 재외 카자흐인들의 카자흐스탄 귀국사업은 카자흐스탄 국
가의 민족정체성 보존과 사회 내부적인 안정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소련시기 카자흐스탄은 인구학적인 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카자흐 전통
관습이 사라졌으며, 특히 카자흐어의 사용이 공식 영역뿐만 아니라 비공식
영역에서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카자흐어와 카자흐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재외 카자흐인인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귀환은 카자흐 문화를 보존 및 발전시키기 위한 카자흐스탄 정
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었기 때문이 카자흐스탄의 국가 이민정책에서 중
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오랄만들은 거주환경과 편의성 측면에서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19) 오랄만 쿼터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특별기술 및 자
격 보유 항목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이러한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10점이 부
여되며, ② 교육수준 항목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중등 기술, 증등 직업교육 이상인 경
우 2점,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이 고등교육 수료 이상인 경우 3점, 가족 구성원 가운데 2
명 이상이 고등교육 수료 이상인 경우 5점이 부여된다. ③ 자녀 항목에서는 자녀 5명 이상
인 경우 10점, 3~4명인 경우 5점, 1~2명인 경우 3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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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유사한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주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반면 중국과 몽골 등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
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북부 지역에 정착
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랄
만들은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을 선호하고,
특히 남부 지역을 선호한다.
오랄만들은 현실적으로 카자흐스탄 귀국 이후 러시아어 구사력이 충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흡수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국에서 온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오랄만들은 우즈베
키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등지에서부
터 귀국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적어도 7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카자
흐스탄 이외의 지역에서 민족언어와 문화들을 유지하면서 생활해왔다. 이
들이 서로 상이한 조건의 외국에서 살아옴으로 인해 오랄만 이주는 전통적
인 카자흐 문화와는 차이를 보이는 다른 문화유산들의 카자흐스탄 유입이
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은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의 시급한 현
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 대중매체 및 공공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일부 오랄만들은 지역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흡수되고 있지만, 일부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원래 살았던 국가로 되돌아가는 경우
도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역 공동체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새로운 이주민 유민 과정에서 이주민을 수용하는 데 상당히 관대했던 특성

39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세기에는 역설적이게도 같은 동포라 할 수 있는 오
랄만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랄만의 귀국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설정한 쿼
터제를 통한 공식적인 귀국, 이와는 상관없는 자발적인 귀국에 대한 지원
의 양상이 달랐다는 측면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인에게 직업
제공, 주택 보조 및 물질적인 보조 등이 포함된 다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
하는 형태로 재외 카자흐인의 귀국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카자
흐스탄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던 혜택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노동계
약에 의해 이주한 재외 카자흐인들이 5년간의 노동계약 종료 이전에 귀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1~98년 사이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매년 정해 둔 쿼터를 초과하는 규모로 이주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
데 절반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별다른 지원 없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해야 했
다. 이러한 상황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7년 재외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과 관련하여 기존의 노동 계약 형식을 철폐하고 시민권 취득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입법함으로써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한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에서
의 쿼터배정, 제도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매년 귀국할 수 있는 연간 쿼터는 1993년부터 실시되어 1993년
에는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후 1990년대 말까지는 그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었고, 1999년과 2000년에는 500가구 수준으로 하락했다.20) 이후
20) 연도별 쿼터는 1993년 1만 가구, 1994년 7,000가구, 1995년 5,000가구, 1996년 4,000가구,
1997년 2,200가구, 1998년 3,000가구, 1999년 500가구, 2000년 500가구, 2001년 6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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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쿼터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1만 5천 가구가 귀국 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쿼터제도는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재외 카자흐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하여 초기부터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이민의 허용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국사업을 통
한 카자흐스탄 사회의 카자흐 중심 구조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쿼터제를 통한 재외 카자흐인 귀
국사업의 수행은 그 취지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쿼터제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이주가 카자흐스탄 정
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2003년,
2004년의 경우 공식 쿼터는 1만 명이었지만, 쿼터와 상관없이 8000여명 이
상이 이른바 자발적인 귀국을 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대부분이 아랄해 고
갈로 인해 환경재앙지대에 속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스탄 지역,
나보이 지역 출신 카자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에는 카자
흐스탄으로 귀국한 재외 카자흐인의 규모가 10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61%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었고, 몽골 출신이 15%를 차지하고 있었
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9%, 중국 출신 5%, 러시아 출신 4% 등이었다.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법적인 토대는 1997년 시행
된 주민 이주법(Law on Population Migration)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귀환한 오랄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사회
2002년, 2,655가구, 2003년 5,000가구, 2004년 1만 가구, 2005년 1만 5,000가구이다. UNDP
Kazakhstan (200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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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책정되어 왔는데, 2002년에는 3억 7,500만 텡게에
서 2003년에는 20억 텡게, 2004년에는 50억 텡게로 확대되어 왔고, 2006년
에는 111억 텡게로 예산이 확대되었다.21) 귀국 오랄만에 대한 지원은 오랄
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지원제도와 쿼터제에 따라 귀국한 쿼
터제 귀국자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로 구분되는데, 그 차이는 [표 2]에서 잘
알 수 있다.
표 2. 오랄만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제도 현황

귀국 오랄만에 대한 기본 지원제도

∙ 연금지급
∙ 수당지급(장애, 실직, 퇴직)
∙ 특별수당 지급
∙ 정치탄압 희생자 복권법에 따른 특별 보상
∙ 오랄만 자녀들에 대한 초등 및 중등교육 장학금 지원
∙ 비자발급 단계에서의 수수료 면제
∙ 군대 징집 유예
∙ 무료 의료서비스 보장
∙ 특별 사회지원
∙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 취학, 유아교육 및 각종 교육 기관 입학에 대한 지원
∙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 교육 지원

쿼터제 귀국자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

∙ 귀국시 세관신고 등의 의무
면제
∙ 영구귀국하는 오랄만의 소지
물품에 대한 영구정착지까
지의 일정량 무료운송
∙ 가장 및 개별 가족구성원들
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 거주지원 수당의 일시 지급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귀국한 재외 카자흐인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 쿼터제를 통한 공식적인 이주를 하여 이주 초기부터 카자흐

21)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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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정부의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반면, 60%가 넘는 우
즈베키스탄 출신의 경우에는 CIS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는 비자면제 조항으
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용하는 쿼터제도와 상관없이 임의로 이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귀국 재외 카자흐인 지원대
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귀국 재외 카자흐인 집단은 국가 쿼터제도를 통한 공식적인 이주민, 국가
의 관리와는 상관없이 비공식적으로 이주한 이주민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귀국한 재외 카자흐인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관리와 지원
은 정책과 실제현장에서의 지원 측면에서 괴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실제 사회 내에서는 오랄만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법제에 대한 무지, 카자흐스탄 사회의 언어실정에
맞지 않는 언어 구사능력, 귀국 재외 카자흐인을 위한 특별 교육의 부재,
이주 전 거주국가 연금제도와 연계된 연금체계의 부재, 농촌지역 현지주민
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심리적인 괴리 측면 등이 재외 카자흐인 이주사
업 추진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현안
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기존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통
합에 필요한 각종 수당, 직업교육 및 언어교육과 관련되는 지원뿐만 아니
라, 오랄만 적응센터의 설립에 대한 입법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오랄만의 귀국 및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과 관
련된 임무를 수행해온 기구는 그 시기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랄
만 귀국사업의 시작과 함께 이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는 노동부 산하의 이
민국이었는데, 쿼터제도의 실행과 오랄만 귀환 및 사회통합에 관련된 분야
는 대통령 행정청 소속으로 1997년 설립된 특별 정부기구인 이주 및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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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The Agency for Migration and Demography:AMD)으로 이관되었다. 2004
년 11월 AMD는 노동 및 사회보호부 관할 이주위원회로 승격되면서 관할
역시 대통령 행정청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감독기관도 변경되었다. 이외에
도 카자흐스탄 행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오랄만의 귀국 및 재정착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표 3. 카자흐스탄의 귀국 재외 카자흐인(오랄만) 공식 지원체계

대통령(대통령행정청)
대통령령에 의해 연간 오랄만 귀국 쿼터 설정


행정부
오랄만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에 대한 총괄 책임


세계 카자흐인협회
오랄만 증명서 발급
거주허가 및 국적 취득
동의서 발급

노동및 사회보호부 산하
이주위원회
오랄만 통합 전략 실행부서
14개 주 및 알마티시,
아스타나시 지역부서

지방자치단체
쿼터에 포함되지 않은
오랄만에 대한 지원책임


교육과학부
오랄만 고등교육
수혜 대상 쿼터설정
오랄만 자녀
취학절차 진행

보건부 지방부서
오랄만에 대한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내무부산하
이민경찰국
오랄만 입국이후의
거주등록, 거주허가
및 시민권 교부

노동 및 사회보호부
지방부서
연금 및 각종
사회수당, 지원금
지급


외무부
영사업무시의 면제

국방부
오랄만의 병역의무 유예

자료: UNDP Kazakhstan, Status of Oralmans in Kazakhstan, Almaty 200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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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자흐스탄 귀국 오랄만의 특징과 변화
1. 기본특성과 이주패턴
재외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이 급증하는 현상은 카자흐스탄이 경
제적인 급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1991년부터 2005년 사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10월 카자
흐스탄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46만 4,420명의 오랄만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연령층 구성은 16세 미만 43%, 경제활
동 참여인구대인 16~60세 사이가 52%, 연금생활자인 61세 이상이 5%를 차
지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 남녀 비율인 49% 대
51%가 귀국 오랄만에게서는 48% 대 52%였고, 기혼자는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적은 199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주한 오랄만 가운데 76%가 취득하
였고, 나머지 21%는 국적취득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국적신청단계에 있
으며, 나머지 3%는 영주권만 가지고 있거나 국적취득을 희망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전체 유입이주자 가운데 오랄만은 33%
수준으로, 2005년에는 오랄만의 비율이 거의 80%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
는 오랄만 쿼터가 2004년까지 1만 가구에서 2005년부터 1만 5,000가구로
늘어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다.
오랄만들의 출신 국가는 아시아, 유럽, 중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
22) 카자흐스탄 통계국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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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가운데 특히 많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러시아가 있었고, 이 외에도 타지키스탄, 이란, 키르기스스탄, 터키, 아프가
니스탄, 파키스탄, CIS와 동유럽 국가, 그리고 덴마크, 이스라엘 등이 있었
다.23) 시기별로는 카자흐스탄에서 경제호황 현상이 두드러졌던 2000년대
초반 5년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유입이 급증했는데, 2001년 2만 4,859
명이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2002년 8만 7,596명, 2004년 4만 6,787명,
2005년 7만 8,123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
탄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카자흐스탄의 경제급성장이 맞물린 결과였다.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정착하였는데, 가장 많이 정착이 이루어
진 지역은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하고 있는 남카자흐스탄주이다. 이곳에는
12만 2,131명의 오랄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오랄
만 인구의 26% 수준이며, 다음은 13%에 해당되는 6만 1,737명이 거주하고
있는 망기스타우주, 그 뒤로는 알마티주 6만 0,770명, 잠불주 4만 9,365명으
로 파악되고 있다. 오랄만의 숫자는 카자흐스탄 남서부와 서부지역에서 망
기스타우주를 제외한 크즐오르다주, 아틔라우주, 서카자흐스탄주 3개 지역,
그리고 경제수도인 알마티시에는 적게 정착하였다. 정착패턴은 몇 가지 측
면의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쿼터제도에 의해 이주하는 경우 개
인의 정착지역 선택은 특정 몇 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
에는 쿼터가 주로 북카자흐스탄 지역으로 할당되었는데, 이는 북부와 중부
지방에서의 대규모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학적인 손실로 인한 공백을 메우
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후 쿼터는 남부지역으로 할당되었고, 2005년의
23) 비율로는 우즈베키스탄 62%, 몽골 15%, 투르크메니스탄 9%, 중국 5%, 러시아 4%, 타지
키스탄 2%, 이란 1%, 키르기스스탄 1%, 터키 1%였다. UNDP Kazakhstan(200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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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쿼터를 통한 이민자가 포함된 전체 이민자 가운데 73%가 우즈베
키스탄 출신으로 남카자흐스탄주에 정착하였다.
쿼터제 이외에도 출신 국가와의 근접도, 언어, 환경, 고용기회 등이 다양
한 정착패턴의 발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 있는 것처
럼 오랄만 가운데 상당수는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해 있는 남카자흐스탄주에
정착했다. 이 외에도 남카자흐스탄주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외에도 타
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출
신 오랄만들이 거주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
과거 살았던 지역과의 인접성이 많이 작용하였다.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
하는 오랄만들은 카자흐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정착을 선호
하였으며, 역사적인 연계성, 친척들의 존재 유무도 지역 선택에 있어서 영
향을 준 요인들이었다. 카자흐스탄과 바로 인접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카자흐스탄주와 비교되는 지역은 남카자흐스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랄만이 많은 망기스타우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
스탄 출신 오랄만들이 정착을 선호했던 지역인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카
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출신들이 많이 선호하였다. 망기스타우주에 거주하
고 있는 오랄만 가운데 거의 95%가 앞서 언급된 두 국가 출신이며, 타지키
스탄 출신은 역사적인 연고지 측면에서 이 지역을 주로 선택했다. 이러한
배경 이외에도 망기스타우주와 관련하여 이곳의 임금 수준이 2002년에 이
미 카자흐스탄 평균 임금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었던 점도 역시 중요한
정착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완료한 오랄만들에게서는 이후 2차 이주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략 24% 정도가 한 차례 이상 2차 이주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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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패턴은 쿼터제에 의해 농촌에 정착해야 했
던 오랄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였으며, 1990년대에는 카자흐스탄 북
부지역에 정착한 오랄만들의 남부지역 재이주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농
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농촌지역에서 현실적인 구직의 어려움,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사회 및 복지 관련 환경의 열악, 인접한 도시지역과의 왕래 불
편 또는 비싼 교통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초 정
착지에 살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지역보다는 특히 중부와 북
부 지역의 오랄만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2. 경제 및 사회적 통합 양상
가. 구직활동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
본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에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흡수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경제체제 참여는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카자흐스탄 이주위원회의 통
계 자료에서는 경제활동 연령대에 있는 오랄만들 가운데 61.5%만 고용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4) 물론 이는 2000년에 노동활동 참여 비율
이 3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
지만 2004년 카자흐스탄의 경제활동 연령대 인구들의 노동활동 참여 비율
이 91.6%였던 것에 비교하면 확연히 그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
24) Committee of Migration of Republic of Kazakhstan, 200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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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 참여비율에서는 지역적인 고용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아
스타나 지역에서는 대략 91%의 오랄만들이 고용되었으며, 알마티 지역은
83% 수준, 북카자흐스탄주는 7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반면 남
카자흐스탄주는 이 비율이 38%, 서카자흐스탄주 역시 오랄만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41%에 불과했다.
오랄만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몇 가지 측면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는 법률적인 장애 요인들이 오랄만들의 구직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데, 인구 이민법에 오랄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하
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나 책임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서는 이러한 오랄만 관련 조항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노동법에는 현지인과 비현지인으로 근로자의 범
주가 설정되어 있으며, 오랄만을 위한 특별 법률 체계 역시 존재하지 않았
는데,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 상태에서 오랄만은 비현지인 집단으
로 분류되었다. 비현지인의 경우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노동사회
복지부로부터 특별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이전
단계에 있는 오랄만은 노동법에 의해 비현지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개인들
의 능동적인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유사한 법률
적인 장애요인으로는 거주증명이 있다. 오랄만이 카자흐스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적을 가지거나 최소한 거주등록 자체는 완료되
어야 하는데, 시민권이나 거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증명서가 제출되
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임시거주지나 영구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
들의 거주등록을 받아줄 현지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
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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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랄만의 경제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언어적인 장벽과 관
련되어 있다. 오랄만들 가운데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류들은 특히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서 일자
리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카자흐어의 사용이 확산되어 있는 카
자흐스탄 남부지역에서조차도 이러한 장벽이 존재하며, 단지 그 정도가 낮
을 뿐이다.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경우에도 특히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이주한 경우에는 아랍어를 사용해서 표기했던 카자흐어
고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터키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라틴어로
표기된 카자흐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릴 문자 표기 카자흐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 출
신 오랄만들은 의사소통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문서를 읽거나 작성하는 능
력은 부족하다. 결국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모두에서 불충분한 언어능력으
로 인해 구직활동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육시스템의 차이도 역시 구직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특히 고
등교육을 받은 오랄만의 경우 학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전공에 따른 구직활동이 쉽지 않았고, 공학이나 기술전문인력, 의학,
경제학자 등의 직종에서는 전공을 살린 구직 자체가 카자흐스탄의 사정으
로 인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오랄만들 가운데 20%는 카자흐스탄 귀국
이전에 살았던 국가에서는 정부나 국가 관련 영역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7.2%만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이후에도 유사한 직종에 종사
하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단순노무자의 비율도 귀국 이전 직
종에서는 2%에 불과했는데, 귀국 이후에는 5%로 늘어났으며, 자영업자 역
시 1.9%에서 4.9%로 늘어났다. 반면 귀국 이전 농업에 종사했던 오랄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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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4%였는데, 귀국 후에는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러한 여러 요인에서 예측해볼 수 있는 점은 실업자 상태인 오랄만의 증가
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이전에 실업
자였던 오랄만은 8.3%였는데, 귀국 이후에는 24.4%로 증가했다.25)
카자흐스탄 이민법 관련조항(29-3)에서는 국가 관련당국은 오랄만들에게
직업교육을 포함한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
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오랄만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오랄만의 구직활동
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랄만이 정착한 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을 지역 구직활동
센터에 등록하거나 일시적인 공공근로만 제공할 뿐이었다.26) 또한 지역 구
직활동 센터가 진행한 직업교육은 주로 회계직, 경비직, 운전직 등의 분야
였는데 러시아어로만 실시됨에 따라 러시아어 능력이 부족한 오랄만들에게
는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표 4. 오랄만 가구의 월수입

(단위: 텡게, %)

수입수준

비율

수입수준

비율

월수입 부재

2.1

20,000~30,000

12.8

5,000 이하

13.7

30,000~40,000

6.5

5,000~10,000

23.4

40,000~60,000

3.2

10,000~15,000

21.4

60,000 이상

0,7

15,000~20,000

16.2

자료: UNDP Kazakhstan, Status of Oralmans in Kazakhstan, Almaty 2006, p. 17.
25) 귀국 후 체류시간에 따른 오랄만의 실업률은 다음과 같다. 4년차 이상: 43.5%, 2~4년차:
15.9%, 1~2년차: 2.2%, 1년 미만: 38.3%. Ibid., p. 16.
26) 공공근로의 경우 월수입이 카자흐스탄 텡게로 1만 텡게 정도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원화로
대략 8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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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오랄만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유지는 거의 불가능했다. 2003년 UNDP가
추정한 카자흐스탄의 1인당 월 최소임금 수준은 5,128텡게였다.27) 이와 관
련되어 개별 오랄만들의 월수입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45% 정도가 5,000~
15,000텡게 수준의 수입으로, 결국 이는 오랄만 가구 대부분의 수입이 카자
흐스탄의 평균 임금수준 정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법에서는 오랄만들의 장애인보험, 실업보험, 연금, 특정 사회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혜택의 신청과정에서 지방행정 당
국이 거주 등록 등의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실제의 정책 집행과정에서는
수혜 자체가 차단된 상황이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오랄만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국적 취득에 따른 국가차원의 지원이 귀국 이전에 살
았던 국가와 비교하여 미약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귀국 이전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주거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정착에 있어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주거문제의 해결이었다. 쿼터제도에 따라 카자흐스탄
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오랄만 쿼터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적인 이유나 물류적인 측면의 어려움으
로 인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이주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오랄만 가구의 48.3%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8) 그러나
27) UNDP Kazakhstan Infobase.
28) 2005년 1월 기준으로 4만 5,635가구의 오랄만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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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쿼터제에 의하
지 않고 입국한 오랄만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에서는 주택 보유 비율이 낮
게 나타났다.
표 5. 오랄만의 지역별 주택 보유현황(2005년 1월 기준)

지역명

비율(%)

지역명

비율(%)

아크몰라주

97.3

크즐오르다주

66.9

악토베주

72.6

코스타나이주

79

알마티주

76.9

파블로다르주

86

아틔라우주

82.0

북카자흐스탄주

96

동카자흐스탄주

90.1

망기스타우주

31.9

서카자흐스탄주

50.5

남카자흐스탄주

11.9

잠불주

49.1

아스타나시

66

카라간다주

93.7

알마티시

47.1

전체평균

48

자료: UNDP Kazakhstan, Status of Oralmans in Kazakhstan, Almaty 2006, p. 18.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랄만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 주택
보유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카자흐스탄주는 11.9%, 망기스타우주는
31.9%, 알마티시 47.1%, 잠불주 49.1%인데, 이 가운데 특히 남카자흐스탄
주가 유독 비율이 낮은 것은 이 지역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오랄만들이
쿼터제 입국제도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민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사, 모스크, 적응센터,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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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하여 살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농촌
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거여건도 좋은
편이 되지 못했다. 이는 농촌 주택의 경우 오랄만 거주 이전에 살았던 농촌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방치된 주택이 별도의 수리나 보수절차 없이 오
랄만에 배정됨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주거를 위한 설비가 불충분
했고, 심지어 사람의 거주가 부적합한 상태로 오랄만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부분의 오랄만들은 경제적으로 직접 주택의 수리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
적인 생활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살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가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
한 조치가 2004년 1월 실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주택제공 같은 직접적인
주거지원 대신 개인당 지급되는 월 최저생활비의 10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족구성원만큼 합산한 금액을 일시 지급하여 해당 가족이 직접 주거문제
를 해결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에
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인 주거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자신의 저축을 이용하거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로
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충당하였다.
이와 아울러 집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은 오랄만들이 시민권이 없고,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랄만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꺼림에 따라 2004년 1월의 제도 변경은 의도했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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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쿼터제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오랄만에 대한 주거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쿼
터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주한 오랄만들의 주택문제 해결 상황은 더
욱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지만, 그 규모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했고,
따라서 일부 지방정부(알마티시, 남카자흐스탄주, 망기스타우주)는 주택 대
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했고, 이를 제공받은 오랄만들은 각
자 주택을 짓는 형태로 주택문제 해결에 나섰다.
다. 보건과 교육
오랄만들의 전반적인 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통계나 관련 자료는 발
견하기 어려운데, 법적으로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국민과 동등한 국가 의
료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카자흐스탄 국민과 이들
간에 공식적으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게 되면 전면적인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의료 검진은 단순 검진에
서 종합검진까지 그 수준이 다양한데, 어떠한 형태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공식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일단 최초 종합검진을 받은
후에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국영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관행들은 거의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이
행된다고 해도 지연이 빈번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절차나 권고도 준수되
지 않았고, 후속검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었다. 특히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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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거주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해 특히 안전한 식수와 전기의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감염되면 가족 전체로 확산이 쉽게 이루어졌다. 반면 비교적 도시적인 생
활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갖추어져 있는 카라간다주와 알마티주의 오랄만들
에게서는 일반 카자흐인들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이주법 29-2에 의해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는 오랄만들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쿼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비분야에 비해 상
대적으로 그 상황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교육 수혜연령
에 있는 오랄만들의 95.3%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오랄만 가족이 귀
국후에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등록시키는지
의 문제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러시아어 학교보다 카자흐어 학교가 선호되
었는데, 카자흐어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말하기는 문제가 안 되었지만
읽기나 쓰기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어는 키릴문자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
에 키릴문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카자흐어 학교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
어지기 힘든 상황이 빈번히 나타났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초등교육 이수자들의 46%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를 희망하였지만, 오랄만 부모들은 54%가 자녀의 고등교육 이수를 희
망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등교육기관과 먼 곳에서 살고 있거나, 자녀의 대
학교육을 감당할 수 있느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
자흐스탄 교육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04년에 18만 3,000명의 학생들
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이 중 15만 3,000명은 자비로 진학했고, 단
지 1만 6,000명이 국가 장학금, 1만 명이 국가 교육대출에 의해 진학하였다.
이 2만 6,000명의 국가지원 학생 가운데 오랄만은 520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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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00년대 중반 이후 카자흐스탄의 오랄만 정책변화
1. 카자흐스탄 오랄만협회
카자흐스탄은 비공식적으로 ‘오랄만’으로 알려진,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 민족들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1991년 이후 70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 귀국하는 카자흐인들은 재정적인 지원, 신속한 카자흐스
탄 국적의 취득과 같은 혜택이 보장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정치 및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의 인구는 1,600만 이상이 되어야 경제활동 규모 측면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인구학적인 불균형의 해소라는 부분도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카자흐스탄이 독립되던 시점에서 카자흐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여
전히 소수집단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오늘날 카자흐인
이 국가 인구의 67% 정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인과 독일인들의 유출이민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인
구가 1,700만에서 1,500만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이주는 인구학적인 문제
의 발생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귀국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이었다. 1990년대 오랄
만의 유입은 바로 1990년대 초중반 러시아인과 독일인의 유출로 인한 공백
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은 주로 고등교
육을 받은 전문직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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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에는 오랄만 가운데 박사 이상의 전문 고급인력들이 300여명 가까이
정착하기도 했다. 오랄만 가운데 20%는 전문 직업교육을 받았으며, 10%는
대졸 이상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랄만의 재정착을 위해 1억 3천
만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여기에는 고용지원, 카자흐어 및 러시아 교육, 교
육수혜쿼터, 복지혜택, 무료보건, 주거보조 등이 포함되었다.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카자흐인들은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의 지위에서 기인하는 정치적인
압력요인들이 주로 이주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몽골의 카자흐인들
은 좀더 개선된 생활환경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몽골 카자
흐인들은 몽골의 문제점으로 직업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반면, 많은 학생
들과 졸업생들이 신규노동인력으로 배출되고 있다. 종교적으로도 무슬림인
카자흐인과 불교신자가 다수인 몽골인들 간에 종교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중국과 달리 국가로부터의 압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
나 경제적인 전망의 부재는 많은 카자흐인들이 국경 서쪽에서 기회를 모색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오랄만(재외 카자흐인 귀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쿼터, 시민권, 귀국에 대한 보상 등 귀국에
따른 행정절차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오랄만들의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모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법제도에
대한 무지, 언어적인 부적응, 오랄만들을 위한 특별 적응교육의 부재, 오랄
만의 연금 수혜문제, 농촌지역 지역민 관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장벽, 오
랄만의 배우자인 비카자흐인에 대한 시민권 취득 기회의 부재 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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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2005년 7월 23일에 우즈베키스탄, 중국, 터키
및 여타 국가 출신의 귀국 카자흐인 대표자들이 “카자흐스탄 오랄만 연합
(Union Oralmanov of Kazakhstan)”을 조직하고 NGO로 등록하였다. 이 협회
는 재능 있는 오랄만 청소년들의 역사적인 모국 정착지원, 오랄만 고용에
대한 지원, 주택(영구 및 임시거주) 구입에 대한 지원, 오랄만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의 확보,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의 지원 확보 등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었다. 2006년 카자흐스탄 오랄만협회(Union Oralman of Kazakhstan)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오랄만 자녀들의 고등교육, 카자흐스탄 동화 및 조
직 결성 등을 위해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 4월
4일 오랄만의 지위 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
하였다.29)

2.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정책변화: 누를리 코쉬 정책
2009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주 프로그램은 대략 13억 달러 규모로 추진
되는 누를리 코쉬(축복받은 이주)의 착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 프
로그램은 350만에서 450만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역외 거주 카자흐민
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몽골의 카자흐인은 10만 명 규모인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카자흐스탄 특정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
기도 하다.
29) The program of support of Union Oralman of the Union of Kazakhstan
http://site.seimarfund.kz/2007/09/10/the_program_of_support_of_union_oralman_of_the
_union_of_kazakhstan.html(검색일: 2012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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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몽골지역의 많은 카자흐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근원지로 보는 동
카자흐스탄이 바로 이 특정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는 이러한 지역 선택은 경제적인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데, 누를리 코쉬 프로그램의 대상에는 국외 거주 카자흐 민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민, 과거 카자
흐스탄의 국민이었던 숙련인력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30) 이러한 측
면 이외에도 잘 언급되지 않는 배경으로는 동카자흐스탄은 슬라브인의 인
구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으로의 카자흐인의 유입
이주는 인구학적인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 관리들은 누를리 코쉬 프로그램의 혜택을 알리기 위해 서몽
골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 혜택에는 보조금, 이주비용, 저이자의
주택금융 지원이 포함되지만 대부분 이러한 지원은 결국 이주민들에게 장
기적인 채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들 가
운데 일부는 이미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이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만으
로 도저히 정착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서몽골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이
들은 여전히 주택을 구입할 자금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의 이주 의사를 가지고 있다.

30) Gulmira Kaziyeva, Astana develops new oralman repatriation programme: Oralmans must
not see themselves as second-class citizens, analysts warn(2011. 11. 02).
http://centralasiaonline.com/en_GB/articles/caii/features/main/2011/11/02/feature-01(검색일
2012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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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자흐 민족들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바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몽골 입장에서
전문인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몽골의 이른바 지식인 카자흐민족이 카자흐
스탄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몽골에 남아 있는 카자흐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미 상당수의 카자흐인 지식인들이 몽골에
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함에 따라 몽골 카자흐인들의 정치적인 잠재력, 지
식인으로서의 잠재력은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몽
골 카자흐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른바 역사적인 모국이라 불
리는 카자흐스탄에서 진정한 카자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를 바라고 있다.
지난 20년간 누를리 코쉬 프로그램에 의해 대략 30만 가구, 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오랄만들이 재정착을 했는데, 주로 망기스타우주, 남카자흐스
탄주, 알마티주, 알마티시, 아스타나시가 주요 대상지역이었다. 오랄만들은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에
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오랄만들 가운데 특히 중국 출신
오랄만들은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
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특별 교육과정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직업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1년
내에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이 요구된다. 또한 오랄만들은 대부분이 몇 개 특정 주들만 거주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약도 철폐되어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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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31)
카자흐스탄이 디아스포라 카자흐 민족인 오랄만 귀국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된 2011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새로운 정착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
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이민당국은 2007년 시점에서 이미 카자흐인들이 50
만 명 이상 귀환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카자흐인 오랄만의 유
입은 인구학적인 문제해결, 인력부족 문제 충당, 카자흐 전통 및 언어의 보
존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을 희망하는 인력이 급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오랄만 쿼터는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분배,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 교육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귀국민 모두가 주택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
며, 고용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정된 프로그램에는 오
랄만의 지리적인 분포, 고용 및 주거제공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러한 과정이 좀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헬싱키위원회 알마티 지부의 권고이기도
하다.32) 좋은 프로그램은 적절한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자금지원과 조
율이 요구되며, 새로운 이주민이 교육과 직업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적절
한 적응센터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아울러 오랄만의 카
31) 이러한 취약요인들은 이미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1년말 망
기스타우와 악타우 등에서 석유노동자들의 경찰과의 충돌, 악토베에서의 종교집단과 경찰
과의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32) Gulmira Kaziyeva, Astana develops new oralman repatriation programme: Oralmans must not
see themselves as second-class citizens, analysts warn(2011. 11. 02).
http://centralasiaonline.com/en_GB/articles/caii/features/main/2011/11/02/feature-01(검색일
2012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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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 시민권 취득도 귀국 후 1년 정도 소요되었던 기간이 최근에는 3개
월로 단축되는 등 사회 내에서의 지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
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굴샤라 압두칼리코바(Gulshara Abdykalikova) 장관
은 오랄만에 대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인
“Employment 2020”의 일환으로 계속될 것임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2009~
11년 오랄만에게 혜택이 부여되었던 누를리-코쉬 프로그램이 계속됨을 의
미한다.33)

Ⅵ. 결론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략 110만 명 규모의 유입이
민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6만 명 규모는 오랄만이라 불리는 카자흐 민
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기반을 둔 이른바 재외동포 귀
국정책 중심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적인 안정과 국민정체성을 증대시킨
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귀국 동포의 사회 통합
과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회의 안정을 저
해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오랄만들 가운데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규모, 카자
33) Novosti-Kazakhstan, 201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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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스탄으로의 귀국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동포 귀국사업의 주
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는 몽골의 카자흐인, 중
국 신장의 카자흐인, 이웃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이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세 집단을 오랄만 귀국사업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지만, 해당국에서의 카자흐인 공동체 형성 및 발전과정,
카자흐인 정체성 유지 측면에서의 상이성,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경제 및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재외 카자흐인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하
나의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은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을 간과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이미 많은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
이다.
또한 이들 오랄만들을 역사적인 모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오랄만들이 새로이 정착
한 국가이며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경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
아 있다.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이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오랄만의 요소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요소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카자흐스탄 경제 및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하게 됨으로 인해 현재의 카자흐스탄 사회안정성을 확보 및 유지하는 과
정에서 문제를 지닌 집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약자세력으로서 오랄만의 위상
을 개선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및 초기정착에만 집중하던 것을 2000년대 중반 이
후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카자흐스탄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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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방편을 실천하는 양상으로 변모시키
고 있다. 이러한 오랄만에 대한 접근의 전환으로 인해 오랄만에 대한 정부
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오랄만협회가 조직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거시적인 노동
정책 차원에서 오랄만에 대한 고용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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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현재 전세계는 환경의 세기로 접어들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사고는 전세계에 충격
파를 던지면서 어떠한 국가도 환경문제에서 예외는 없다는 교훈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환경문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어
서, 타국의 환경재앙이 진원지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근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의 반대편에도 영향

42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황사가
한국 및 일본뿐만 아니라 멀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또 하나의 엄청난 환경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
나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한때는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북미의 슈피리
어호,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에 이어 전세계 4대 호수로 위용을 자랑하던
중앙아시아의 아랄해가 원래 호수면적의 90%가 고갈되면서 드러난 강바닥
에서 불어오는 오염된 염분이 가미된 먼지는 인근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
팍스탄 자치공화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말라버린
광대한 지역의 아랄해에서 불어온 오염물질은 중앙아시아 인근국인 타지키
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인도 및 파키스탄의 국경선 지역에서도 검출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아랄해 유역권에 포함되는 인구가 약 3,200만 명이며, 중앙아시아 5
개국 모두가 아랄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랄해의 고갈은
환경재앙의 전형적인 사례로,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천문
학적인 예산을 퍼부으면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랄해의 고갈과 관련
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의 높은
1) 실제로 아랄해의 고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고
르바초프가 전세계에 그 심각성을 알리기 이전까지 서방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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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으로 일부 언론에서 아랄해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서구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20세기 전세계 환경재앙의 대표적인 사례
인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연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Ⅱ.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아랄해의 고갈과 그 영향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상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20세기 대표적인 환경문제의 사례인 아랄해의 고
갈이라는 엄청난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특히 한국에서
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아랄해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다. 그러나 구소련 시대를 통해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면화산업 및 벼농사를 위해 인위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자원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죽음의 호수로 변한 상태이다. 호수의 고갈로
인한 염도의 상승으로 아랄해에 살던 생물들의 멸종을 가져왔다. 또한 아
랄해로 유입되었던 시르다리야강과 아무다리야강의 고갈로 호수의 대부분
하상(河床)이 드러나면서, 이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염분을 포함한 오염물
질을 대기를 통해 유입시켜 인근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아시아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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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오는지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둘째, 지금까지 아랄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환경
적 영향 및 생태학적 악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세계은행, 유엔환경계
획, 유엔개발계획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수많은 국제단체 및 국제연구기관
의 연구가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영역
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상의 공백
을 메우고자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아랄해의 고갈로 현지사회에서 나타나
고 있는 경제적인 결과와 실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심각
성과 연계되어 사회구조상의 문제, 특히 주민들의 집단이주, 공동체의 일탈
현상, 실업으로 빚어지는 가족의 해체문제 등 기존 연구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셋째,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문헌연구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가 갖는 현실과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현지
조사를 위주로 한다. 수많은 연구가 현장답사보다 기존자료, 특히 서구에서
발표된 자료에만 주로 의존함으로써 아랄해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
기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문제를 실
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아랄해와 인접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누쿠스, 쿤그라드 및 무이나크 등 3개의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이한 지역의 실증조사를 통해 한 지역만을 연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연구의 특수성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함과 아울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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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보편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연구방법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보다는
현지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교육수준의 편차가 심한 점을 고려한
다면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보다 라포르(rapport)를
통해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층면접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현
지주민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내면적인, 그리고
솔직한 경제적 실상과 사회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심층면접의 요체라 할 것
이다. 그뿐만 아니라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인 실상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아랄해 문제 관련 기존문헌 검토
아랄해와 관련된 기존문헌은 크게 다음의 영역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아랄해 고갈의 원인, 아랄해 고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아랄해 고갈로 나
타나는 자연생태학적인 피해, 아랄해와 관련된 수자원 거버넌스. 다음에서
는 이들 영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문헌들 중 가장 양적으로 풍부한 연구는 주
로 아랄해 고갈의 원인과 관련된 연구이다.2) 대부분의 문헌은 아랄해 고갈
2) В. Н. Михайлов(1999), “ПОЧЕМУ ОБМЕЛЕЛО АРАЛЬСКОЕ МОРЕ,” Соросовский образо
вательный журнал, No. 2, pp. 85~90 (http://www.pereplet.ru/nauka/Soros/pdf/9902_085.pdf,
2012-03-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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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1950년대와 1960년대 구소련 시기에 진행되었던 아무다리야강
과 시르다리야강의 물을 농업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새로이 수로를 만들면
서 시작되었다는 데 동의한다. 즉 새로운 수로를 만드는 목적은 다양하지
만 대체로 면화생산을 늘리고, 과일과 채소의 생산을 높이며,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쌀 생산을 늘리려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1960년까지 관개용
수를 필요로 하는 면적이 450만 헥타르였지만, 2000년대에는 약 800만 헥
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수자원의 소비가 급등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3)
특히 관개용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건설된 운하는 아랄해 고갈을 가져
온 직접적 원인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라쿰 운하이다. 카라쿰 운하
는 아무다리야강을 카라쿰 사막까지 연결하는 1,300km길이로, 소련에서 가
장 규모가 크고, 가장 길이가 긴 운하였다. 기존에 아랄해로 흘러가던 물이
이 운하로 물길을 돌리면서 1956년부터 1986년까지 약 225km³라는 엄청난
양의 강물이 아랄해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아랄해 고갈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4)

3) Tracy H. Allen(1997), “The Aral Sea Crisis: Desiccation and Perspectives on Recovery”
(http://www.oneonta.edu/faculty/allenth/Class-Readings-Password/aral%20sea%20crisis.pdf,
2012-09-06 검색); Gulnara Roll, Natalia Alexeeva, Nikolay Aladin, Igor Plotnikov, Vadim
Sokolov, Tulegan Sarsembekov and Philip Micklin(2006), “Aral Sea: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Brief” (http://www.ilec.or.jp/eg/lbmi/pdf/01_Aral_Sea_27February2006.pdf,
2012-09-06 검색);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и причины его гибели”(14 декабря 2009) (http://
lifeglobe.net/blogs/details?id=484, 2012-08-20 검색) ;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проблемы легенды,
решения”(http://ecodelo.org/3676-aralskoe_more_problemy_legendy_resheniya-basseinovyi_
podkhod, 2012-08-19 검색).
4) Philip Mickin(1998), “Desiccation of the Aral Sea: A Water Management Disaster in the
Soviet Union” Science, Vol. 241, pp. 117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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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로 많은 문헌들은 주민들
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핵, 간염,
호흡기 질환 및 설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확산이다.5)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랄해 주변에서 이러한 질병의 발병률은 구소련 전체에서 가장 높
은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6)
세째, 그 외 일부 문헌들은 아랄해 고갈로 빚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결
과로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다루고 있다.7) 구체적으로 아랄해의
고갈로 빚어진 경작지의 염화(鹽化)는 심각하다. 아랄해의 고갈로 현재 아
랄해는 1960년대 면적의 1/3 이하로 줄어들면서, 말라버린 호수지역의 염
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고갈된 아랄해 지역의 염분이
거의 해수의 염분 수준으로 증가하였고,8) 바람으로 이동하게 되는 공기 중

5) Phillip Whish-Wilson(2002), “The Aral Sea Environmental Health Crisis,” Journal of Rural
and Remote Environmental Health, Vol. 1, No. 2, pp. 29~34; L.I. Elpiner, “Public health in
the Aral coastal region and the dynamics of changes in the ecological situation..” In M.H.
Glantz(Ed.), Creep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al Sea basin(pp. 128~15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9).
6) Ian Small, J. van der Meer, and R..E.G. Upshur(2001), “Acting on an Environmental Health
Diaster: The Case of the Aral Sea,”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109, No. 6, pp.
547~549.
7) Юсуп, Камалов(2004), “ЭКОСИСТЕМЫ РЕК БАССЕЙНА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СУЩЕС
ТВУЮЩИЕ И ОЖИДАЕМЫЕ УГРОЗЫ” SEMINAR ON THE ROLE OF ECOSYSTEMS
AS WATER SUPPLIERS(Geneva, 13-14 December 2004) (http://www.unece.org/fileadmin/
DAM/env/water/meetings/ecosystem/Discpapers/Kamalov_aral%20sea_ru.pdf, 2012-03-24 검
색); Алиханов Б.Б., Франк Л.Г., Аксенова Л.А., Горелкин Н.Н. Aral Genofond
(http://aralgenofond.org/rus/aral-region/articles/details/?pid=131, 2012-08-20 검색) ; “ЭКОЛОГ
ИЧЕСКАЯ КАТАСТРОФА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Год Молодёжи (http://www. godmol.ru/
ekologija/127-aralskoe-more.html, 2012-09-02 검색); Майкл Г. Гланц и Игорь С. Зонн(2005),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водные проблемы, климат и изменени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Центральн
ой Азии. Всемирная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МО 982) http://www. wmo.int/pages/prog/drr/publications/drrPublications/0982_The_Aral_Sea/WMO982r.pdf, 2012-03-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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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분이 특히 주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염분뿐만 아니다.
아무다리야강 상류지역에서 면화재배 시 사용한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성
분, 비료에 포함된 화학물질, 고엽제 성분 등이 아랄해로 유입되었다가, 아
랄해가 고갈되자 수분이 증발되면서 아랄해 인근지역의 대기, 토지, 식수
및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9) O’Hara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랄해 인
근지역의 유기인산염(organophosphate)의 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임을 보여주고 있다.10)
마지막으로 일부 문헌들은 중앙아시아 수자원 부족과 관련하여 중앙아
시아 지역의 수자원의 특징 및 각국의 수자원 정책을 국제적 차원에서 다
루고 있다. 특히 수자원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구소련
의 해체 이후 각국의 독립과 함께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국가 간의 수자원 분
배 및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과의 연계11) 등이 특히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8) Philip Micklin(2007), “The Aral Sea Disaster,” The Annual Review of Earth and Planetary
Science, Vol. 35, pp. 47~72.
9) A.N. Krutov(1999),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Uzbek part of the Aral Sea basin,” In
M.H. Glantz ed., Creep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al
Sea basin, pp. 245~2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S.L. O’Hara, G.F.S. Wiggs, G. Davidson and R.B. Hubbard(2000), “Exposure to airborne
dust contaminated with pesticides in the Aral Sea region,” Lancet Research Letters, Vol.
355, pp. 627~628.
11) 아랄해 고갈문제는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카라칼팍스탄에서 현지 가이드로 필자를 안내한 현지 카라칼팍 청년 이브라기모프(26세)
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농사나 양귀비 재배를 많이 할수록 농업용수가 많이 사용되
기 때문에 아무다리야강 하류 우즈베키스탄의 수량이 줄어든다고 하였다(2012년 6월 현지
조사).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5개국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그 영역에서도 단지 수
자원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자원 및 환경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다
차원적이고, 중앙아시아의 전 지역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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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자원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하는 이러한 문헌에서 어떻게 각국 간
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분석되었다.12)
따라서 상기의 문헌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주제는 아랄해 고갈의 원인,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주민건강 영향, 아랄해 고갈이 자연생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랄해와 관련된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자원 정책 등에 초점
을 맞추고 있지만, 아랄해의 환경재앙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
구가 소홀히 하고 있는 아랄해 고갈이 미치는 사회적 ․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서 분석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거대한 자연재해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2) Jeremy Allouche(2007), “The Governance of Central Asian Waters: Natinal Interests versus Regional Cooperation,” Disarmament Forum, No. 4 (http://www.unidir.org/pdf/articles/
pdf-art2687.pdf, 2012-09-10 검색); Juha I. Uitto and Alfred M. Duda(2002), “Management
of Transboundary Water Resources: Lessons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nflict
Preven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68, No. 4, pp. 365~378; Anar Khamzayeva
(2009),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Central Asia: security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regional cooperation,” CIDOB Asia Documents 25, pp. 9~32 (http:// www.einiras.org/
pub/details.cfm?lng=en&id=111783, 2012-09-10 검색); U. Islamov, F. Maksudov, D.
Maksudova(2009),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ssues in Uzbekistan” CIDOB
Asia Documents 25, pp. 57~76 (http://www.einiras.org/pub/details.cfm? lng=en&id=111783,
2012-09-10 검색); М.Т. Рузиев, В.Г. Приходько, “ПРИМЕНЕНИЕ МОДЕЛИ УПРАВЛЕН
ИЯ БАССЕЙНА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ASB-MM)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ЗМОЖН
ОСТЕЙ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НА ОСНОВЕ СОТРУД
НИЧЕСТВА В УПРАВЛЕНИИ В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И КООПЕРАЦИИ В ПРОИЗВО
Д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 УЧЕТОМ ВОЗМОЖ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
ИЙ” (http://dialogue.icwc-aral.uz/first/third/ruziev/01_chapt1.pdf, 2012- 09-24 검색).

42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Ⅳ. 조사지역과 연구방법
1. 조사지역
본 연구를 위한 조사지역은 아랄해가 위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자
치공화국인 카라칼팍스탄이다. 구체적으로 카라칼팍스탄의 무이나크, 쿤그
라드 및 누쿠스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아랄해 권역
속에서도 지역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역간 차이를 모두 탐색할
수 있는 3개의 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역선정은 아랄해와의 거리, 과거 아랄
해 인접지역,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의 기반 배경, 그리고 민족의 구성, 도
시 또는 농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아랄해로부터의 거
리에 따라 해당지역이 아랄해의 고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다음에서는 현지조사 지역인 누쿠스, 쿤그라드, 무이나크 등의 지역성격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무이나크는 아랄해의 고갈이 시작되기 전인 1960년대 아랄해 인근
에 위치한 최대의 항구도시로서 지역산업 및 경제가 아랄해와 밀접한 영향
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므로 아랄해의 고갈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라고 할 수 있다. 아랄해 고갈이 진행되기 전에 무이나크는 아랄해에서 어
류와 수산물 채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유일의 항구도시로서의 역할 등으
로 번성하였으나 아랄해의 고갈이 심각해져 이제는 항구의 역할은 커녕 존립
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과거 아랄해의 항구도시였던 무이나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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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현지조사 지역 (누쿠스, 쿤그라드, 무이나크)

현재 아랄해의 고갈로 아랄해와의 거리가 약 200km까지로 늘어남으로써
아랄해 고갈을 가장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곳이다. 현재 이 지역 도시인구
는 약 1만 3,000여 명, 그리고 농촌인구는 1만 5,000여 명으로 모두 약 3만
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둘째, 카라칼팍스탄 자치주의 최대 도시이자 26만 5,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누쿠스는 아랄해에서 날아온 염분과 오염된 공기 때문에 주민들
이 극심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세계은행과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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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누쿠스에 체류하면서 아랄해의 고갈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누쿠스에서의 현지조사는
이러한 환경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랄해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경
제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지역
인 누쿠스는 쿤그라드나 무이나크와는 달리 아랄해 고갈의 영향에 대한 도
시민들의 반응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셋째, 쿤그라드는 무이나크와 누쿠스 사이에 위치한 오래된 역사를 가지
고 있는 지역이다. 아무다리야강은 쿤그라드에서 아무다리야 델타를 형성
하고, 이곳을 거쳐 무이나크로 흐르면서 아랄해와 합류하게 된다. 따라서
무이나크와는 달리 아랄해에 의존하여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며, 따라
서 어느 정도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조사하기에 적절한
도시로 판단된다. 쿤그라드는 카자흐민족, 우즈벡민족, 키르기스민족 및 기
타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아랄해에 관한 다양한 민족들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지역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쿤그라드는 농업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외국인 회사가 산재한 곳이므로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의식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적지로 꼽히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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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특성상 기존의 연구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서 발생하고 있는 아랄해의 고갈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관한 조
사를 하였다. 기존 국내 문헌이 아랄해 문제에 대해 대부분 해외의 조사결
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한 현지조사는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사회경
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아랄해의
고갈과 관련된 문제는 현장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문헌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아랄해 문제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현재 아랄해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위험성을 고발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반면, 우즈
벡 정부에서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아랄해 유역에
서 석유와 가스 채굴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우즈벡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
는 입장이다. 또한 우즈벡 정부는 아랄해의 복원보다는 면화 재배지에 물
을 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이 어느 정
도 사실인지는 현지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관찰이 가장 효과적이다. 과연
아랄해의 고갈로 무이나크, 쿤그라드 및 누쿠스 주민들이 어느 정도 타 지
역으로 이주했는지, 아랄해 고갈로 나타나는 환경재앙이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존의 문헌조사
로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지조사를 통
한 심층면접에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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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은 60년대 이후 급격한 감소량을 보여주는 아랄해 고갈의 역사
를 가장 잘 밝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조사방법이다. 구체적으
로 60년대 아랄해 주변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통해 고갈되기 이전 아랄해
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 거의 50여년간 아랄해의 고갈과
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정부에서 주장하고 시행하고 있
는 아랄해의 복원과 관련된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도
현지 거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의 또 다른 이점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랄해 인근지역 주민
들의 지위와도 관련성이 있다. 즉 충분한 경제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주
민들은 아랄해의 고갈이 시작된 1960년대 이래 약 50여년간 상당수가 타지
역으로 이주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건강상의 문제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
서 경제적 기반이 충분치 못하고, 교육수준도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
인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방법으로서는 틀에 박힌 설문지 작
성과 같은 공식적 절차보다는 현지 가이드를 통해 친근하게 접근하여 이들
의 진솔한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술을 포함한 심층면접이 매우 적절
하다. 더욱이 이들은 기존 정부의 대책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
각되기 때문에 사적인 접근이 공식적 접근보다 훨씬 유효한 조사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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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랄해 고갈의 경제적 ․ 사회적 영향 및
지역주민의 대응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랄해의 고갈로 야기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대응방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본 연구의 모형

1. 아랄해 고갈의 경제적 영향
아랄해 유역에는 3,2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약 150만
km²로 광대하다. 따라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나타나는 영역은 아랄해가 고갈
되면서 나타나는 어업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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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업의 쇠퇴
무이나크는 항구도시로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어업의 몰락과 이로 인
한 경제적 침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무
이나크는 아무다리야강 삼각주의 섬에 위치한 인구 6만여 명이 거주하던
우즈베키스탄 유일의 번성하는 항구도시였다.13) 당시 무이나크는 어업과
통조림 공장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어업도시였으며, 1960년대 말기까지는
약 3,000명의 어부들이 무이나크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였다. 당시에는 어
업과 수산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주민들이 소속된 12개의 국영농장이
있었고, 가장 번성기였던 1957년의 경우 어업집단농장에서는 2만 6,000톤,
그리고 1960년에는 4만 톤의 기록적인 어획고를 올리기도 했다.14)
그러나 항구로서의 무이나크의 쇠퇴는 1958년 구소련시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지의 목화밭과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
대한 운하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고, 새로 건설된 운하로 물길을 돌리면서
아랄해의 환경재앙은 가속화되었다. 구체적으로 1960년에서 1990년까지 중
앙아시아의 관개농지는 450만 헥타르에서 700만 헥타르까지 증가하였고
이렇게 확장된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면서 아랄해로 흘러 들어오는 강물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3) “In Pictures: Aral Sea tragedy” BBC News (May 16, 2001) (http://news.bbc.co.uk/2/hi/
world/monitoring/media_reports/1311114.stm, 2012-09-21 검색)
14) Don Hinrichsen, “Requiem for a dying sea” People & Planet (15 September 2000) (http://
www.peopleandplanet.net/?lid=26149&topic=27&section=37, 2012-09-21 검색); “Ecosystem
Services Case Study: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of Unsustainable
Cotton Production in the Aral Sea” 2011 Landen Consulting (http://gallery.mailchimp.
com/31982f6e4937945bfaddf6712/files/Aral_Sea_cotton_impacts.pdf, 2012-09-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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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항구도시 무이나크의 현재와 과거

주: 1960년대 아랄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어선의 녹슬어가는 현재 모습(좌)과 무이나크 박물
관에 전시된 안내책자(Муйнакский рыбоконсервный комбинат) 속의 항구도시로서의 무
이나크의 과거모습 (2012년 현지조사 시 촬영).

아랄해로 유입되는 강물의 감소에 따라 항구로서의 무이나크의 쇠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었다.15) 1950년대 무이나크는 주위가
물길로 가득한 아무다리야강의 삼각주 입구에 위치한 섬이었지만, 1962년
무이나크는 물길이 줄어들면서 섬에서 반도로 바뀌었다. 이어 1970년에는
무이나크와 이를 둘러싼 바다의 간격이 10km로 늘어났고, 1980년대에는
40km로, 그리고 1995년에는 70km로 더욱 멀어졌다. 그리고 현재 무이나크
에서 아랄해를 보기 위해서는 200km를 더 가야만 한다.16)

15) 아랄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는 다음을 참조: Б.Т. Кошматов,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http://www.water.kg/actuality/aral.htm, 2012-08-14 참조).
16) “Muynak: life in the disaster zone” Down To Earth 20 (http://www.downtoearth.org.in/
node/28913, 2012-09-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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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는 누쿠스 지역의 아무다리야강

현지조사에서 만난 주민 빅토르(61세)는 어린 시절 이곳 누쿠스에서 무
이나크까지 선박이 운행되면서 정기적으로 짐을 선적할 정도로 아무다리야
강의 수량이 풍부하였음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현재 누쿠스의 아무다리야
강은 사람의 무릎 정도까지밖에 물이 차 있지 않다(2012년 6월 현지조사).
1950년만 해도 아무다리야강은 매년 50km³의 물을 공급하였지만, 1995
년에는 아무다리야강 및 시르다리야강 모두 합쳐도 2~3km³의 수량만 공급
할 뿐이다. 이와 함께 습지의 감소는 더욱 심각하여 1960년대 55만 헥타르
의 습지가 1995년에는 2만 헥타르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하였다.17)
1989년 유입되는 수량의 감소로 아랄해가 남북에 걸쳐 두 개의 큰 호수
로 나누어지면서 아랄해의 표면적은 원래보다 1/4, 그리고 아랄해의 수량은
원래 크기의 10%로 줄어들었다. 고기를 잡는 것도 남아랄해에 국한되었고,
북아랄해는 100g/L을 초과하는 높은 염도 때문에18) 어류가 폐사하면서 모

17) Don Hinrichsen, op. cit.
18)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35g/L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랄해의 염도는 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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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어업활동이 정지되었다. 2001년 남아랄해는 또다시 동과 서로 나누어졌
고, 2009년 남아랄해의 동부 호수는 완전히 고갈되었다.
그림 5. 아랄해의 변천 과정(1960-2004)19)

아랄해의 고갈로 1994년 현재 무이나크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성기 시대
의 인구 6만 명의 2.5%인 1,500명에 불과하며, 어획고도 전성기의 11.5%인
게 높은 편이다.
19) www.unimaps.com (http://unimaps.com/aral-sea/aralmap.gif, 2009. 5. 16 검색). 이채문, 뺷공
간으로 읽는 중앙아시아뺸 (경북대 촐판부, 2012), p. 2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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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톤에 불과하다. 한때 잉어, 도미, 농어 및 철갑상어 등 32종 이상의 다
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은 6개 어종만
서식하고 있다.20)
마침내 1982년부터 모든 아랄해 인근 어업활동이 거의 중지되었고, 이로
인해 약 6만 개의 어업관련 일자리가 사라졌다.21) 특히 1980년대 이후 인
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많은 노동자들은 우즈베키
스탄의 다른 지역이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나. 실업의 증가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어업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실업의 증가와 연계된
다. 카자흐스탄의 남서부 크질오르다 지역에 위치한 아랄해의 항구도시 아
랄스크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항구도시 무이나크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에 시작된 아랄해의 고갈 이후 현재 아랄스크로부터 아랄해와
의 거리는 12km로 늘어났다. 1960년대 항구도시로서 인근지역에 수산물을
공급하던 아랄스크는 전성기 때에는 4만 명을 고용하던 수산업의 중심도시
였으나 현재 이 지역의 수산업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졌다.22) 어업에
관련되었던 건물은 대부분 버려져 있는 상태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
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20) “The History of the Aral Sea” Mysterious All (Sep. 10, 2012) (http://mysteriousall.com/2012/
09/the-history-of-the-aral-sea.html, 2012-09-21 검색).
21) Ibid.
22)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 “EACH-FOR Environmental Change and Forced
Migration Scenarios” European Commission, SERI (Austria) and ATLAS Innoglobe
(Hungary) (March 30, 2009) (http://www.each-for.eu/documents/CSR_Kazakhstan_090330.pdf,
2012-09-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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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 이르는 여성들의 실업률이며, 젊은 층들의 실업률 또한 높다.23)
특히 주산업이었던 어업이 붕괴되면서 주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은 연금,
사회보조금 및 지역의 교사, 의사 및 공무원들의 월급이 전부다. 특히 대부
분의 토지가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염분과 잔류 화학물질에 오염된 관계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랄스크 주민들은 식량과 필요한 농산물을 모두 구
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타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6. 무이나크 바자르의 부녀자들과 노인들

주: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떠나고 여성과 노약자만
남아 있는 무이나크 시장의 현재 모습(2012년 6월 현지조
사 시 촬영).

다. 농업 수확량의 감소
아랄해 유역에서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제 수준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아
23) “Aral Sea Region: Kyzylorda Oblast, Kazakhstan” (http://nailaokda.8m.com/aral.html, 201209-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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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해의 고갈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리 나타난다. 카
자흐스탄에 위치한 북아랄지역은 목축을 위주로 하고 있는 카자흐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과거 이 지역은 목축업 이외에 어업이 주요한 산업이었
지만 농업의 중요성 또한 여전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하고 있는 남아랄지역에서는 농업이 주요한
수입원이다. 특히 무이나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농업은 어업과 함께 오
랜 기간 주요한 생업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농업수확량의 감소는 실업
률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의 쇠퇴는 이들 주민들
에게 타 지역 이주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24)
아랄해의 고갈현상과 함께 남아랄지역에서 농업수확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 농업용수의 부족, 토양침식, 기후변화, 농지의 염화현
상 및 바람의 영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토지의 염화는 심각한 상태로서 농업생산물
의 수확감소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1994년 아랄해 주변 농지의
94%에 염분이 스며드는 염화현상(salinization)이 보고되고 있다. 그뿐만 아
니라 농업용수의 부족과 염화현상은 토양의 생물 산출력에도 영향을 가져
온다. 예를 들어 아랄해의 고갈현상이 있기 전 무이나크에서는 곡물, 야채
나 과일을 심어두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아무리 잘 가꾸려
고 노력해도 잘 자라지 않는다.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곡물생산량의 감소가 2000년 한 해 카라
칼팍스탄에서 54%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해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곡물생

24)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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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감소가 단지 6%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기타 작물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사료와 유지작물(oilseed)의 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면화와 채소의 생산은 30~40% 감소하였다. 또한 다
년생 과일묘목과 포도나무에는 고사(枯死)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5)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랄해의 고갈은 농업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
는 실업률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궁극적으로 거
주민의 타지로의 이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아랄해 고갈의 사회적 영향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결과를 수반하
기 마련이다. 경제적 수준의 하락은 지역주민들의 거주상황이나 일상생활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은 현지주민들의 생활상황과 거주상황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사회적 일탈현상
먼저 아랄해의 환경재앙으로 인해 주민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탈의 정
도는 어느 수준인지, 일탈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위, 그리고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일탈이라면 그 발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
25) “KARAKALPAKSTAN: A POPULATION IN DANGER” Medicins Sans Frontieres (Врач
и Без Границы) p. 7 (http://www.aerzte-ohne-grenzen.de/_media/pdf/karakalpakstan/2003/
2003-04-karakalpakstan-report-population-in-danger.pdf, 2012-09-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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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아랄해의 환경변화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며, 결과
적으로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이는 범죄로 연결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랄해에 인접한 카자흐스탄 항구도시 아랄스크에서는 만나는 이들마다 실
업으로 인한 도시범죄의 증가를 손꼽고 있다.26)
또한 아랄해가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의 자치공화국 카라칼팍스탄의 실업
률은 70%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27) 높은 실업은 또
한 알코올중독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카라칼팍스탄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미성년자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생활전선으
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 아이들은 바자르에서 일하거나 짐수레를 끄는 일
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다.28)
아랄해를 중심으로 주산업이었던 어업활동의 중단으로 주민들이 일자리
를 찾기 힘들게 되면서 사회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랄해에 인접한 항구도시 무이나크에서의 현지조사는 도시의 경제적
황폐화가 주민들의 일탈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이나크에
는 아랄해의 고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가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의해 사막화된 아랄해 인근에 세워져 있고, 세계의 환경학자들이 환경재앙
26) Natalie Arsenault, Christopher Rose, Allegra Azulay and Jordan Phillips, “People and
Place: Curriculum Resources on Human-Environmental Interactions” Hemispheres (The
International Outreach Consortium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7), p. 34.
27) “KARAKALPAKSTAN: A POPULATION IN DANGER” Medicins Sans Frontieres (Врач
и Без Границы) p. 8 (http://www.aerzte-ohne-grenzen.de/_media/pdf/karakalpakstan/2003/
2003-04-karakalpakstan-report-population-in-danger.pdf, 2012-09-18 검색).
28) 현지조사지역 무이나크에서 만난 고려인 루이자와의 인터뷰에서(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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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 사례로 이곳에 오면 반드시 거치는 코스로 되어 있다. 현지조사
기간 중 이곳에서 만난 한 카라칼팍인 노숙자의 구걸에서도 이러한 실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아랄해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
기 위해 아랄해 환경재앙 기념탑의 그늘에서 누워 있다가 환경문제에 관심
을 가진 외국인이 오면 벌떡 일어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아랄
해 환경재앙과 주민생활 주변화의 연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
다(그림 7 참조).
그림 7. 아랄해 환경재앙 기념비와 노숙자

주: 아랄해 환경재앙 기념비 아래서 구걸하는 노숙자(2012년 6
월 현지조사).

아랄해 주변의 높은 실업률은 카자흐스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비록 우
즈베키스탄보다 상황이 조금 낫긴 하지만, 아랄해 인근 카자흐스탄 지역의
실업률도 거의 17.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여성들의 약 50%가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이러한 높

29) “Aral Sea Region: Kyzylorda Oblast, Kazakhstan” (http://nailaokda.8m.com/aral.html, 201209-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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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업률은 아랄해 주변 아랄스크 지역의 거주민들로 하여금 범죄를 비롯
한 사회적 일탈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다.
다. 역외이주
아랄해의 재앙으로 인한 전형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타 지역으로의 이주
를 들 수 있다. 흔히 환경문제로 발생하는 이주민을 환경난민(environmental
migrant)으로 부르는데, 높은 실업률, 물부족으로 인한 환경문제, 어획량의
감소, 농업생산의 감소가 바로 아랄해 인근의 카라칼팍스탄 주민들을 환경
난민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 환경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의 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일부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199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독립국가연합 난민 학술대회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아랄해 환경재앙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은 약 10만 명 이상인 것
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는 1990년대 5만 명 정도가
카라칼팍스탄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3,000~4,000명 정
도가 카라칼팍스탄을 떠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랄해 인근 항구도시 무이
나크의 몰락이 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그 외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러시아계와 동유럽인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자민족중심주의를 피해
모국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30)

30) “KARAKALPAKSTAN: A POPULATION IN DANGER” Medicins Sans Frontieres (Врач
и БезГраницы), p. 24 (http://www.aerzte-ohne-grenzen.de/_media/pdf/karakalpakstan/2003/
2003-04-karakalpakstan-report-population-in-danger.pdf, 2012-09-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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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동화(空洞化)된 무이나크의 주택가

주: 번성하였던 어업도시의 모습은 간데없고, 이주로 인해 텅빈
채 내버려진 무이나크 시내 주택가 모습(2012년 6월 현지조
사시 촬영).

데이비드 리처드슨 또한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89~
2005년 사이 약 9만 5,000명이 카라칼팍스탄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대략 5만 5,000명이 카자흐인들이며 2만여 명은 카라칼팍인,
그리고 러시아인 및 고려인 등 소수민족들은 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우즈벡인들은 카라칼팍스탄 남부 농업지역으로 2만 명 정도 유입되었
다(그림 8 참조).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우
즈벡인, 카라칼팍인 및 카자흐인이다. 1989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인구조
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대
략 50만~70만 명이 카라칼팍스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아랄해의 고갈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족은 카라칼팍 민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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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즈벡인들보다 빈곤율이나 실업률이 더 높다. 카라칼팍인들은 우
즈베인들보다 카자흐인에 더 가깝고, 수백 년간 아무다리야강과 아랄해 주
변에 거주하여 왔다. 이들은 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물고기를 잡고 그리
고 농사일에 종사해 왔다.
표 1. 카라칼팍스탄의 인구변동(1989~2005)31)

(단위: 천 명)

카라칼팍스탄

1989년
인구조사

자연증가

이주

2005년
(추정치)

인구구성비율
(2005년)(%)

우즈벡인

398

545

+20

565

36.2

카라칼팍인

390

530

-20

510

32.7

카자흐인

328

447

-55

392

25.1

기타 민족

98

134

-40

94

6.0

합계

1,214

1,656

-95

1,561

100.0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환경재앙,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이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이들의 상당수는 카라칼팍스
탄의 수도인 누쿠스로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누쿠스에서도 전체 노동력의
9%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등 이곳에서도 일자리가 극
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의 일부는 사정이 좀 더 나은 인근 카자흐스탄으
로 이주하고 있다. 현재 5만~20만 명 정도의 카라칼팍인들이 카자흐스탄으
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32)
31) David Richardson and Sue Richardson, “Population of Karakalpakstan”
(http://www.karakalpak.com/stanpop.html, 2012-09-22 검색).
32) Matthew Naumann, “The Battle for Water-Retreating Aral Sea displaces ethnic Karakalpaks”
AlertNet (July 23, 2012) (http://www.trust.org/alertnet/blogs/the-battle-for-water/retreatingaral-sea-displaces-ethnic-karakalpaks/, 2012-09-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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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수민족 이주의 대표적인 사례는 카라칼팍스탄에 거주하던 고
려인들이다. 1937년 11월 15일 쿤그라드 자치공화국에 강제이주된 고려인
들은 약 2,300가구 1만 620명이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우즈벡 공화국
에 이주된 전체 고려인 1만 6,307가구 7만 4,500명 가운데 중치르치크 이주
고려인 2,488가구 1만 1,948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고려인이다.33)
그림 9. 쿤그라드의 고려인 콜호즈 라우샨 마을

주: 고려인 콜호즈로 잘 알려졌던 라우샨 마을 입구(상)와 고려
인 가옥들과 울타리(하). 그러나 이제는 단 1명의 고려인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이동하는 우즈벡인들의 염소와 양떼만
이곳이 이제는 더 이상 고려인 콜호즈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2012. 6. 27 현지조사 촬영).

이들은 1953년 스탈린 사후 거주이전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일부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일부는 이곳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에 거주해 왔다. 그

33)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2007), От Тумангана до Сырд
арьи (Издательство журнала Санъат), 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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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2011년 현재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거주 고려인 수는 전체 우즈베키스
탄 고려인 총 17만 1,300명 중 5,609명에 불과하다.34) 따라서 단순 수치상
으로만 판단하더라도 전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
려한다면 카라칼팍스탄 거주 고려인 수는 오히려 엄청난 규모로 감소하였
음을 시사한다.
카라칼팍스탄 고려인들의 상당수는 아랄해의 고갈 및 기타 우즈베키흐
탄의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을 벗어나 독립국가연합의 다
양한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였는데, 이곳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볼고그라드로 이주하는 고
려인들의 부류를 보면 1990년대에는 타지키스탄의 내란으로 타지키스탄
출신 고려인들이 많이 이주하였지만,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서 이주하는 고려인들이 특히 늘어났다.35)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카라칼팍
스탄 출신 고려인들의 이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고려인들은 대
부분 아랄해 인근지역에서 농사에 종사하였지만 아랄해의 고갈로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게 되자 볼고그라드를 비롯한 남부러시아로 집단
적으로 이주하고 있다.36)
아랄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는 북부 아랄해가 위
치하는 크질오르다 주의 인구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보

34) 외교통상부, ｢2011년 재외동포현황｣.
35) 이채문(2012), ｢타지키스탄 내전과 고려인의 난민이주 및 정착: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을
중심으로｣. 뺷한국 시베리아연구뺸, 제16권 제1호, pp. 147~183.
36) 2011년 11월 볼고그라드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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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인구추세를 보면 매년 3,000~5,000명 정도
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환경재앙에 영향을 받는 크질오르다주의 인구변화(2000~07년)37)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입

4,700

4,319

6,690

6,310

4,828

6,919

6,925

7,646

유출

11,775

10,898

11,420

10,586

9,882

9,954

10,503

12,134

인구변화

-7,042

-6,579

-4,730

-4,276

-5,054

-3,035

-3,578

-4,488

다. 이주의 결과 - 사회적 안전망 해체 및 환경난민의 사회심리적
박탈감과 부적응
아랄해의 고갈로 우즈베키스탄 남부지역의 카라칼팍스탄 주민들의 이주
는 앞에서 언급한 육체적인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잔류해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Crighton et al. 등이 1999년 카라칼팍스
탄의 3개 공동체 거주민 1,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자의 48%가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38)
가장 심각한 현상은 아랄해 고갈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이었다. 특히 아

37) 자료: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ited in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 “EACH-FOR Environmental Change and Forced Migration Scenarios”
European Commission, SERI (Austria) and ATLAS Innoglobe (Hungary), p. 11 (March 30,
2009) (http://www.each-for.eu/documents/CSR_Kazakhstan_090330.pdf, 2012-09-21 검색).
38) Eric J. Crighton, Susan J. Elliot, Joost van der Meer, Ian Small and Ross Upshur(2003),
“Impacts of an environmental diaster on pshchosocial health and well-being in
Karakalpaksta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6, pp. 55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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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해 고갈로 인한 카라칼팍 주민들의 박탈감은 대단하다. 현지조사 기간
중 직접 고용한 카라칼팍인 운전사 바티르(38세)는 주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랄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는 어떠한
보상이나 정부정책도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피해나 주민들의 박탈감을 대
신할 수는 없으리라고 단언하였다. 아랄해를 잃고는 무엇을 얻더라도, 보상
금을 얼마나 수령하더라도 아랄해 인근 카라칼팍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
다는 것이다.39)
또한 인구유출은 인구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고령
화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사막화된 아랄해에서 보듯이 60~70년대 이곳을
드나들던 선박들이 녹슨 채 남아 있고, 활발했던 아랄해의 어류통조림 공
장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무이나크는 거의 유령도시로 변하였다.
이러한 도시의 공동화 현상 속에서 무이나크의 많은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났다.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
이다. 이들은 떠나려고 해도 이주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거의 없어
이제는 쥐꼬리만 한 연금에 의존하며 목숨을 연명한다.
인구유출의 또 다른 사회적 여파는 가족 해체이며 이는 곧바로 사회안전
망 붕괴로 연결된다. 즉 가족공동체는 불황기에 경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
로 가족구성원들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있
는 가족구성원이 타국 또는 국내의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정서적으로 감
정을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서 텃밭을 가꾸

39) 2012년 6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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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무이나크 최대 기업 어류통조림 콤비나트의 현재와 과거

주: 과거 무이나크 시내 최대 기업이었던 어류통조림 공장이 현재 거의 문을 닫은 모습(좌)과
과거 아랄해 항구도시 속에서 활발했던 어류통조림공장의 과거 모습(우, 사진은 무이나크
박물관에 전시된 무이나크 어류통조림 콤비나트(Муйнакский рыбоконсервный комбинат)
의 안내책자 속에서 촬영) (2012년 현지조사중 촬영).

거나 가재도구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또한 잔류하는 사
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개인
적인 여건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자괴감과
허탈감으로 종종 술이나 마약에 빠져들기도 한다.40) 이는 인구의 역외유출
이 가져오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사와 같은 전문직들의 이주는 해당지역 잔류 학생들의 교육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학, 언어 및 문학 전공 교사들
의 부족은 학생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의
료진의 공백 또한 잔류 거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

40)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2009. 3. 30), “EACH-FOR Environmental Change
and Forced Migration Scenarios” European Commission, SERI (Austria) and ATLAS
Innoglobe(Hungary) (http://www.each-for.eu/documents/CSR_Kazakhstan_090330.pdf, 2012
-09-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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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의료진은 떠나고, 남은 의료진은 구소련 시기에 교육
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진료 시 최신 의료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41)
사회안전망 해체와 관련하여 아랄해 지역 거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일부 조사는 급속도로 진행된 아랄해 고갈
이라는 환경파괴와 주민생활에 대한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활기반 붕
괴가 거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아랄해 인근지역의 용수부족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을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다. 누쿠스 시내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평상시 거의 물이 제대
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는 이유도 물공급
부족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42)
이웃주민들의 빈번한 이주현상에 영향 받은 아랄해 주변 거주민들의 역
외 도피증상은 아주 흔한 증상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조사자의 절반에 해
당하는 48.8%가 환경난민(environmental refugee)으로서 주거지 도피증후군
과 관련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문제로 경험한 충격
으로 인해 거주지뿐만 아니라 아랄해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
를 계속 표출하고 있다.43)

41)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 Ibid.
42) 2012년 6월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에서.
43) Ian Small, J. van der Meer and R.E.G. Upshur(2001), “Acting on an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 The Case of the Aral Sea,”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109, Issue 6,
p.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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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누쿠스 호텔의 제한급수 공고문

주: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무다리야강 인근 도시 누쿠스에
서는 제한급수로 인해 항상 옆에 물을 담은 용기가 있어 화
장실을 사용한 후에 받아 둔 물을 사용하고 있고, 세면 시
또한 이러한 받아놓은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곳에 생활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주민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2012년 6월 현지조사 시 촬영).

3. 아랄해 문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대응
아랄해의 고갈이라는 엄청난 환경 재앙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은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 언론보도나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현지 정부의 대책뿐이다. 그러나 국제기구 및 현지 정
부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설사 대책이 있다 하더
라도 현지주민들의 요구나 필요성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다. 가장 현실적으
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무시한다면 그 어떤 해결책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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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민들의 대응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하 구소련 시기에는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었다. 모든 책임 또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부분으
로 간주되었다. 주민들 또한 국가의 역할에만 주목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거니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랄해 고갈
과 같은 초유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의 권위
주의적인 중앙아시아 정부의 역할에만 목을 매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타
나고 있는 것이 현지주민들의 대응과 자조노력이다.
아랄해 고갈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들의 대응노력을 몇
개의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랄해의 환경재앙과 관련하
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로는 ‘페르젠트 센터’(CenterPerzent)가 잘 알려져 있다. 페르젠트 센터는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카라칼
팍스탄의 누쿠스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아랄해와 관련된 위기에서 여성
의 역할을 극대화함으로써 아랄해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건강교
육과 유기농법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페르젠트 센
터는 아랄해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수질검사
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수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지방정부 및 의사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악화되어가는 수질과 건강상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젠트 센터는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식사 및 피임, 신생아 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소책자를 통해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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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44)
또 다른 비정부기구인 ‘지속가능한 침바이 프로젝트’(Sustainable Chimbay
Project)는 아랄해 고갈로 인한 농약 등 유해화학물질의 농축에 대한 주민
들의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이 기구는 유기농업이 현재 살충제를 투여하
는 농업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침바이시에서 제공하
는 20헥타르의 농지에서 유기농법을 이용한 농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침바이 지역의 주민들이 섭취하는 농산물
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부들에게 새로운 소
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침바이 프로젝트’에
서는 유치원 농장을 시범농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카라칼팍스탄의 농부들과
콜호즈의 책임자들에게 유기농법을 사용한 새로운 작물개발이 얼마나 중
요한지 일깨워 주며, 또한 유기농업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장의 역
할을 한다.45)
그 외 아랄해에서 지역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
해 활동하는 자조(自助)적인 성격의 비정부기관도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카자흐스탄 아랄해 인근 아랄스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아
랄 테니지’(Aral Tenizi)이다. 아랄 테니지의 기원은 1991년 덴마크의 환경
단체가 아랄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랄해 복원에
일조하기 위해 아랄스크를 방문한 것이 그 실마리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어업대표단이 덴마크를 답방하여 선진적인 어업경험을 습득

44) “Women Respond to a Shrinking Aral Sea,” Lindane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
(http://www.lindane.org/_world/countries/women_respond_aral.htm, 2012-09-24 검색).
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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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아랄해 인근 주민들이 어업협
동조합을 시험적으로 결성하면서 1998년 덴마크 어업 대표단의 도움으로
카자흐스탄에 비정부기구 아랄 테니지가 설립되었다.46)
아랄 테니지의 목적은 아랄해 어민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및 생태
학적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아랄해 주변의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기부자를 유도하여 아랄해 복원과 주변 생태학적 환경개선에 노력하려는
비정부기관이다.
그러나 아랄해의 환경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주민들의 노력은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 상당히 소극적이며, 취약한 편이
다.47) 앞에서 살펴본 페르젠트 센터나 ‘지속가능한 침바이 프로젝트’ 등도
우즈베키스탄 내의 자발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통의 미래를 위한 유럽 여성”(Women in Europe for a Common Future)이나
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 Fund) 또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등 국제기구들과 연계하거나, 국제 전문가집단의 자금지원을 통해
46) Aral Tenizi Society 홈페이지(http://www.aralsea.net/en/index.htm, 2012-09-25 검색).
47) 환경재앙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정책에서 NGO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소극적 대응은
카라칼팍스탄에서 보는 소수민족 차별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에서
는 우즈벡인 위주의 행정이 실시되었고, 따라서 소수민족 카라칼팍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심 밖에 있다는 주장과도 무관하지 않
다. 현지주민인 마리나는 인터뷰에서 지금 물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쿠스
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즉 카라칼팍스탄은 구소련 시기 소수민족 자치
공화국이어서 소련연방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우즈벡 공화국에서도 지원금을 받아 다
른 지방보다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우
즈베키스탄이 독립하고, 이때부터 카라칼팍 소수민족의 수난이 시작되었고, 이는 수자원
정책에도 반영되었다고 한다. 카라칼팍스탄 현지조사에서 현지 소수민족과의 인터뷰(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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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랄해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대변하는 이러한 비정부기
구의 특징은 아랄해의 고갈 및 환경재앙과 관련된 정치적 활동이나 정책혁
신과 같은 영역은 거의 도외시하고 있고, 주로 교육이나 경제발전 또는 건
강문제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48)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다수 정
부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민주주의 성장이나 시민사회의 등장에 대한 거
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비정부기구
아랄 테니지 또한 이러한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
해될 수 있다. 아랄해의 고갈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카라칼팍스탄에서 아
랄해의 고갈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환경의 위험성
을 알리고, 교육하며, 필요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실습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지 정부의 정책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비정부기구들이 정부의 방침을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49)

48) Gulnara Roll, Natalia Alexeeva, Nikolay Aladin, Igor Plotnikov, Vadim Sokolov, Tulegan
Sarsembekov and Philip Micklin(2006), “Aral Sea: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Brief,” p. 8 (http://www.ilec.or.jp/eg/lbmi/pdf/01_Aral_Sea_27February2006.pdf, 2012-0906 검색).
49) 예를 들어, 우즈벡정부에서 취하는 대책은 아랄해의 복원과 관련된 적극적 정책보다는 아
랄해의 고갈로 인한 환경악화 방지라는 소극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대한 사막을 형성하고 있는 아랄해 고갈지역에 삭사울(Saxaul)이라는 건조지대
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사막화된 지역에 심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완전히 사막화가 완료
된 방대한 지역에서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2012년 6월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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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랄해의 환경재앙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내지 소극적 대응은 1991
년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이전 거의 50여년간 개인의 영역은 극히 축소
되었고, 또한 개인적이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
던 소비에트 체제의 속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아랄해의 고갈
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는 하나 아직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인다.50)

Ⅵ. 결어 및 시사점
아랄해 고갈로 야기되는 경제적 영향으로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아랄해 인
근지역의 어업 쇠퇴로 인한 경제적 침체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항구였던 무이나크의 도시 유령화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아랄해의 고갈은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을 야기하면서 농업생산성 하락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 쇠퇴는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적

50) 이러한 사실은 현지인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카라칼팍스탄 자치
공화국은 자치주라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지역이었다. 카라칼
팍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과의 인터뷰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동부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
으나, 카라칼팍스탄에서는 교회 및 포교활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
3~4명이 모여도 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따라서 주민들이 모여 자구노력을 응
집하려는 비정부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힘들겠다는 인상을 받았다(2012년 6월 현지조
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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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범죄와 알코올중독과 같은 사회적 일탈현상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로 귀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거주지 이탈은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잔류주민들의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심
리적 부적응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랄해 고갈과 환경재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대응노력은 소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조노력
은 주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응노력은
정책개발이나 정치적 혁신 같은 근본적 대응보다는 주로 자연재앙에 대한
수동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환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교
육하는 노력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소극성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국가들의 환경정책은 소수민족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
족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랄해의 환경재앙을 극
복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본 연구는 명백히 보여주
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지역연구로서 중앙아시아에 대
한 정확한 실상파악과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시사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이다.
첫째, 아랄해 고갈로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그 영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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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수자원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자원 및 환경 등 모
든 영역에 걸쳐 있는 다차원적이고, 중앙아시아의 전 지역적 문제이다. 따
라서 중앙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랄해 문제를 필수적으로
이해해야만 가능할 정도이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랄
해 유역권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아랄해와 관련된 유역권의 관점에서 아랄해는 키르기스스탄의 나린강과
카라다리야강에서 발원하여 카자흐스탄을 가로지르는 시르다리야강과, 타
지키스탄에서 발원하여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가로질러 흐르
는 아무다리야강 등 2개의 주요 강에서 흘러나오는 수자원이 합쳐져서 이
루어진 호수이다. 따라서 아랄해의 수자원 고갈문제는 중앙아시아 모든 국
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소련의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수자원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이 에너지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상류의 수자원을 통제 내지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하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반발하면서 중앙
아시아 전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는 백색황금으로 불리는 자국의 면화산업의 발전이 바로 이 수자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국의 산업,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서 서로 얽히고설킨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아랄해 고갈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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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아랄해 유역권51)

둘째, 아랄해 문제에 대한 본 연구는 인간생활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자원이용과 환경파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심층적으
로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랄해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로서 구소련시대 면화산업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 수로공사를 감
행, 아랄해로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없이 목
전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데서 연유되었다고 본다면, 20세기 최대의
환경참사로 일컬어지는 아랄해 문제는 피해지역인 중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현재, 그리고 장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현

51) Philip Micklin(2007), “The Aral Sea Disaster,” Annual Review of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Vol. 35, pp.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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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에서도 자연에 대한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아랄해 문제는 국내 환경문제
논의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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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앙아시아는 그들이 걸어온 역사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민
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다. 고대 문화를 거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시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8세기 아랍군 진출과 함께 전
파된 이슬람과 몽고 지배의 유산, 끊임없이 서역정벌을 시도했던 중국적
요소가 중앙아시아의 모자이크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후 티무르 제국, 튀
르크 공동체, 러시아 지배와 소비에트시기를 거치면서 중앙아시아라는 문
화의 모자이크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문양과 색채를 융합, 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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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만들어 오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 중요성, 풍부한 보존 자원과 향후 사회기반
시설 개발 계획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대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중앙아시
아 각 국가는 부존자원의 유무, 특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유무에
따라 현재까지의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항구적인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문화, 제도, 관
습 및 경제발전의 정도가 상이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
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경제 현황과 무역 관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지역 사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
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
화사적 기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1. 중앙아시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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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터부1)를 추적-조사하여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상에 대한 문화사적 기
초를 마련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호프스테드
(Hofstede)를 비롯한 문화 유형 연구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제
민족들의 문화적 특성을 도출할 계획이다. 1차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
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각 주체들이 협상에 임할 시 절대
적으로 중요시되는 문화적 터부와 관련된 효과적인 문화 간 협상 전략 매
뉴얼을 완성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2차적 목적으
로 삼고 있다.

Ⅱ. 터부와 문화 간 의사소통 - 선행연구와 이론적 틀
일반적으로 이문화 관리 측면에서의 행동에서는 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고 규범적인 행동 요령의 숙지보다는 타 문화에서의 금기와 터부에 대한
학습과 행동 요령 습득이 더욱 중요하다. 한 사회 내에서 터부와 터부에 의
한 제약은 종교적 금지나 도덕적 금지와는 다르다. 터부에 의한 제약들은
신의 계율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자기 기준적이다. 또 도덕적 금지들과
달리 일반적 절제를 필수적인 것으로 선언하면서 그 필수성의 근거를 제시
하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터부에 의한 금지는 이유 불문의 금

1) 터부라는 단어는 통가 폴리네시엔(Polynesian)의 ‘ta pu’에서 유래되었으며 금지, 금기의 의
미를 함의하고 있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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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고, 그 기원도 불분명하다(Freud 1955, pp. 43-46). 이러한 혼재된 양상
이 오히려 문화 양상 속에서 더 많은 터부의 출현을 불러일으켰으며, 역으
로 한 사회 문화의 터부를 연구하면 그 사회의 사회 문화 단면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터부와 관련된 주-객체와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될 수 있다.
∙ 대상 터부: 터부화된 대상들, 기관, 사람
∙ 행위 터부: 터부화된 행동
∙ 의사소통 터부: 터부화된 주제
∙ 단어 터부: 터부화된 어휘
∙ 영상 터부: 터부화된 영상표현
∙ 관념 터부: 터부화된 관념들
∙ 감정 터부: 터부화된 감정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문화에 존재하는 터부의 양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은 이러한 터부의 학
습과 터부의 경계를 넘지 않는 양자 사이의 문화 간 의사소통 혹은 문화 소
통코드(Code)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소통코
드는 터부 현상과 절대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문화 간 의사소통의 연구 영역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지식과 관련된 인지적(Cognitive) 영역과 태도와 관련된 정의적(Affective)
영역,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된 행동적(Behavioral) 영역이 바로 그
것이다(민창기 2006, pp. 60-61). 여기에서 인지적 영역은 생소한 환경을 빠
르게 인식하여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개인의 지식적 능력을 가리킨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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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지식, 주의 깊은 관찰력, 개방적인 사고, 자민족 중심주의 사고
탈피, 유형화, 모호함에 대한 포용력 등이 이 영역에 포함된다. 정의적 영역
은 개인의 기질과 관련된 영역으로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 타 문화 또는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 자신의 인식과 정서를 조화시킬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요
인으로는 감정이입의 능력,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정서적 안정 등을 들
수 있다. 행동적 영역은 이질 문화권의 사람과 접촉할 때 그들의 존재 또는
욕구에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를 대등하
게 놓을 수 있는 행위적 성향을 말한다. 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대방
존중심, 우호적 관계 수립 및 유지 능력, 문화적 거리의 축소, 대화 주도 및
관리 능력, 융통성, 사교성, 적절한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문화 간 의
사소통이란 개념은 특정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문화의 정수를
개념화하고(1단계), 그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습득하고(2단계), 나아가 그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3단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다문화 소통코드 개발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작용
의 증대, 새로운 기술과 정보 체계의 개발과 보급, 인구의 증가, 한정된 자
연자원, 환경, 국제분쟁 등의 해결에 꼭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과 정보 체계
의 보급은 국가 간의 국경을 허물어 버렸고, 그동안 일부 국가나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지식 기술의 공유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증대하였고, 그
에 비례하여 환경문제나 국경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다.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협상은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상적인 수단으
로 되었으며, 이러한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소통 코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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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해진 것이다. 20세기 중반 들어, 다국적기업이 경제활동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문화인류학, 사회심리학 등의 연구를 토대로 문화적 관
점에서 사회 연구인 문화 간 의사소통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동안 언어
학자들이 주로 담당하였던 문화 간 의사소통의 영역은 인지적 영역 분야로
서,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부터 시작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의 연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
는 단계이다. 기존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별 문화권들이 갖고 있는
주요 문화 가치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화 가치가 국가나 민족에 따라서 어
떻게 발현되고 유형화되는가 하는 점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국내에
서 연구된 학술적 작업 중 기연수(2001)와 유혜경(1997)은 러시아의 문화코
드와 러시아어 의사소통 시 문제점 등을 연구하였다. 기연수는 러시아인의
문화코드를 자연환경의 광대성, 역사적 수난, 기독교 등으로 설정하여, 이
를 바탕으로 언어적 소통 양식에서는 여유, 배려, 용서, 절대자인 보그(Бог)
에 대한 의지, 무주어적 표현, 이심전심 표현 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혜경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경우, 각 언어의 어휘적 특수
성, 일반상식, 대화 에티켓이 중요하며, 특히 러시아어의 경우 어휘의 근원
과 종류2)를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페인어권과 관련
된 문화코드와 문화 간 의사소통 분야에서는 김기현(2004)과 김우성(2006)

2) 그는 Верещагин과 Костомаров(1990 pp. 46-50)의 주장을 수용하여, 러시아어 어휘들을 소
비에티즘(совет, 소비에트), 전통 생활-관습어(квас, 음료수의 일종), 이스토리즘(Дума, 제정
러시아시대의 의회), 민속어(кощей,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상징), 정교관련 용어(милость,
자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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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기현은 초기 호프스테드의 연구(1995)를 바탕으로
멕시코의 문화코드를 집단주의와 큰 권력거리로 분석하였으며, 남성우월주
의, 불확실성, 감성주의가 언어에 팽배한 사회로 분석하였다. 김우성은 보
다 본질적이고 개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문화능력, 문화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고, 스페인어 구사 시 나
타나는 언어 문화 인식의 차이를 고정관념과 편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체면, 위계질서, 성의 역할, 문화규칙, 세계관의 항목으로 나누어 약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유관 연구는 박상남(2007, 2008)의 연구가 대표
적이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문화 코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시 주의할 점 등을 비교적 상세히 연구, 기술하고 있다. 그는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문화적 기저 코드를 유목 문화, 이슬람 문화, 소비에트 문화
로 3분화하고 이를 현대적 문화 양상과 접목시키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의
기업문화와 문화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박지원(2011)의 학위 논문이다. 기존
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는 중앙아시아의 주요 기업문화의 특성을 러
시아/소비에트 문화, 씨족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에서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프스테드(Hofstede 1980, 1990, 1995, 2001)와 트롬피나르와 햄튼 터
너(Trompenaars and Hampden-Turner 1997)는 국가 문화를 분류하는 데 있
어 중요한 문화적 요소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다. 그는 호프스테드와 홀
의 연구를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다음의 4가지 차원의 문화 영향을 규정하
였다. (1)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2)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3) 감정주의와
중립주의 (4) 한정주의와 분산주의. 다음으로 홀(Hall 1976)은 의사소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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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문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주로 고맥락 지향
성, 저맥락 지향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세계 문화를 고맥락
문화(의사소통 방식이 간접적), 저맥락 문화(의사소통 방식이 직접적)로 분
류하고 그 위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고맥락 문화(High Context) - 일본 > 중국 > 한국 > 아프리카계 미국인 >
북미 원주민 > 아랍 > 그리스 > 라틴계 > 이탈리아 > 영국 > 프랑스 >
북아메리카 > 스칸디나비아 > 독일 > 독일/스위스 - 저맥락 문화(Low
Context)

개그넌(Gagnon 2001)은 문화적 기제(Cultural metaphor) 기법을 사용하여
각국의 고유한 상징물 중심으로 국가문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얀트
(Jandt 1995)는 문화 간 의사소통이나 다문화 소통의 장벽을 연구하면서, 스
테레오 타입(유형화), 편견, 인종차별, 언어의 네 가지 문화 장벽3)을 언급하
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 유형과 가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고 일차적인 작업이다. 이 부분은 중앙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
유형과 가치 구분과 관련한 최초의 대표적 연구로는 클럭혼과 스트로드벡
(Kluckhohn, F. & F. Strodtbeck 1960)의 ‘다섯 가지 가치지향성’ 연구를 들
수 있다.
3) 스테레오 타입이란 異민족, 異문화를 자신(화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에는 부정적 유형화와 긍정적 유형화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편견이란 특정 종교, 특정 인종
집단 등에 대한 의심이나 증오, 비합리적인 혐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부정적 의미
로 사용된다. 인종 차별은 주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사이의 우성과 열성 관계에 근거한
편견과 그에 의해 유발된 행동을 지칭한다. 언어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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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클럭혼과 스트로드벡의 인간의 다섯 가지 가치지향성

지향성

가치관 및 행동

인간의 천성

성악설

선과 악의 혼합

성선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은 자연에 종속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

시간 개념4)

과거 지향적

현재 지향적

미래 지향적

활동의 특성

존재형

생산과정의 존재형

행동형

인간관계 유형

권위주의적

집단 지향적

개인주의적

그는 인간의 천성, 인간과 자연의 관계, 시간 개념, 활동의 특성, 인간관
계의 유형 등 본질적이지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유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가치판단의 준거 항목이 이분법적
(가 혹은 부)인 구분으로 연구되는 것에 비해 삼분법적 체계를 이용하였다
는 것이 주목받을 만하다.
다음으로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는 자신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한 호프스테드의 연구(2001)를 들 수 있다. 그는 한 사회에서의 문화
가치관 차원의 연구를 주로 하였다. 호프스테드의 연구는 문화적 가치관들
을 조사하는 데 광범위한 통계 자료를 사용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는 50개국과 3개 지역의 다국적 조직체(글로벌 기
업인 IBM)에서 일하는 수백, 수천에 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갖가지 상
황에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다섯 가지 가

4)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지향성은 중국과 프랑스가, 현재지향성은 미국계 멕시코인들이,
그리고 미래지향성은 미국인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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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 차원, 즉 권력차이,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장기 지향성-단기 지향성에 있어서 각 국가와 지역에 대해 1위에서 50위에
이르는 순위를 매겼다. 이 순위들은 각 문화에서 어떠한 가치가 존중되는
지 명확히 보여주며, 나아가 문화를 비교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섯
가지 가치 기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비록 어떤 문화도 개인주의적 또는 집단주의적 목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 두 요소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는지는 문화마
다 현격한 차이가 난다.

2.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이 개념은 강한 불확실성의 회피와 약한 불확실성의 회피로 나누어진다.
그가 사용한 불확실성의 회피는 어떤 문화의 사람들이 일정한 체계가 없어
불명확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감지했을 때 불안해하는 정도를 밝히
는 척도다.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막고자 사람들은 엄격한 행동 규범들과
절대적 진실들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한다. 기업이나 조직이 갖추고
있는 매뉴얼도 여기에 속하는 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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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 차이(Power distance)
어떤 문화의 특성으로서 권력 차이는 그 사회에서 권력을 덜 지닌 자들
이 권력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재
는 척도를 의미한다.

4.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남성적 특질 혹은 여성적 특질이 중시되어 각종 현상에서 드러나는 정도
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많은 남성적 행동과 여성적 행동이 문화적으로 학
습되며 문화적 규범과 전통에 의해 중재된다.

5.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5)(Long-Versus Short-Term
Orientation)
호프스테드의 연구가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
해 추가로 행한 연구 결과물이다. 다른 가치와 달리 모두 23개국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지향성이 가장 강한 나라는 중
국이고 가장 덜한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밝혀졌다. 이것의 개념은 소속 민
5) 중국적 가치관조사(Chinese Value Survey)라고 명명된 이 지표는 호프스테드 본인의 설명처
럼, 모두 공자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조목들에 기초를 둔 것이며, 유교적 사고의 장기적 관
점을 단기적 관점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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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나 국가의 행동지표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양상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연구는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문화 유형을 둘러싼 본질적
인 개념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가장 각광받고 있지만, 통계자료
가 사람들의 설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자의성과 이분법적 준거 틀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서로 다른
문화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행위에서 드러나는 특수성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론과 이론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사회과
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제적 틀 속에서 어떠한 적절한 자리 매김이 이
루어져야 할지가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
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문제를 연구6)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하우스 등(Robert J. House et al.)은 글로브(GLOBE: Glob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Behavior Effectiveness) 프로젝트에서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호프스테드 문화유형 구분에서 3가지(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척도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총 9개 항목으로 문화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의 박지원의 연구(2011)에 잘 투영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6) 가장 최근에는 ‘문화상호적 언어학(Intercultural Linguistics)’이라는 명칭까지 대두(Földes
2003)하고 있다. 푈데스는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대조적 접근, 중간 언어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조
적 접근 방식은 대조 분석을 통하여 개별 언어들의 언어 특이성과 언어 공통성을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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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앙아시아 지역의 터부와 문화 간 의사소통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 현상 연구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호
프스테드(2001)는 통계자료를 도입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호프스테드의 연
구는 문화적 가치관들을 조사하는 데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사용한 최초의
시도 가운데 하나다. 그는 50여 개국과 3개 지역의 다국적 조직체에서 일하
는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조사를 했
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엄밀히 분석한 후 다섯 가지 가치관 차원, 즉, 권력차
이,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그리고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에 있어서 각 국가와 지역에 대해 1에서 50에 이르는 순위를 매
겼다(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지향성과 단기지향성은 총 23개국에 대한 분석
만 이루어짐). 이 순위들은 각 문화에서 어떠한 가치가 존중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며, 나아가 해당 민족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관련 있는 민족들과 지역들의 문화적 특성을 호프
스테드의 연구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2. 호프스테드(2001)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륙별 문화적 특성

대륙

라틴유럽지역

문화적 특징

∙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하다.
∙ 권력격차가 크다.
∙ 불확실성 회피가 상당히 높다.
∙ 남성주의가 강하다.
∙ 고맥락사회

역사적 기원

국가

로마제국
영토였음.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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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대륙

문화적 특징

게르만유럽지역

∙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하다.
∙ 권력격차가 매우 작다.
∙ 불확실성 회피가 상당히 낮다.
∙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혼재
∙ 저맥락 사회
∙ 단기지향적 사회

동북아시아지역

∙ 집단주의가 상당히 강하다.
∙ 권력격차는 중간 수준
∙ 불확실성 회피가 크다.
∙ 중간 정도의 남성 주의
∙ 매우 높은 장기지향적 사회

역사적 기원

국가

게르만족
영토였음.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한국과
대만은 일본
식민지였음.

일본, 한국, 대만

표 3. 호프스테드(2001)에 의한 중앙아시아 인접 지역국가들의 가치지향 순위

유고슬라비아

터키

아랍국가들

한국

권력차이7)

12

18

7

27

불확실성 회피

7

16

27

16

개인주의-집단주의

33

28

26

43

남성성-여성성

48

32

23

41

파키스탄(23)

5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

폴란드(13)

7) 표 안의 숫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1) 권력차이: 숫자가 작을수록 큰 권력차이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 문화 집단 내에 권력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 함. (2) 불확
실성 회피: 숫자가 작을수록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는 나라임. 변화를 기피하는 지,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는지를 측정함. (3) 개인주의-집단주의: 숫자가 작을수록 개인주의를 더 조장
하는 국가임. 자신을 한 집단의 일부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하나의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하는지에 초점. (4) 남성성: 숫자가 작을수록 남성적 특질을 선호하는 국가로 분류됨.
남성화 사회에서는 성취와 승진이 중요하고, 여성화 사회에서는 관계와 협력이 중요함. (5) 장
기지향성: 숫자가 작을수록 장기 계획을 더 선호하는 국가로 분류됨. 저축, 끈기 같은 장기
지향적 가치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소비, 안정 같은 현재적 가치를 선택하는지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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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지역의 1, 2차 유관 국가들의 특성 순위는 앞의 표와 같다.
유감스럽게도 호프스테드의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대상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사, 문화적 조건들을 바탕으로 주변 국
가들의 순위를 바탕으로 앞의 다섯 가지 가치관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위
치를 역추적해 볼 수 있다.
① 권력차이 면에서는 라틴 유럽지역의 국가와 게르만 유럽지역의 국가
보다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아랍국가들(7위)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수치가 구소비에트 사회주의 시기를 공유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12위)와 터키(18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上-中上).
② 불확실성 회피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가, 아니면 변화를 기피
하는가에 대한 수치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는 변화를 기피하
는 가장 상위 국가로 연구되었다. 반대로 미국(43위), 영국(47위) 등
영연방국가들과 홍콩, 스웨덴, 싱가포르 등은 불확실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마찬가지로 유고슬라비아(7위)와 터키
(16위) 사이의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과도 유
사함을 예측할 수 있다(上-中上).
③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미국(1위), 호주(2위), 영국(3위), 뉴질랜드(4위)
등 영연방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이 개인주의 선두에 서 있고, 중앙
아시아 연안국들은 터키와 아랍국가들이 주로 20위 후반에서 30위
초반에 포진한 것을 기반으로 그 주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전통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주의는
유럽의 전통으로서, 집단주의는 아시아적 전통과 사회주의의 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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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中).
④ 남성성 측면에서 가장 상위 국가는 일본이다. 그 뒤를 이어 오스트리
아,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따라오고 있다. 아랍국가들은
23위, 터키는 32위로 나타나고 있다. 터키의 경우는 아시아적 전통과
일부 이슬람 전통8)에 의해서 남성성이 매우 높으리라 예측가능한데
약간은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슬람적 전통이 서구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순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본 연구의 초점이 주로 경제
적 측면과 노동 분할의 측면이기에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
할 수도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4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남성성이 약하고 여성성이 강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치적 변동과 슬라브 문화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와 아랍국가들과 유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성평등 사상의 영향과 이슬람의 남녀평등 교리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下).
⑤ 장기지향성에서 같은 슬라브 국가인 폴란드가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5위로서 장기지향성이 강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평가 국가
가 23개국으로 다른 가치관보다 숫자가 낮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
역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가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폴란드의 순
위와 독일(14위)의 순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中).
8) 이슬람 전통 안에서 여성성의 문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슬람이 남성 위주의 교리와 사회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면도 매우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쿠란은 여성이 결혼에 동의하여야 하고, 유산
상속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종교에 대한 권리
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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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앙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터키(오스만 터키)9)와 경쟁관계 혹
은 영향관계에 있었으며, 이슬람의 지배, 티무르, 튀르크 지배의 역사를 거
치면서 다양한 문화 현상의 혼종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소
비에트 러시아 시기의 영향 관계도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 언어
면에서는 범슬라브주의와 범튀르크주의가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개별 공화국의 사정에 따라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조직 면에서는 왕국,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등을 다양하게 거
치면서 개방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유럽의
라틴 문화권과 게르만 문화권의 중도에 서 있으며, 권력차이 측면과 불확
실성 회피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나머지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 장기지향성에서는 세계 수준에서 그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알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민족 중심의 다문화 소통코드 개발을 위하여 우선 중앙아시
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스테레오 타입을 설정

9) 이슬람 이외에 민족주의 운동도 크게 일고 있다. 과거에는 이슬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공
존하고 있어서 민족의 개념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독립 후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의
자결을 부르짖는 민족주의 운동이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외부의 영향도 크게 작
용했다. 즉, 터키를 중심으로 한 범-튀르크주의(Pan-Turkism)가 그것인데, 터키는 같은 튀르
크계 민족임을 강조하며 중앙아시아의 튀르크계 독립국들(카자흐, 우즈벡, 튀르크멘, 키르기
스 공화국) 간의 결속을 부르짖고 있다. 터키의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
어서 이들 독립국들은 터키를 “兄中兄(A abeylera abeyi)”이라고 칭하며, 터키와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강화시키고 있다(Sabri 1994, pp. 176-178). 이에 맞서서 이란도 중앙
아시아 지역이 과거에 문화적으로 이란 문화권에 속해 있었음을 내세우며 범-이란주의
(Pan-Iranism)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이슬람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명 수출을
꾀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같은 이란계 공화
국인 타지키스탄이다(Smolansky 1994, p. 285). 이처럼 중앙아시아와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주변국가들로 인해 역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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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문화 일반적 가치 체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
로 문화의 요소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포함된다. 1. 역사, 2. 종교, 3. 가
치관, 4. 사회조직, 5. 언어. 이러한 준거틀(Frame)을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재해석 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
표 4. 문화 간 소통코드 측면에서 바라본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참고사항

역사

고대 그리스문명
이슬람 지배
몽고침략
티무르, 튀르크 지배
러시아-소비에트의 역사

다양한 피지배 역사

종교

토착종교, 이슬람교, 일부 러시아정교

정교회 전통 가미

가치관 *이후 추가 논의
사회
조직

왕국
민족국가
사회주의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이행

사회조직적 개방성 확보

언어

아리아어, 튀르크어, 아랍어, 러시아어

현재적 의미에서 러시아어 영향 존재

1. 역사적 배경10)
중앙아시아 지역은 약 2,500년에 걸쳐 수많은 부족과 국가가 명멸했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북부 지역의 스텝

10)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논의는 신양섭
(2003)을 주로 활용하여 인용하고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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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는 역사적으로 흉노, 돌궐, 스키타이 민족과 같은 유목민족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 중국을 비롯한 정착 만족들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한 지역
이다. 반면에 중앙아시아 남부 지역의 역사는 그 지역에 중국과 유럽을 잇
는 직접 교역로, 즉 실크로드(Silk Road)가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 중
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란계 민족에 의해 세워진 사마르칸트(Samarkand)와
부하라(Bukhara)는 동서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강력한 문화와 상업의 중
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번영으로 인해 이 지역은 역사상 수많은 정복의 목
표가 되었다. 즉, 실크로드를 점령하는 것은 문화, 문명 교류와 경제적 안정
을 의미하며, 이는 곧 강력한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그 대
표적인 예가 8세기 아랍족의 점령, 9세기부터 시작된 수차례에 걸친 돌궐
족 점령, 11세기 초 몽골족의 점령, 18세기부터 시작된 러시아 및 소련의
점령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침략과 점령은 결국 실크로드 점령과 지역 거점
수립을 통한 지역 통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슬람의 아랍 군대가 중앙아시아에 처음 진출했을 때, 중앙아시아에는
어떤 국가라고 불릴 만한 존재도 없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사회구조와는
달리 중앙아시아의 귀족사회에는 어떤 뚜렷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굳
이 분류한다면 귀족(Dihqan), 상인(Tujjar), 무사(Silah-Shur)의 3계급으로 분
류할 수 있다. 귀족사회의 최상류층에 속하는 귀족은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귀족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단지 대지주 혹은 토후에 불과했다. 한
편 중국 등 인근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상인세력들도 지
역의 토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과 귀족은 서로 경쟁관계라기보다는
공생관계로 권력과 부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 두 부류와 공생관계에 있던
또 하나의 부류가 중세 유럽의 기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던 무사계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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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떤 군사 조직체에 속하지 않고 각자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유롭
게 활동하며, 귀족과 상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후에 아랍인들이 이 지역을 침공했을 때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저항을 받
았던 유일한 세력이 바로 이 무사계급이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에는 이
지역을 통틀어 지배하는 어떤 거대한 정치사회 조직체나 군사세력도 존재
하지 않고 단지 수많은 도시국가들만 존재하고 있었기에 이슬람의 아랍군
은 손쉽게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랍군은 이 지역을 지속적인 통치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그저 침략과 약
탈의 대상으로만 삼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비정주적 침략은 초창기
아랍 정복에 의한 이슬람 전파를 유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후 아
랍제국의 지속적 정복 과정과 페르시아계 아바스조의 통치과정, 그리고 이
어 등장한 아랍-페르시아적 배경을 지닌 사만조의 등장으로 역사는 이어지
게 된다. 특히, 16세기에 튀르크 족의 일원인 우즈벡인들이 실크로드를 따
라서 강력한 한국(汗國)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19세기까지 번영하였으나,
점차 확장해 가는 러시아제국의 상인들과 정착민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러시아인들은 처음에 무역을 할 곳을 찾아 카자흐 초원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왔으며, 후에는 면화 재배를 위해 남하했다. 이 때문에 면화가 지금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재배되는 주요 작물이 되
었다. 그 후 몇십 년간 면화는 러시아가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중요한 경제
적 요인이 되었으며, 이 지역 일대가 러시아 국내 수요를 충당시키는 곡물
재배지가 되었다. 러시아인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볼가강 유역을 따라 시
작되었다. 그들은 볼가강 곳곳의 요충지에서 무슬림들을 쫓아내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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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다수가 거주할 수 있는 일련의 성채를 건설했다. 무슬림들에 대한 러
시아의 정복은 소위 이반(Ivan) 뇌제과 로마노프(Romanov) 1세 시대인
16-17세기에 절정에 달했다. 무슬림 공국들은 러시아 황제가 통치하는 러
시아 제국에 하나하나 편입되어 갔으며, 황제는 무슬림들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했다.
이 시기에 러시아 통치자들은 무슬림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통치했는데,
귀족계급, 성직 계급, 서민 계급이 그것이다. 무슬림 귀족들은 기독교로 개
종했든 안 했든 경제적인 착취와 노역에 시달려야 했으며, 무슬림 성직자
들은 도시에서 즉각 추방되었고, 그들의 모스크는 모두 파괴되었다. 1565년
기독교로의 강제적 개종이 이루어져 대규모의 서민층이 기독교도가 되었다.
러시아 정교로 개종한 이들 서민층은 러시아化되지 못한 채 차별대우를 받
으며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18세기부터는 러시아
제국의 놀라운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도 동시에 발전했다. 제정 러시아
시대를 거쳐 1924년부터 중앙아시아에 대한 공산주의 지배를 확고히 한 소
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 영토를 정치적 통치 편의에 의거하여 재분할하
게 된다. 제정 러시아 시절에 투르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되었던 중앙
아시아에 소련 정부는 1924년 3개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즉, 카
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Kazakh SSR: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튀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urkmen SSR), 우즈벡 소비
에트 사회주의 공화국(Uzbek SSR)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 공
화국 내의 자치주로 출발했던 타지키스탄이 1929년에 공화국(Tajik SSR)으
로 승격되어 중앙아시아 지역은 4개의 공화국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1936년
에는 소비에트 연방 내의 자치주(Oblast)였던 키르기스가 공화국(Republ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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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격되어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Kyrgyz SSR)이 됨으로
써 5개의 공화국으로 늘어났으며, 이 정치적 경계가 오늘날까지 5개의 독
립국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 공화국들은 중앙 정부의 보급지 역
할을 하였으며 개별 공화국에 따라 목화 등 특화된 산물이 정하여졌다. 개
별 민족들에 대한 소비에트 정부의 정책은 탄압과 강제로 일관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와 40년대 스탈린에 의한 피의 숙청과 강제이주
정책11) 그리고 흐루시초프의 처녀지 정책12) 등이다(신양섭 2003, pp. 22~28).
11)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나치 군대가 소련 내 모든 유럽의 산업 중심지를 점령하려고 위협
하자, 스탈린은 산업 시설의 상당 부분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공장 이전과
함께 러시아 및 다른 유럽계 노동자들의 이주 물결도 거세게 일어났다. 토착 중앙아시아인
들이 대부분 시골의 농촌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주자들은 주로 도시에 정착했는데, 이
러한 도시 집중이 중앙아시아 각 도시들을 점차 러시아화시켜 나갔다. 2차대전 중에는 이
처럼 상당한 특혜와 함께 자발적으로 이주한 러시아인들도 있었지만, 나치의 독일에 협조
했다는 이유로 소련 각지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민족들도 많았다. 크림 반도에서
약 20만 명의 타타르 족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캅카스에서는 약 50만 명의
체첸 족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 밖에도 가르뷰다족, 구쉬족, 메스케트족이
같은 이유로 중앙아시아 각 지역으로 이주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세력 다
툼을 벌이던 소련은 연해주 지방에 살고 있던 한민족들도 일본에 협조할 소지가 있다는 이
유로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 강제 이주시켰다. 강제 이주된 민족들은 척박한 환경과 새 생
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아와 질병에 시달려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스탈린이 죽
은 후 다소 완화 정책을 폈던 흐루시초프 통치시기에 고향으로의 귀환을 추진했지만 그 뜻
을 이루지 못했다. 50만 명의 강제 이주민 중 1/3이 살아남은 체첸 족만이 캅카스로 돌아
가 그 2세대들이 오늘날 러시아-체첸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석
탄, 가스, 석유 매장지 가까운 곳으로 소비에트 산업을 재배치하는 정책 과정에서 또 한 차
례의 자발적인 이주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 정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후한 보너
스를 주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많은 러시아 및 유럽계 민족들이 이주했다. 이 때
문에 카자흐스탄의 경우 유목의 카자흐인 다수가 생명을 잃고 비-카자흐인들의 이주가 증
가해 1970년대에 국명에 민족 명칭을 넣은 소련 공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민족이 소
수 민족으로 전락한 국가가 되었다.
12) 스탈린에 이어 집권한 흐루시초프가 과대 야욕으로 추진한 정책이 ‘처녀지(Virgin Land)
정책’인데 글자 그대로 개발되지 않은 처녀지를 농경지로 바꾸는 정책을 말한다. 처녀지
정책으로 인해 방대한 중앙아시아의 목초지는 밀을 비롯한 곡물 재배를 위해 쟁기로 갈아
엎어졌으며 당시까지도 유목생활을 유지하던 유목민들은 이제 완전한 정착생활로 돌아서
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앙아시아인들이 희생되었다. 또한 과도한 관개수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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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적 배경
종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는 다양한 토착
종교와 타 종교와 혼성되는 혼성주의(Syncretism)적 성격을 띠어서 흥미롭
다. 이슬람화가 시작되던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
스파 기독교와 야곱파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가 존재하였다. 아울러 불교,
마니교 등이 존재하였고 다양한 토착신앙들도 민중 속에 파고들어 있었다.
이슬람 이전의 중앙아시아 지배층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다. 그러나 이
란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던 이원론자(Thanawi)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피
신처를 구하며 전파되었기 때문에, 마니(Mani) 교가 주를 이루었다. 그 밖
에도 불교 및 네스토리안(Nestorian) 기독교가 이 지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슬람 아랍군들이 중앙아시아를 침공했을 때, 이들 종교의 성직자
들이 전쟁에 참여해 저항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앙아시아
거주민의 이슬람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는 수
피즘13)도 앞에서 언급한 문화적 혼성주의 성향이 강한 종파였다. 당시 중
앙아시아에 존재하던 이슬람의 문화적 혼성주의는 한편으로는 이론적 규범
과 규율을 보다 직관적이고 개방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으나 다

발로 중앙아시아의 두 젖줄기인 아무다리야 강과 시르다리야 강의 수자원이 아랄 해까지
흘러들지 못하고 중간에 농업용수로 사용되었으며, 이 때문에 아랄 해의 수원이 고갈되고
오염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낳았다.
13) 수피즘이 중앙아시아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게 된 원인으로 앞에서 언급한 혼합문화적
특성 외에 중앙아시아 지역 거주민의 주류를 이루는 튀르크 유목민의 전통적 세계관과 신
비주의 수피즘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꼽을 수 있다. 환상적 ․ 주술적 신비주의가 강조
되었던 수피즘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널리 산재해 있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적 이슬람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다(권기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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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수의 이단 종파를 양산하는 배경 역할도 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은 크게 초원 지역 튀르크 유목민
족의 이슬람화와 오아시스 정주지역의 이슬람화로 나눌 수 있다. 오아시스
정주지역의 이슬람화는 부하라, 마 와라 알 나흐르, 호라산과 같은 도시 지
역을 중심으로 아랍제국의 정복 과정과 페르시아계 아바스조의 통치과정,
그리고 이어 등장한 아랍-페르시아적 배경을 지닌 사만조의 등장으로 비교
적 빠르게 이루어졌다. 반면 초원지역 유목민의 이슬람화는 무슬림 상인들
에 의해 두 개의 무역로14)를 통한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한 문명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나오는
점진성과 위의 빠른 전파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앙아시아 이슬람
이 갖는 문화혼성주의와 종교보다는 문화로서 작용한 본질적 특성의 변화
그리고 다언어 공존 환경에서 활발한 자극이 존재하였다는 점도 이 지역
문화적 터부를 연구하는 데 주요한 분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아시아로의 이슬람 전래와 문화 현상화에는 다음의 3가
지 주요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대 순으로 아랍 군대에
의한 무력정복, 아랍 ․ 페르시아 상인들에 의한 평화적 전래, 수피(sufi) 종단
에 의한 조직적인 전래가 그것이다.
첫 번째로 언급된 아랍군에 의한 무력정복 시기는, 주로 아랍군에 의한
무력을 사용한 무력시기로서 이슬람 전래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시기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은 주로 보수주의적,
전통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 아랍 군대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로질러 먼
14) 이들은 볼가(Volga) 강을 따라 건설된 남북무역의 축인 소위 “모피의 길(Fur Road)”과 동
서 간 교역의 축인 “비단길(Silk Road)”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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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캅카스 지역을 침공했다. 아제르바이잔(639), 다게스탄(642), 다르반드(652,
685)를 침공해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유대 하자르(Khazar) 인들이 지배하
고 있던 북부 다르반드 지역과 조지아(Georgia) 기독교인들이 지배하고 있
던 아제르바이잔의 서부지역 정복에는 실패했다. 이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대교 및 기독교의 지역으로 남아 있다. 반면에 캅카스 산맥 남부
의 아제르바이잔과 다게스탄 지역에서의 이슬람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반면 다게스탄의 산악지대는 이슬람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다가, 12세
기의 몽골 침략 시기에 몽골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슬람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불교, 기독교(景敎), 마니교(明敎)로 나뉘어 있던 서투르키스탄 지
역에 이슬람 군이 나타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 7세기
중반부터이다. 이슬람 군은 673년에 최초로 아무다리야(Amudarya) 강을 건
넜으며, 706-716년 사이에 시르다리야(Sirdarya) 강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
령했다. 그러나 무력을 사용한 아랍군에 대한 적개심과 딤미(Dhimmy) 및
마왈리(Mawaly) 등과 같은 아랍인 우위 정책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슬람화
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투르키스탄 지역이 완전히 이슬람화된 것은
이 지역에 이란 및 튀르크 왕조가 건설되기 시작한 10세기 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티무르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한 15세기 말까지 서투르키스탄 지
역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서투르키스탄 지역에 이란 및 튀르크 왕조들이 들어서고 그 통치자들이
무역을 크게 장려하자, 아랍, 페르시아, 튀르크 무슬림 상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무슬림 상인들에 의한 이슬람의 평화적인
선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무슬림 상인들은 이미 9세기에 볼가 강 중류의
불가르(Bulgar) 왕국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1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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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피 무역을 장악하며 이슬람의 전래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곳을 거점
으로 이슬람은 11~12세기에 우랄(Ural) 산맥의 서부 지역까지 뻗어 나갔다.
서투르키스탄에서의 무슬림 상인들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들은 북쪽
으로 카자흐 평원, 서쪽으로는 키르기스 산지를 거쳐 중국까지 진출함으로
써 이미 동투르키스탄의 수많은 위구르족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켰다.
일반적으로 상인들에 의한 이슬람 전파는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꾸준
하고 실속 있게 진행되어서 한번 이슬람화된 지역은 타 종교로의 개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판도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2. 중앙아시아 문화지도 - 아시아나 항공 기내지 2012년 4월호

13세기 초부터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의 팽창은 몽골의 침략으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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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저지되었다. 초기에 몽골제국의 통치자들 상당수가 불교 및 경교에 호
감을 가진 반면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
부분의 종교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몽골 통치자들은 곧 이슬람에도 관
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수피 종단의 활약에 힘입어 13세기말부터 이슬람
의 팽창이 재개되었다. 결국, 호르드(Horde)와 차가타이 칸(Chaghatay Khan)
의 통치자들이 무슬림이 되었으며, 그 후 몽골 및 티무르 제국의 비호를 받
으며 이슬람의 팽창은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몽골 ․ 티무르 제국 시
대는 이슬람 세계에서 수피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다. 우후죽순처럼
조직된 수피 종단들이 이슬람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앙아시아 지역도 예외는 아니
어서 야사위야(Yasawiyah) 종단을 시작으로 카디리야(Qadiriyah)와 낙슈반
디야(Naqshbandiyah) 종단 등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융성해 멀리
북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상인들에 의해 개종한 중
앙아시아 무슬림들은 수피 종단의 조직적인 선교에 힘입어 정확한 이슬람
지식까지 습득하게 되었다. 결국 수피 종단의 선교로 이슬람은 중앙아시아
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 크림반도 지역, 러시아 남부, 흑해와 카스피해 북부, 노가이
(Nogay)-호르드, 카자흐 평원, 서부 시베리아 지역이 이슬람화되어 이슬람
세계의 일원이 되었고, 캅카스 지역은 중부의 산악지대를 관통해 카바르디
아(Kabardia)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크리미아(Krimia) 공국의 활약으로 16세
기에는 캅카스 북서부의 체르케스(Cherkes)와 아브카지아(Abkhazia) 지역에
이슬람이 뿌리내렸으며,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 덕분에 카바
르디아 지역의 기독교는 크게 위축되어 이란 민족의 오세티아(Osettia)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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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슬람화되었다. 1200~1500년 사이에 러시아 인들은 이슬람화된 타타
르(Tatar) 공국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안달루시아와 발칸 지역에 이어 이슬
람에 의해 지배받는 제3의 유럽지역이 되었다.
1905년 러시아에서 종교 자유의 선포는 이슬람 발전의 또 다른 장을 마
련해 주었다. 18-19세기에 러시아 정교로 개종했던 타타르 무슬림들의 대
부분이 이전의 종교 이슬람으로 회귀했으며, 이슬람은 꾸준하게 중앙아시
아의 자연 숭배자들 및 기독교를 믿고 있던 동부 핀(Finn) 족과 튀르크 계
의 추바시(Chuvash) 족에 파고들어 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켰다. 1917년
이전에 몇몇 부족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 부족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고 말할 수 있다. 이후 80여 년간 계속된 공산주의 박해와 탄압 그리고 유
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은
이슬람이 단지 하나의 종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 사회적 관
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시 지역에서보다는 소도시나 시골에서 더욱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었다. 소련 치하에서 도시에 기반을 둔 이슬람 기구
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반면에 지방 소도시와 시골에서는 전통적 이슬람
교육체계나 관습을 최소한도의 규모일망정 유지시키고 있었다. 이슬람적
관습을 유지시켰던 또 다른 요인은 이슬람의 민중적 ․ 토착적 성격이다. 즉,
수피즘(sufism)이라고 불리는 이슬람의 신비주의가 종단(tar qah)으로 조직
화되고 대중 속에 깊이 토착화되면서 정책과 탄압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는
요소가 되고 말았다. 이 수피 종단의 조직은 북아프리카나 캅카스 지역처
럼 때로는 외세의 침략에 무력으로 항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
들은 다른 중동 아랍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이 지키는 5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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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들을 잘 보존하고 간직하였다. 이것들은 금식, 순례, 신앙고백, 예배,
희사 등의 덕목이다.

3. 언어적 배경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는 유라시아 문명에 속하고, 종교적으로
는 이슬람 성분을 가지고 있고, 민족적인 측면에서는 튀르크 성분이 압도
적이다. 또한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에트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서는 러시아 및 서구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 역사, 종교와 함께
언어도 한 민족, 한 국가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된다. 즉, 문
화를 좌우하는 매개체로 언어와 문자 표기가 매우 중요하다. 중앙아시아에
는 130여 개의 민족이 모여 살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튀르크 제어, 이란어, 슬라브어가 그것들이다. 1920년대까지 중앙아시아의
대부분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서 페르시아어와 튀르크어를 주로 사용하였으
며, 문자는 아랍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소비에트
정부는 아랍문자에서 라틴문자로의 전환 정책을 펴게 된다. 언어학적 측면
에서 아랍문자는 아랍어와 같은 셈어족 언어들을 표기하는 데에는 적절한
표기체계였지만 알타이어족과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튀르크 제어와 타지
크어를 표기하는 체계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비에트 혁명 이후
국가 및 연방 체계를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아랍 문자를 사용해
온 이슬람 성직자와 상인 계층은 일반 민중들과의 소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나아가 서구 시민사회와의 접촉에도 아랍 문자 표기는 장애

49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울러 소련 내 무슬림들과 중앙아시아 지역 내의
무슬림들이 표기 체계를 달리할 경우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도 소통에 장애
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당시 라틴 문자를 채택하는 제1차 전 연방 튀르
크학 총회(Всесоюзныйтюркологическийсъезд)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튀르크(라틴) 문자가 아랍 및 변형 아랍문자보다 더 우월하고
아랍문자와 비교하여 커다란 문화적-역사적, 발전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
하면서 새로운 문자의 도입과 실행 방법이 개별적인 튀르크-타타르 공화
국들과 주들에서 각 공화국들과 민족들의 해당 과업이라고 간주한다. 특
히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소련 각 공화국과 주의 라틴문자 도입과 바슈
키리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도입 운동에서 큰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였다. 각 공화국과 주의 라틴문자 도입의 긍정적 역할을
환영하면서 모든 튀르크-타타르, 여타 민족들이 아제르바이잔의 경험과
방법론을 본받도록 추천한다(정경택 2011, p. 231).

1930년대 들어와서 다시 강제적이고 전면적인 키릴문자 전환이 소비에
트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국제 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
는 소련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1928년 터키가 당시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의 주창으로 라틴문자로의 전환을 하게 된다.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튀르크가 아랍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민중들이 대부분 문맹이
었고 근대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문자체 변화의 주된 이유였
다. 나아가 세계의 모든 튀르크계 민족들을 단결시키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던 터키의 의도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터
키의 팽창정책에 위협을 느낀 소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 제 민족들이 키
릴문자를 사용할 것을 정책적으로 강요하게 되고, 터키에 의한 영향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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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봉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키릴문자의 사용은 소비에트 정권이 무너진 1990년대 초까지 지
속되게 된다. 소비에트 정권의 몰락 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키릴문자 이용에서 다시 라틴문자로 전환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나머지 3
개국은 여전히 키릴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러시아어 사
용자 비율이나 러시아 연방의 해당 국가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서방 지향
성 강도를 나타내주는 표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문자 표기체계의
문화를 단순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아랍문자 → 라틴문자 → 키릴문자 → 라틴문자, 키릴문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상 전략 도출을 위한 중앙아시아의 터부
와 문화 간 의사소통 코드를 만들어 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문화 간 의사소통(혹은 이문화 관리) 연구는 박
상남의 연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상남(2007:285-286)은 중앙아
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카자흐, 우즈벡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30인(카자흐-15인, 우즈
벡-15인, 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일시: 2007년 1~2월
설문내용:
질문1. 중앙아시아에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문화적 장
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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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이러한 문화적 충돌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가는지 간단히 설
명해 주시오.
결과: 이러한 질의 내용에 가장 많은 답은 폐쇄적 경제문화에서 오는 경
제 관계 설정의 비공식성(18명), 약속불이행(7명), 종교문화적 이질
성(3명), 기타(2명)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의 해결 방법으로는 로비
및 비공식적 인맥 형성을 위한 노력(20명), 법적․제도적 대응(5명),
기타(5명) 등을 들었다.

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 대부
분은 중앙아시아의 폐쇄적 경제 문화에서 오는 경제 관계 설정의 비공식성,
약속 불이행 그리고 종교 문화적 이질성이 자신들의 현지 기업 활동에 가
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한계와 설문 내용의 단
편성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는 설문 조사였으나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한
국기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화장벽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비즈니스 문화는 공동체 문화에서 유래
하는 인맥과 인간관계, 개인적 친밀도의 여부가 개별 회사의 경쟁력과 능
력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뿐
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대에 자리 잡은 관료주의에서 유래한 권위주의적 요
소와 정보와 결정과정의 비공개성, 비투명성, 비공식적 관계의 중요성 등이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문화를 관통하는 특징이 되었다. 다음은 박상남이 주
장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비즈니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소통 영역이
자 터부이다.
∙ 인맥이 결정하는 사회
∙ 만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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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성향과 스킨십
∙ 관계구축 방식
∙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이한 관행과 규범
∙ 노련한 협상능력
∙ 자의적인 협정서 해석
∙ 중앙아시아에서 언어사용의 문제
∙ 음주문화
다음으로 박지원(2011)은 호프스테드와 박상남 등 국내외 관련 선행 연
구들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주요 기업문화의 특성을 다음의 3가지로 구
분하였다.
가. 러시아/소비에트 문화
러시아/소비에트 문화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서술하면 높은 권력거리 성
향, 높은 집단주의 성향, 높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
나. 씨족 문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은 씨족문화 특성.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유목 전통의 국
가들과 같은 경우 각각의 가족 집단으로 이루어진 하위 그룹을 포함하는
친족 시스템이 존재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전통사회에서는 친족집단을 표현
하는 단위로 ‘루(ru)’라는 집단이 있었으며, 이것은 매우 작은 그리고 가까
운 친족집단 단위였다. 그 상위에는 루 부족들의 통합체로 쥬즈(zhuz)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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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드(horde)라는 혈족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보통 7대까지의 조상을 공통의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간주하였다. 카자흐(kazakh)라는 단어 자체가 유
목민(nomad)을 의미할 만큼 유목생활과 관계가 깊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인
들은 여름 방목지와 겨울 방목지를 구분하여 계절에 따라 유목지를 번갈아
가며 이동하여 생활하였다. 이들은 여름에는 풍부한 초지를 이용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반대로 겨울에는 혹독한 북쪽 지방의 추위와 눈을
피해 남쪽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이동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개별 가
족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외부의 위협적 세력에 대해 적절하게 자기 방어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어려웠으며, 한 주기의 계절을 거쳐
이동하고 유목하는 동안 생산을 위한 타 가족과의 협동과 상호부조가 필요
하였다(박지원 2011, pp. 43~44).
이러한 씨족문화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권력분배와 균형, 기업운영과 그
문화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도 폭넓게 뿌리내리고 있다. 개인이
직업을 구할 때나 대출이나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도 혈연관계가 더욱
중시된다. 씨족문화는 조직 내에서 권력거리를 강화시킨다. 다음으로 글로
브의 문화척도 가운데 단정성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씨족문화는 집단주의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소비
에트 시대의 영향과 더불어 상승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 이슬람 문화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기원 후 642년 아랍군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침공하고 사산조 동부 영토인 호란산과 시스탄 방면으
로 진출한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의 전래 이전에 이 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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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샤머니즘, 조로아스터교 등이 널리 퍼져 있었다. 소비에트 시기에 중
앙아시아의 이슬람 정책은 탄압과 유화 정책을 반복하였다. 박지원에 따르
면 레닌의 상대적 유화 정책을 거쳐 스탈린 시기에는 절대적 탄압이 도래
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반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스크 자산 압수와 용
도 전환, 성지순례 금지 등 전면적인 금지 정책이 주류를 이룬다. 시간이
지나 고르바초프 집권기 전반에는 탄압정책이 이루어지다(1985~88년 간),
그 이후 1991년까지는 민족주의 강화에 따라 이슬람 허용정책으로 전환된
다(박지원 2011, p. 54).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교와 중동지역 이슬람교의
특징은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교의 개방성(동서 문명의 교차로로서의 성
격), 수피즘(sufism)이 압도적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수피즘이란
샤머니즘과 같은 토착적 요소들과 더불어 신비주의적 경향이 혼합된 민중
이슬람을 의미한다. 박지원은 9개의 변인으로 동일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 권력거리(Power distance)
∙ 성 평등성(Gender egalitarian)
∙ 단정성(Assertiveness)
∙ 제도적 집단주의(Institutional collectivism)
∙ 조직 내 집단주의(In group collectivism)
∙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
∙ 성과지향성(Performance orientation)
∙ 인간지향성(Humane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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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의 연구는 지표상에 약간 복잡함을 더한 측면이 있다. 가령 성
평등성과 단정성은 다른 지표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나, 유사 개념적 성
격이 강하다. 결국 단정성 혹은 남성성이 성 평등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
고 양자 간 반비례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 부분도 통합
적 기술이나 단순화 여지가 있어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쨌
든, 박지원(2011, pp. 135~149)은 결론적으로 다음의 문화 환경적 요소를 지
적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
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
시아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집단주의
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집단주의적 성
격은 유목민족 전통, 씨족사회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로부터의 공통되고 일
관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슬람 문화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지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로 단정성, 즉
남성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공격성, 직접성, 대결성 등으로 치
환될 수 있는 가치로서 여성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섯 번째로 권력거
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문화적 양상과 9개 변인요소들의 연관
관계1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러시아/소비에트 문화: 권력거리,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 씨족문화: 권력거리, 집단주의, 단정성
∙ 이슬람문화: 인간지향성

15) 성과지향성, 미래지향성, 성 평등성은 구체적인 카테고리로의 포함이 유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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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지원의 연구에서 9개의 변인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동일한 개
념이 분리되어 구분된 경향이 있다. 성 평등성과 단정성의 경우, 동일한 개
념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를 두 기준
모두 다루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중앙아시아 사회에서의 여성 불평등과 남
성성 과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성향의 경우도, 중앙
아시아의 경우 과거 유목민 전통과 이슬람 문화 전통 그리고 소비에트 문화
전통 모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향으로서 이것을 제도적 혹은 조직 내
집단주의로 나누는 것은 과도한 분류로 간주할 수 있다. 지향성의 경우, 시
간적 개념인 미래지향성은 과거 및 현재 지향성과 비교되면서 비교적 명료
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과지향성과 인간지향성은 각기 다른 개념
이라기보다는 그 지향 주체에 대한 개념으로서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상치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나 간과된 점은 바로 중앙아시아에
서 튀르크계에 대한 문화적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시
아파 무슬림들인 아제르바이잔 튀르크인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슬
람이라는 종교에서가 아니라 튀르크족이라는 종족에서 찾고 있다(Kaplan
1997, p. 377). 그리고 튀르크족 무슬림들인 위구르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을 찾기 위하여 메카 그리고 은밀하게는 앙카라를 바라보지 그들의 국가인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절대 바라보지 않는다. 메카를 거부한 뒤 브뤼셀로
부터도 거부당한 터키인들은 소련의 몰락으로 생긴 기회를 포착하여 타슈
켄트로 접근하였다. 외잘 대통령을 비롯한 터키 지도자들은 튀르크계 민족
의 공동체라는 야심만만한 구상을 내놓고 아르디아해에서 중국 국경선까지
의 ‘가까운’ 외국에 있는 재외 튀르크 민족을 결속하고자 지대한 노력을 기

5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울였다. 터키는 그중에서도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크어를 쓰는 중앙아
시아의 4개 공화국인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 회복 노력은 경제 관
계를 순탄하게 만든다. 한 터키 기업인은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다. 터
키인에게는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우리는 같은 문화, 유사한 언어를 가
졌으며, 같은 요리를 먹는다”(Huntington 1997, p. 194)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간과한 중요한 요소는 이슬람 문화의 성격 규정에 관한 것이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민족의 개방적 성격과 아랍 이슬람 문
화와의 상이성이 위의 문화 성향 기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중앙아시
아 지역의 이슬람 문화는 다분히 민속학적 이슬람 성격16)을 반영하고 있
다. 이는 정통 이슬람 교리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는 민속학적 요소가 반
영된 종교 형태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생의례에 나타나는
중앙아시아인들의 민속학적 터부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점복 신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민속신앙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는 택일
(擇日)이 있으며 사주와 같은 것도 있다(이광호 1999, p. 101). 이들은 결혼
식, 이사 날 등 삶 속에서 중요한 날들을 잡을 때 점쟁이를 찾아간다. 아울
러 자녀의 입시나 입사 등 많은 일에서 조상의 사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
의 도움을 받는다. 심지어는 코란 점도 존재한다. 음식 문화에서도 유목민
16) 이슬람 교리의 원천인 코란은 원칙적으로 민간신앙적인 요소를 금지하고 있다. 우상숭배나
점 등을 사탄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다신사회를 경계하면
서도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주술적 행위를 일부 용인하고 있다. 무함마드는 유일신인 알
라를 섬기는 것과 다른 신령들의 세계를 믿고 따르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간주하였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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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양을, 농경사회에서는 돼지를 신성시하는 특색이 있다. 튀르크
족들은 이슬람 이전시대부터 양을 신성시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을 매우 신성시한다.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양을 잡아 신에게
바치고 동시에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
세 번째로 중앙아시아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민족은 유목민족이었으므로 남성들은 밖에서 생활
하고 여성들은 집 안에서 생활하였다. 이 시기에 외부와의 전쟁이나 마찰
로 남성들의 권위가 매우 강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이슬람 전래 이후에 더
욱 고착된다. 이슬람 격언에 “여성은 코르(kor, 집)에 있든지, 고르(gor, 무
덤)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
에서 여성은 남성들 앞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며,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
며 남성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생각은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일반적인 숙명론과 결부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다. 중앙아시아인들은 인간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카다르
(qadar, 운명)를 신봉하고 있다. 숙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
것은 일생의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박상남의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터부와 박지원의 9가지 변수 위에
본 논문에서 필자가 언급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기업 비즈니스 지표와 터부
양상 등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문화변수: 불확실성 회피, 권력거리, 남성성과 여성성, 집단주의, 시간
지향성, 대상지향성
∙ 문화변인: 유목씨족 문화, 튀르크 문화, 이슬람 문화,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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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상 전략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자간, 혹은 양자 간 협상에서 중
앙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 대한 접근은 다음의 문화 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 특성과 관련지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1.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일반적 협상 전략
[표 5]와 같이 개별 지역의 문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고유의 접근 방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와 주변 역내 국가들 사이의 협상
특성은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 다음은 정용균(2007, p. 278)에 의해서 정
리된 세계 지역별 협성 특성이다.
표 5. 세계 지역별 협상 특성 요약

북미지역
중남미지역

의사소통

갈등처리

개방성

협상시간

협상 파트너

거래선
지속성

직접화법

경쟁에서의
승리

개방적

짧다

실무 담당자

매우
일시적

간접화법/신 관계유지,
체면유지
체접촉

폐쇄적

구애받지 고위간부/집단 지속적
않는다
수장
관계

라틴
유럽지역

간접화법

대립회피,
관계유지

폐쇄적

상대적으로
길다

고위간부

지속적
관계

게르만
유럽지역

직접화법

경쟁에서의
승리

개방적

짧다

실무 담당자

일시적
관계

동북아
지역

간접화법

경쟁/체면유
지

폐쇄적

길다

실무 담당자/
고위 간부

장기적
관계

영연방계
아시아지역

간접화법

인간관계,
체면유지

폐쇄적

길다

집단수장

장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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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동북아 지역과 연계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의 특성과 동시에 살펴볼 필
요가 있다. 1990년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미주
및 유럽지역 국가들의 특성과 상호 교차하며, 선별적으로 동일시될 가능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변형된 표를 얻을 수
있다. 다소 주관적인 그리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라고 비판받을 수 있으
나 지표상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하여 최대한 단순화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표 6. 중앙아시아의 협상 특성과 타 지역과의 비교

지역

의사소통

갈등처리

개방성

협상시간

협상
파트너

무역 지속성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간접화법

경쟁우위
대립회피

폐쇄적

상대적으
로 짧음.

고위간부

지속적

중앙
아시아지역

간접화법

대립회피

폐쇄적

상대적으
로 짧음.

고위간부

지속적

미주

직접화법

경쟁유도

개방적

짧음.

실무자

일시적

유럽

직접화법

경쟁우위

개방적

짧음.

실무자

일시적

[표 5]와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협상 방법은
매우 유사하다. 의사소통 방식이 간접화접을 중시하고, 대립을 비교적 회피
하며 사안을 처리하고자 하고, 협상 당사자들의 관계는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높은 권력관계에 따라 협상의 중심사안은 고위간부가 대부분 결정하
고, 한번 이어진 무역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무역으로 연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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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시아적 가치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협상 전략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도입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변질되고 변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
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갈등처리 과정이 경쟁우위 방식을 단계
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터부를 포함한 문화적 협상 전략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론의 앞 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변수와 문화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즉, 변수 면에서는 변수 항목을 단순화하고 시간지향성과 대상지향성의 항
목을 추가하였다.
∙ 문화변수: 불확실성 회피, 권력거리, 남성성과 여성성, 집단주의, 시간
지향성, 대상지향성
∙ 문화변인: 유목씨족 문화, 튀르크 문화, 이슬람 문화,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이들 변수와 변인들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과 무역 교류 중에 나타
날 수 있는 문화 간 차이에 의한 터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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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화적 차원의 변인과 협상 전략과 터부

변수

정의

문화 변인

불확실성
회피

미래의 불예측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이나 개인이 사회적 표준이나 규정에 유목씨족문화, 튀르크 문화, 이슬람 문
화(-)
의존하는 정도

권력거리

집단의 구성원들이 권력이 동등하게 유목씨족문화, 튀르크 문화, 이슬람 문
분배되는 것을 기대하는 정도 혹은 화(+)
권력의 집중 정도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남성성과
여성성

집단 구성원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발현하는 정도. 남녀 간 불평등의 정
도 및 여성 비하나 불평등한 대우를
행하는 정도

집단주의

조직과 사회집단이 집단행동과 자원
유목씨족문화, 튀르크 문화, 이슬람 문
의 집단배분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정
화,
도.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주의 혹은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집단주의 발현의 정도

남성성(+); 유목씨족문화, 튀르크 문화,
이슬람 문화
여성성(+);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과거지향성(+); 씨족유목민 문화, 튀르
개인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 크 문화, 이슬람 문화
시간 지향성
하여 생각하거나 지향하는 정도
현재지향성(+); 이슬람 문화
미래지향성(+);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집단이 구성원들의 행위결과의 향상
결과지향성(+);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과 탁월성을 격려하는가 혹은 그 과
대상 지향성
인간지향성(+); 씨족유목민 문화, 튀르
정에서 인간의 행위 자체에 대한 보
크 문화, 이슬람 문화
상을 더 고려하는가의 정도

불확실성 회피 변수 측면에서는 협상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획서 등
의 문서화되고 정형화된 매뉴얼을 찾는 정도로 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현재적 의미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양상이 급격하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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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 회피 성향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문서화되고 매뉴얼화된 협상 터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이한 관행과 규범이 존재함을 인지해야 하고, 구
체적 서류문서나 계약서, 매뉴얼을 확인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변인의 표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불확
실성 회피 현상은 과거 소비에트/러시아의 영향으로 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유목씨족문화, 튀르크 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전통에서
는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의도적 접근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피하기 위한
점보기 등의 민속학적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이와 관련된 민속학적 터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두 번째로 권력거리 측면에서는 소비에트 문화와 권위주의 시대의 영향
그리고 씨족사회 전통의 잔재로 아직까지 매우 높은 지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합리적 인간관계를 요구
하는 행위 등은 터부시 될 수 있다. 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비즈니스에 성
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화요소가 될 가능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
다. 결국 인맥이 결정하는 사회, 자의적 협정서 해석 등이 현실화될 수 있
으며, 의사결정권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합리적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행
위 등은 절대로 터부시되어야 한다.
남성성 지표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중앙아시아의 남성성
지수는 이슬람에 의한 남녀 평등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은 실정이
다. 이는 유목민 사회 기반의 튀르크 문화, 아시아적 가치관을 아직 간직하
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를 표면적으로는 불
인정하는 행동을 취하되, 내면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협상이나 비즈니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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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비즈니스 수행 중 남성 중심의 음주문
화를 인지하고 동참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집단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오랜 유목생활 전통과 대가족관계, 씨족문화,
튀르크계 아시아 문화 그리고 소비에트 시기의 집산화 정책에 의해 집단주
의 전통이 아직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라는 개념이 선호되는 터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
이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터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
서 상대방의 호의나 비즈니스 우대를 위하여 감성적 성향과 스킨십을 통한
일체감 형성이 필요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물
이며 터부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지향성과 대상지향성의 면을 살펴보면, 우선 시간지향성
의 경우 과거를 우선시하는 문화 체계가 존재하고, 현재를 중시하는 이슬
람문화 영향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소비에트/러시아문화 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튀르크계 아시아적, 씨족유목민적 성격에서는 과거를
지향하고 다양한 민속학적 터부를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지향성의 부분에서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와 인간을 지향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과 지향성의 경우는 비교적 최근의 경향으로 간주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전통은 초기 중앙아시아 지역 설립 시부터의 전통인 인
간지향성의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변수를 기반으로 문화변인
이 가미된 대표적인 비즈니스 터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늘신이라고 하는 막연한 최고 신적인 존재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
한 방편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민속학적 주술의례와 점보기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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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점은 한국의 민간신앙과 유사하다.
② 시간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인들은 1년 중 사파(Safar, 이슬람력의
두 번째 달)달 마지막 수요일을 잘 보내면 운수가 좋고 1년 동안 잘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비즈니스 협상에 성공하면 그 의미가
더 부각되고 향후 업무 협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③ 중앙아시아인들은 대개 운명론(Qadar)에 입각하여 사고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인들과 비즈니스상에서의 만남이나 거래 시작을 운명론적
입장에서 의미 있다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④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적 고백의례를 샤하다(Shahada)라고 한다. 이
는 신앙고백이라는 의미로서,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
의 사자이다”라는 고백을 의미한다. 이 고백은 민족과 국가를 구애받
지 않으며, 반드시 아랍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료의식을 발현시
키고 집단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의식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 이
말을 익혀두는 것이 중앙아시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⑤ 희사(Zakat)에 대한 생활 터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앙아시아인들
은 오랜 유목생활과 튀르크계 아시아적 전통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
기반하여 ‘나’보다는 ‘우리’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함께 잘 살기 위
한 희사 문화가 일반적이다.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시 이익의 분배나
성취 측면의 강조보다는 함께 잘살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⑥ 중앙아시아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코란 점을 비롯한 점을
친다. 아침에 일어나 코란을 적절하게 펴고 그곳에 나타난 내용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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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의 일진이 될 것이라는 등의 단순한 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점쟁
이를 찾아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행위의 정도가 다양하다. 이사
를 비롯하여 못 박기, 머리 깎기, 손발톱 깎기 등 다양한 생활 터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점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으
며, 이러한 점들을 공감하고 터부시하지 않는 행동이 비즈니스 차원
에서 바람직하다.
⑦ 중앙아시아 국가의 라마단 기간 중의 비즈니스 시도는 되도록 피하
는 것이 좋다. 오히려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각종 축제일이 다가오는
기간 중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에게
라마단을 비롯한 금식(Sawm)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대표
적인 삶의 터부이자 철칙이며, 반대로 생활 속의 고충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라마단은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에 있다.
단, 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협상 특성은 그 사안의 특성과 현안의 중
요도에 따라 그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여
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의 협상 기반을 구축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화사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문화적 측면에서의 중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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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간 의사소통 코드 개발과 터부 연
구를 진행하였다. 호프스테드와 홀, GLOBE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에서는
박상남과 박지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문화변수 6개, 문화
변인 4개를 새롭게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인들의 문화적 터부
와 소통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 문화변수: 불확실성 회피, 권력거리, 남성성과 여성성, 집단주의, 시간
지향성, 대상지향성
∙ 문화변인: 유목씨족 문화, 튀르크 문화, 이슬람 문화,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연구 결과, 현재 중앙아시아의 문화는 소비에트/러시아 유산과 튀르크아
시아계 문화, 유목민 문화, 이슬람 문화의 전통이 조화롭고 흥미롭게 결합
되어 있다. 즉, 튀르크계 아시아문화 전통, 유목민적 전통, 이슬람 문화와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유산이 현재 중앙아시아를 이루고 있는 문화적 근간
이다. 남성성이 우대되고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권력관계가 용인되는 보수
적인 사회가치,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사업에서 강한 씨족 및 가족
연대감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비즈니
스 활동에 대한 강한 선호도와 높은 사회적 가치 부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 변수를 가지고 행한 문화 간 의사소통과 터부 추출이라는 측면에서
의 연구 결과를 결론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 회피
변수 측면에서는 협상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획서 등의 문서화되고 정
형화된 매뉴얼을 찾는 정도로 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현
재적 의미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양상이고,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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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문서화되
고 매뉴얼화된 협상 터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권력거리 측면
에서는 소비에트 문화와 권위주의 시대의 영향 그리고 씨족사회 전통의 잔
재로 아직까지 매우 높은 지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권
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합리적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터부시될
수 있다. 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
요한 문화요소가 될 가능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 성 평등성과 단정성은
남성성 지표로 치환할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남성성 지수는 이슬람에
의한 남녀 평등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은 실정이다. 이는 유목민
사회 기반의 아시아적 가치관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를 표면적으로는 불인정하는 행동을 취하되, 내
면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협상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제도적 집단주의와 조직 내 집단주의도 바로 앞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집단
주의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오랜 유목생활 전통과 대가족관계, 씨족
문화 그리고 소비에트 시기의 집산화 정책에 의해 집단주의 전통이 아직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이 선
호되는 터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터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
향성, 성과지향성, 인간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래지향성과 성과지향성
이 중앙아시아 시장경제 체제의 이행과정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행동 터부가 새로이 인식될 필요
가 있는 부분이다. 인간지향성의 문제는 초기 중앙아시아 지역 설립 시부
터의 전통으로서 집단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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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일곱 가지의 대표적인 문화사적
터부를 소개해 보았다.
현실적으로 현재 중앙아시아 진출을 모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앞에서 언급한 문화 간 의사소통 미흡과 터부에 대
한 문화정책의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 인식 부족으로 인한 현
지화 실패로 많은 실패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
앙아시아 지역과의 무역과 경제협력관계 역사 20년을 넘어가고 있는 현재,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문화적 전략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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