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과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IRPT)의 발생 조건과 요인 비교연구*

김 태 연

- 개요 - 　
이 글은 한때 급진 이슬람 운동이라는 평판을 얻었던 우즈베키스탄이슬

람운동(IMU)과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IRPT)의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구
조, 프레이밍 과정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소비에트 말기 IMU와 IRPT의 국
내정치적 기회구조는 이전 시기보다 열린 것으로서 유사했지만, 포스트소비
에트 시기에 들어서 IMU는 닫힌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와 열린 국제정치적 
기회구조에, IRPT는 열린 성격과 닫힌 성격을 모두 갖는 국내ㆍ국제정치적 
기회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IMU와 IRPT의 주요 동원구조는 비공식적인 초
국적ㆍ지역적 네트워크라는 유사성을 나타냈는데, 이때 IRPT의 동원구조가 
보다 다변화된 것이었다. IMU가 표방한 프레임은 포괄적이지만 경직된 극
단적 대립 프레임이었다면, IRPT가 채택한 프레임은 포괄성과 유연성을 모
두 나타낸 것이었지만, 동시에 온건주의와 급진주의를 오가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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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9년 2월 16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중심부에서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1시간 반에 걸쳐 6차례나 발생하여 적

어도 1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당국은 즉각 우즈베키스

탄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이하 IMU로 표기)을 사건의 주

범 중 하나로 지목했지만, IMU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1: 5-6; Polat and Butkevich 2000: 541-543). 2000년 8월에는 

IMU의 무장집단이 타지키스탄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지지의 온상’인 키르기스

스탄 남부 지역으로 침투하여 키르기스인 관료들과 일본인 지질학자들을 인질

로 잡은 후 키르기스스탄과 일본 당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몸값을 받아내

고는 타지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으로 퇴각했다(Naumkin 2003: 40-44; Rashid 
2002: 159-167). 이러한 활동 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여겨졌던 IMU는 2000년 9월 미국 정부의 테러 조직 명단에 포함되

었고,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부시 전(前)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IMU와 빈 라덴의 연관성을 언급하기까지 했다(Mann 2002: 294).
타지키스탄 내전이 진행 중이던 1993년 7월 13일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

(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 이하 IRPT로 표기)을 중심으로 하여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을 자신들의 본거지로 삼고 있던 반정부 무장 세력이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지키고 있던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공격하여 

러시아 군인 27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내전의 

확전 혹은 분쟁의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교적ㆍ군사적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1994년 상반기 동안 

반정부 무장 세력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타지키스탄 국경을 돌파하려는 시

도를 129차례나 했고, 타지키스탄 내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진지를 149회나 폭

격했다(Naumkin 2005: 225-227). 이처럼 격렬했던 타지키스탄 내전은 결국 

1997년 6월 타지키스탄 정부와 타지크연합야당(United Tajik Opposition, UTO)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끝났는데, 반정부 세력의 연합조직이었던 UTO에서 

지도적인 단체는 IRPT였고,1) 평화조약에 따라 UTO에게 할당된 정부 직위의 

1) 당시 IRPT 의장이었던 누리(Said Abdullo Nuri)가 UTO를 이끌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UTO를 주도ㆍ대표한 단체는 IRPT였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IRPT
와 다른 이슬람 세력의 반정부 활동을 결합ㆍ조율하기 위해 1993년 타지키스탄이



30% 가운데 주요 부분을 차지한 단체 또한 IRPT였다(Karagiannis 2010a: 19).
이 글의 목적은, 이처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우즈베키스

탄과 타지키스탄의 정치적 과정에 직접 개입했거나 개입하려 함으로써 급진 

이슬람 운동이라는 평판을 얻었던 IMU와 IRPT의 발생 조건과 요인을 사회

운동론에서 개념화된 분석 범주를 활용하여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다. IMU와 IRPT의 활동이 극단적인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 외에도 

이 글이 이 두 단체를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비에트 시기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명목민족과 무슬림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인구적ㆍ종교적 특성을 공유하는, 
즉 가장 ‘이슬람적인’ 공화국이었다(Khalid 2007: 71).2) 둘째,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소비에트 시기에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이슬람이 발전

할 수 있는 제도적ㆍ비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춰진 공화국이었다.3) 셋

슬람부활운동(Movement for Islamic Revival in Tajikistan, MIRT)이 조직되었는데, 
UTO에서 ‘지배적인 집단’이 MIRT였고, MIRT의 핵심 단체가 IRPT였다는 점에서 
IRPT는 UTO의 ‘리더(leader)’였다고 할 수 있다(이문영 2004: 246; Collins 2007: 
85; Naumkin 2005: 223; Olimova and Olimov 2001: 27). IRPT는 내전기에 반정
부 무장 세력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1994~1997년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UTO의 활동을 조정하기까지 했다(Salimov 2015: 24).

2) 1989년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명목민족의 비율은 각각 71.4%
와 62.3%였고, 이후로 두 국가에서 명목민족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소
비에트 시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무슬림의 비율 또한 매우 높았음을 
방증해준다고 하겠다. 1970년대 초 우즈베키스탄 북서부 카라칼팍 지역에서 실시
된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남성의 77%, 여성의 80%가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응답했다(Haghayeghi 1995: 37). 또한 1989년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타지키
스탄 한 남부 지역 주민의 81%가 자신들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
는데, 이처럼 소비에트 시기 타지키스탄에서도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사회적 범
주의 주민 다수가 여전히 자신들을 무슬림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해주는 증거가 
상당히 있다”(Atkin 1989: 606). 소비에트 정권의 이슬람 탄압으로 인해 중앙아시
아에서 공적ㆍ제도적 영역과 담론은 ‘탈이슬람화(de-Islamizaiton)’되었지만, 그렇다
고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 사라졌다거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무슬림으
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다(Khalid 2007: 82-83).

3) 1943년 타슈켄트에 중앙아시아무슬림종무원(SADUM)이 소비에트 공식 이슬람 기
구로 설립되었고, 1945년 미리 아랍 마드라사(Mir-i Arab Madrasah)가 부하라에서, 
1971년 이맘 알 부하리 이슬람 신학교(Imam al-Bukhari Islamic Institute)가 타슈켄



째, IMU와 IRPT는 자신의 명칭에 국명을 표기하여 적어도 활동 초기에는 

그 국가에서의 권력 장악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

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처럼 IMU와 IRPT가 유사한 사회구조적ㆍ제도적 

조건에서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여 유사한 목표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두 운동

의 발생 조건과 전략적 선택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드러날 두 운동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은 두 운동이 걷게 된 상이한 경로나 활동 양상을 설명

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글은 많은 면에서 비슷한 점

을 나타내는 사례들의 다른 점에 주목하는 일종의 최대유사체계 분석방법을 

채택하려 하는 것이며,4) 이때 그 다른 점을 분석하는 준거로서 사회운동론의 

개념적 도구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급진 이슬람 혹은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국내외 학계와 언론의 높은 관심

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구소련 지역의 이슬람 

운동을 비교분석한 연구물은 매우 드물다(Collins 2007; Karagiannis 2010b; 
Türker 2011). 또한 사회운동론의 개념과 논의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중

앙아시아 이슬람 운동을 연구한 결과물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발견될 뿐이다

(Karagiannis 2006a; Karagiannis 2006b; Karagiannis 2010a; Türker 2011). 물

론 중앙아시아 이슬람에 대해 현지조사 및 인터뷰 등 세밀하고도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집필한 저술(Naumkin 2005; Rashid 2002), 
이 지역 전체 혹은 이 지역 내 특정 국가의 이슬람 운동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물, 이 지역 내 특정 이슬람 운동 단체를 분석한 연구물 등은 매우 풍부

트에서 소비에트 공식 이슬람 교육기관으로 각각 재개원 및 설립되었다. 또한 
1979년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50개의 모스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등록
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스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는 기구였다(Karagiannis 2006a: 262; Olcott and Ziyaeva 2008: 33-34; Rasanayagam 
2011: 80). 타지키스탄에서는 1970년대 이란의 이슬람 혁명 및 파키스탄의 이슬람
화, 1980년대 아프간 무자헤딘의 대러 항쟁 같은 인접 이슬람 국가들의 정치ㆍ종
교 상황이나 그 변화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이슬람이 성장할 수 있었고, 1982년 
타지키스탄에서는 적어도 22개의 비공식 마드라사가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1988
년 타지키스탄에서는 17개의 공식 모스크와 1,000여 개의 비공식 모스크가 운영되
고 있었다(Karagiannis 2006b: 2; Niyazi 1998: 43; Rashid 2002: 97).

4) 레이프하트(1995: 37)에 따르면, 다수의 변인들이 유사성을 지님으로써 이 변인들
이 상수로 처리되어 통제될 수 있고, 소수의 상이한 양태를 나타내는 변인을 갖
는 사례들이 있다면, 이들은 ‘비교가능성’이 높은, 즉 비교분석의 방법을 적용하기
에 좋은 사례들이다.



하며, 이들은 중앙아시아 지역 급진 이슬람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흐름, 현재

적 양상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성과물이다. 이 글은 이러한 기

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긴 하지

만, 사회운동론의 이론적ㆍ개념적 도구를 분석 범주로 사용하여 두 이슬람 운

동 단체를 비교연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물과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낸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 범주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자들이 사회적 변화를 추진하거나 혹은 이에 반대한

다는 의미에서 다른 행위자와 갈등관계를 맺고, 이러한 ‘갈등적 집단행동’에 

개인과 조직이 모두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일종의 ‘네트워크’에 연결되

어 있으며, 이들 행위자들이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할 때 이러한 집단행동은 

사회운동으로 정의된다(della Porta and Diani 2006: 20-22). IMU와 IRPT 모

두 이슬람에 입각한 사회정치적 변화를 지향하면서 특히 국가와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고, 특히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운동조직과 일반 대중 사이에 연

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멤버들 사이에서는 반정부 이슬람 세력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IMU와 IRPT 모두 사회운동

의 정의에 부합하는 단체였으며,5) 따라서 사회운동론의 다양한 이론적 흐름과 

개념이 두 단체의 출현과 활동을 설명해주는 유용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흔히 테러 집단이나 정치운동 같은 이슬람 운동ㆍ활동(Islamic activism)
은 그 종교적ㆍ민족적ㆍ지역적ㆍ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예외적인 혹은 독특한 

집단행동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사실은 ‘이슬람’으로서의 특수성을 넘어서 다

른 사회운동과 여러 공통점을 가지는데(Singerman 2004: 143; Wiktorowicz 
2004: 2-3), IMU와 IRPT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 글은 초기 사회운동론과 다수의 이슬람 연구에서 지배적이었던 구조기

능주의적(structural-functionalist) 혹은 사회심리학적(sociopsychological) 접근법

을 채택하지 않는다.6) 그 대신 이 글은 합리적 행위자로서7) 사회운동이 출현ㆍ
5) IMU와 IRPT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와 연관될 것을 요구

하는 근대적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슬람주의를 주장하는 운동은 “사회운동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Collins 2007: 67).

6) 구조기능주의적 및 사회심리학적 사회운동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근대화나 경제 위



활동할 때 처한 사회정치적 환경, 조직 구성 및 활동 전개를 위해 이용한 자

원, 운동 외부와 상호작용할 때 진행된 의미화 작용을 의미하는 이론적 개념인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동원구조(mobilizing structure), 
프레이밍 과정(framing processes)을 분석의 도구로 이용할 것이다. 집단행동

과 이슬람에 대한 연구 모두 그 연구대상의 비합리성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는데(Wiktorowicz 2004: 26-27), 이 글은 기존 

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자원을 사용하되 선행연구에서는 좀처럼 시도되지 않은 

두 이슬람 운동의 발생 조건 및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 범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정치적 기회구조란 사회운동론 가운데 정치과정론(political process theory)

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거나 닫아버릴 수 있는 운동 

외부의 사회정치적 환경 혹은 역사적 맥락을 의미한다. 여느 사회운동처럼 

이슬람 운동 역시 특정한 정치적 맥락 내에서 출현ㆍ작동하기 마련인데, 이

러한 정치적 환경은 이슬람 운동의 등장과 의제 설정, 그 발전 과정을 이해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다(Singerman 2004: 143-144). 이 글은 다양

한 분류 및 논쟁을 낳고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이론적 개념화 논의에8) 참

여하기보다는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운동에게 결정적인 기회 혹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기 같은 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s) 혹은 체계 불균형(system disequilibrium)이 
심리적 불만(psychological grievance)을 낳고, 심리적 불만이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낳는다는 단선적 해석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 혹은 체계가 본질적
으로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모든 사회에 불만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모든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사회운동은 단순히 심
리적 대응기제가 아니라 정치적ㆍ조직적 차원을 가진다는 점, 운동의 참여자들은 
불만을 품은 혹은 문제가 있는 이들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혹은 이성적인 사회구성
원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Karagiannis 2010a: 4, 75, 79; Türker 2011: 55-56; 
Wiktorowicz 2004: 6-9).

7) 집단 수준의 급진 이슬람 운동은 물론 개인 수준의 운동의 참여자들 또한 자신의 선
호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 혹은 ‘전략적으로 사고하
는 행위자(strategic thinker)’로 이해될 수 있다(Wiktorowicz and Kaltenthaler 2006).

8)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은 “사실상 사회운동 환경의 모든 측면을 빨아들이는 스펀
지” 혹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조작인수(fudge factor)”가 될 위험이 있고,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Gamson and 
Meyer 1996: 275).



개방성/폐쇄성 혹은 국가의 억압 능력을9) 국내정치적 기회구조로 간주하여 이

러한 요인들이 IMU와 IRPT의 발생 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다른 사회운동처럼 혹은 다른 운동보다 더욱 이슬람 운동은 국내적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ㆍ초국적 차원에서도 활동한다. 이에 더해 구소

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소비에트 시기에는 차단되었던 주변 이슬

람 지역 및 국가들과 접촉ㆍ교류할 기회가 확대되는 조건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의 부흥을 야기한 

요인 중 하나였다(오원교 2008: 349-355).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IMU와 

IRPT도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출현했고, 그 활동 역시 국제적ㆍ초국적 성

격을 띠었다. 따라서 이 글은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와 상호작용하는 국제정치

적 기회구조(Khagram et al. 2002: 18)10) 또한 IMU와 IRPT가 등장한 과정에 

작용한 주요 변수로 논의할 것이다. 이때 두 이슬람 단체의 국제정치적 기회

구조는 해외 이슬람 국가나 기구에 포함되거나 참여하거나 이로부터 지원ㆍ
동맹 세력 혹은 활동 자원을 얻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동원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과 정치과정론에서 체계화된 개념

인 동원구조는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동원하고 이에 관여하는 데 이용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적 수단”을 의미한다.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는 

확실히 사회운동의 출현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는 집단행동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동원구조가 없으면 사회운동은 이러

한 기회를 잡을 수 없다(McAdam et al. 1996: 3-4, 8). 이렇듯 동원구조가 사

회운동의 조직 및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회구조

처럼 동원구조 개념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된다는 문제와 운동의 동

원에 동원구조가 정말로 필요한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동원구조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Goodwin and Jasper 2004: 20-21).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비개방적인 혹은 억압적인 사회정치체제나 조건에서는 비공

식 기구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진 이슬람 운동을 포함한 여러 사회운동에 

9) 이 두 요인은 별개의 정치적 기회구조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 국가의 억압은 사회운
동이 선거 등을 통해 정치체제나 제도에 접근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닫혀 있는 극
단적인 형태일 수 있다는 점에서(Sikkink 2005: 155)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혹은 사회운동에 대해 유사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할 수도 있다.

10)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와 국제정치적 기회구조를 각각 열린/닫힌 형태로 분류하여 
그 상호작용을 유형화한 논의에 대해서는 Sikkink(2005: 154-165) 참조.



대해 정치적ㆍ물질적ㆍ감정적 의미와 유용성을 갖는 동원구조가 될 수 있다

는 논의는(Collins 2007: 66; Olesen 2009: 17-18; Singerman 2004: 154-155; 
Wiktorowicz 2004: 12-13) 이 글이 다루는 IMU와 IRPT가 이용한 동원구조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두 이슬람 단체가 출범ㆍ활동할 무렵 그 무

대가 되었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모두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비자유 및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11)

자원동원론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회운동의 관념적ㆍ정서적 측

면, 즉 구성주의적 성격에 주목하는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의 주요 개

념인 프레임(frame)은 “사건이나 현상을 의미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로써 

경험을 조직하고 행동의 지침을 내리는 기능을 하는” “행동 지향적 신념 및 

의미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Benford and Snow 2000: 614; McAdam et al. 
1996: 5).12) 프레임은 기회구조와 조직을 매개함으로써 사회운동의 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출현 이후 사회운동이 대항운동 혹은 국가와 

프레이밍 경쟁을 해야 하게 됨에 따라 운동의 전개 및 성과가 결정되는 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McAdam et al. 1996: 8, 16-17). 무슬림 

사회의 언어, 상징,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배제, 경제적 박

탈, 무능감 등을 겪는 주민들에게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이슬람 

운동은 다른 사회운동처럼 효과적인 동원을 위해 운동 내부에서, 다른 운동과, 
그리고 정권과 의미ㆍ가치 투쟁, 즉 프레이밍 경쟁을 펼치게 된다(Wiktorowicz 
2004: 16-19, 25). 물론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이슬람 운동은 

프레이밍 활동을 위한 물리적ㆍ제도적 능력과 수단에서 제한을 받기 마련이

고 정부보다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정

11)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지수 평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모두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었
고(박창규 2006: 81), 같은 기관의 체제전환국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 따르면 
1999~2008년 우즈베키스탄은 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 타지키스탄은 반( )공고화
된 혹은 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과 인
접해 있고 한때 ‘민주주의의 섬’으로 불리기도 했던 키르기스스탄조차 반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은 모두 권위주의 체제에 속한다
(엄구호 2009: 187).

12) 이러한 “프레임은 비난의 표적을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세계관을 제시하며, 정치
적 변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집단행동을 자극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Karagiannis 2006a: 273)



권이 국가 건설, 국가ㆍ민족정체성 형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슬람에 의존

하거나 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 언어와 상징과 이미지의 공간에서, 
즉 프레이밍 과정에서 이슬람 운동은 정권의 그것과 다른 이슬람 및 관련 

현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과 좌절을 운동에 대한 지지

로 연결시킬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IMU와 IRPT의 프레

임 및 프레이밍 과정은 두 이슬람 단체가 “어떻게 동원의 잠재력을 지지자의 

실제적인 동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지”, 즉 운동과 운동 외부의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 및 그 결과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려는 작업에

서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Karagiannis 2010a: 91).13)

Ⅲ. 국내ㆍ국제정치적 기회구조

IMU는 이념가 율다셰프(Tahir Yuldashev)와 군사 지도자 나만가니(Juma 
Namangani)가14) 1998년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 지역에서 설립한 이

슬람 무장단체들의 연합조직이다. IMU의 기원은 이 두 인물이 1990년 우즈

베키스탄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 위치한 나만간(Namangan) 시(市)에서 창설한 

아돌라트(Adolat, ‘정의’)로15)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IMU의 정치적 

13) 한편 프레임은 사회운동 지도부가 지지자를 동원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
도적인 방식을 강조한다면, 이데올로기는 신념 체계의 내용, 기원, 구성에 초점을 맞
춘다는 점에서 프레임과 이데올로기가 구별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의제를 가지면 모든 이데올로기가 프레임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프레임이 이데올로
기인 것은 아니다(Karagiannis 2010a: 5). 이 글은 IMU와 IRPT가 표방한 사상과 행
동의 원칙이나 기조보다는 효과적인 동원을 위해 두 운동이 구성한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ㆍ인식의 틀과 방식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두 단체의 프레임을 분석한다.

14) 비공식 이슬람 성직자였던 율다셰프는 1990년 6월 러시아 아스트라한에서 출범한 
(전연방)이슬람부흥당(IRP) 우즈베키스탄 지부의 초기 멤버로 참여했지만, 당이 이슬
람 국가 수립 요구를 거부하는 온건 노선을 택하자 이에 실망하여 당과 결별한다. 본
명이 호지예프(Jumaboi Khojiev)인 나만가니는 소비에트-아프간 전쟁 말기에 아프가
니스탄에서 공수부대원으로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이슬람에 대한 관심과 아프간 무자
헤딘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Fredholm 2006: 19-20; Rashid 2002: 137-138).

15) 아돌라트가 운영하는 모스크와 마드라사가 안디잔과 페르가나 시( ) 등 우즈베
키스탄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키르기스스탄 오쉬에서도 
생겨났고, 아돌라트의 멤버 수가 많게는 5천 명 정도로까지 추산되는 등 아돌라



기회구조 역시 이 시기의 상황적 맥락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소비에트 

말기는 고르바초프가 자유화 조치를 실행함에 따라 연방 및 지방 차원에서 

정부의 억압이 약화되면서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특히 우즈베키스

탄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슬람 운동의 정치적 기

회구조가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 공공질서 유지, 부패 척결, 사회정의 실현 

등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한 저항운동 아돌라트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바

로 이러한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Fredholm 2006: 
19; Gorenburg 2003: 7-8; Rasanayagam 2011: 127-128). 독립 직후에도 우즈

베키스탄에서는 이슬람 활동의 자유 및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수백 

개의 모스크와 마드라사가 건설ㆍ복구되고, 정부가 이슬람 성지를 재정비하

거나 국민들의 메카(Mecca) 순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슬람 행사를 후원

하면서 ‘우즈베크 국가의 재이슬람화’가 진행되었다(Haghayeghi 1995: 160; 
Karagiannis 2006a: 263).16) 이러한 현상은 구소련 해체 직후에도 여전히 우

즈베키스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슬람 운동의 출현 및 동원에 유리한 국내정

치적 기회구조가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9년 6월 우즈베키스탄공산당 제1서기로 공화국 최고 권력을 쥐게 

된 카리모프가 1992년 소연방 해체 직후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적 독립성에 대

한 국제적 인정을 받는 데 성공하자 국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도적ㆍ물리

적으로 억압하고 서서히 자신의 파벌 세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내외적으로 

권력을 공고화하기 시작한다(이재영 외 2010: 113-119; Hiro 2009: 136-137, 
147-150).17) 이때 아돌라트가 이슬람주의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샤리아에 기반

트는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Fredholm 2006: 19; Naumkin 
2003: 21; Rashid 2002: 139).

16)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시작되어 구소련 해체 이후에도 이어진 이슬람 부흥은 비
단 우즈베키스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독립국)에서 
공히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부활에 대해서 “소비에트 사
회에서 이슬람의 계보는 결코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에트 이슬람’의 부
흥은 1920년대에 중단되었던 과정이 연결된 것이었을 뿐”이라는 해석이 내려지기
도 한다(Akcali 1998: 267-268). 독립을 전후한 시기에 전개된 중앙아시아 이슬람 
부흥의 구체적인 제도적ㆍ일상적 발현 양상과 그 요인, 특징과 한계 등에 대해서
는 오원교(2008: 349-369) 참조.

17) 인접한 타지키스탄에서 전개된 사태가 카리모프 정권이 국가의 억압을 강화하는 
‘이상적인 구실’을 제공해준 요인 중 하나였는데, 특히 1992년 당시 타지키스탄 



한 법과 질서의 수립, 이슬람의 국교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자 종교단체가 자

신의 권위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간주한 카리모프 정권은 1992년 3월 

아돌라트를 금지하고 그 지도자 체포령을 내리는 등 독립적인 혹은 저항적인 

이슬람 운동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탄압을 가한다(Mann 2002: 295; 
Rasanayagam 2011: 128).18) 국가가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이슬람은 부흥의 기

회를 맞게 된 반면에,19) 이와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슬람은 배제와 억

압에 처하게 된 것인데, 이처럼 이슬람을 대하는 국가의 차별화된 대응에 따

라 그 정치적 기회구조도 다르게 구성되기 시작한다. 국가의 억압이 반드시 

저항운동의 약화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20) 정치적 저항 세력을 구성할 만한 

인적ㆍ물적 동원의 잠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포스트소비에트 초기의 현실에

서 율다셰프와 나만가니는 국가의 탄압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내전에 휩싸인 

인접국 타지키스탄으로 도피한다. 구소련 말기 및 독립 직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활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급속하게 확대되었지

대통령이었던 나비예프(Rahmon Nabiev)가 축출된 사건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치
적 억압이 시작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논의된다(Horsman 1999: 42).

18) 1989~1992년 우즈베키스탄에 도래했던 ‘관용과 온건의 시대’는 빠르게 끝났고, 정
권의 이슬람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Khalid 2003: 586-587). 예컨
대 1991년 1월 설립된 IRP 우즈베키스탄 지부는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서 많은 지지
를 받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조직위원회 멤버의 체포ㆍ추방, 공식 정당 활동 금지 
등 당국의 탄압을 받았고, 1992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안보기관에 의해 납치ㆍ살해
되었다고 추정되는 지도자 우타예프(Abdullah Utaev)가 실종된 이후에는 영향력을 
크게 상실했다(Fredholm 2006: 18; Haghayeghi 1995: 89-90; Rashid 2002: 102).

19) 위에서 언급된 이슬람의 사회적 기반 및 실천이 활발해진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또한 전( ) 무프티(mufti) 유수프(Muhammad Sadiq Muhammad Yusuf)가 국
가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슬람을 지향하기도 했지만, 1993년 4월 그의 직위 
해제 이후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된 우즈베키스탄무슬림종무원
(Muslim Board of Uzbekistan)이 이슬람 교리 해석, 종교시설ㆍ교육 관리, 출판 및 
대외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국가에 의한 이
슬람 부흥의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 국가의 억압과 운동의 저항 간의 상관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U자형 곡선, 뒤집힌 U자형 곡선, 누운 S자형 곡선, 반대로 누운 S자형 곡
선 등 매우 다양한 이론적 모델이 존재하는데(Koopmans 1997: 150-152),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억압과 이슬람 운동의 동원 간에도 명확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는 않았다(Collins 2007: 69). 1990년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부가 억압을 가할수
록 오히려 이슬람 운동은 더욱 급진화되었다고 논의된다(Hunter 2001: 77).



만, 이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억압적ㆍ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하자 급진 이

슬람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역시 빠른 속도로 축소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율다셰프와 나만가니는 타지키스탄 내전에서 이슬람 

반정부 세력에 가담하여 투쟁하는데, 역설적이게도 닫혀버린 국내정치적 기

회구조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지 못한 이 시기에 두 지도자는 이후

에 IMU의 동원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열린 국제정치적 

기회구조를 맞게 된다. 타지키스탄 내전기에 율다셰프는 아프가니스탄, 파키

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지를 다니면서 다양한 이

슬람 운동 및 기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와 접촉하고 이들

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등 소위 ‘정치적 경력’을 쌓았다. 또한 자신의 전투

원을 이끌고 타지크연합야당(UTO) 편에 가담하여 야전사령관으로서 내전에 

참여한 나만가니는 타지키스탄에서 자신의 세를 불리고 IRPT의 군사ㆍ정치 

지도자들과 친분을 맺고 활동 기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Fredholm 2006: 20; 
Naumkin 2005: 71; Rashid 2002: 140-143). 소비에트-아프간 전쟁이 이에 참

여한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슬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느끼고 파키스탄의 군사캠프와 종교학교에서 학습ㆍ훈련ㆍ전투할 기회와 경

험을 제공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극단주의 이슬람의 산파 역할을 했듯이, 타지

키스탄 내전은 IMU 등 이후에 중앙아시아 이슬람 무장단체의 지도자가 될 

이들에게 이곳 무슬림들 사이에서 활동할 거점을 마련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Akcali 1998: 276-278; Hunter 2001: 71-72, 76). 전쟁은 그 극단적ㆍ도착적

(倒錯的) 속성으로 인해 급진주의 사상이나 운동이 펼쳐지는 공간이자 그 확

산이 시작되는 진원이 되곤 하는데, 유사한 맥락에서 타지키스탄 내전도 해

외 이슬람 세력과 접촉ㆍ교류하고 이를 통해 운동의 구성을 위한 인적ㆍ물

적 동원 자원을 얻을 가능성을 제공해줌으로써 급진 이슬람 운동 IMU의 출

현에 유리한 국제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한 것이다.
IMU가 조직되는 과정에서 타지키스탄 내전이 열린 국제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했음은 같은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와 대비해 살펴보

면 뚜렷하게 부각된다. 이 시기 카리모프 정부는 독립적인 혹은 급진적인 이

슬람 세력에 대한 숙청을 본격화하는데, 그 몇몇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95~1998년 동안 타슈켄트와 안디잔 등에서 국가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을 표

명한 이맘들이 연이어 실종되었고, 1997년 12월 나만간 주에서 발생한 경찰관 

및 지방 관료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서 적어도 수백 명



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의 무슬림이 체포되었으며, 1998년 5월에는 소위 ‘극
단주의’ 활동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게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조직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Naumkin 2005: 71-72; Rashid 2002: 145-146; Shields 2004: 21- 
24).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국가의 억압이 물리적으로 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

도화되기까지 한 것이다. 이는 IMU의 발생 조건이 닫힌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와 

열린 국제정치적 기회구조의 조합이라는 조건에서 후자가 전자를 벌충해주는 상

황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닫힌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와 열린 국제정치

적 기회구조 속에서 운동의 활동이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 및 운동의 확장

을 낳게 된다는 ‘부메랑 효과’ 혹은 ‘나선형 모델’은(Sikkink 2005: 154, 161-163) 
IMU의 정치적 기회구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메랑 효과가 작동하려면 사회운동

이 초국적 연합을 형성하거나 국제적 반향을 일으켜 이러한 외부의 움직임이 닫

힌 국내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리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IMU의 활동 이후 펼쳐진 카리모프 정권의 강도 높은 억압과 이분법적 이슬람 

담론, ‘전 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태도와 행동은 오히

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IMU의 기회구조와 동원의 잠재력을 더욱 위축시켰다.
IMU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이 단체의 일종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아

돌라트의 출범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하듯이, IRPT의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한 

분석 역시 이 정당의 모체에 해당하는 (전연방)이슬람부흥당(IRP)의 창설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언급된 바와 같이, IRP는 1990년 6월 출범했는데, 이 

무렵 구소련 사회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행 이후 자유화의 분위기 및 이

의 진전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어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 공산

당의 권력 독점에 관한 헌법조항이 폐지되면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사

회운동의 출현에 유리한 사회정치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구소련 무슬림이 코란

의 요구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고 구소련에서 이슬람을 회복ㆍ부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급진주의적ㆍ전통주의적ㆍ보수적 색채를 띠었던 이슬람 

정당 IRP가(Akcali 1998: 270-273)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

과 맥락이라는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가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에트 시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슬람 지도자였고 이후에 IRPT의 지

도자가 되는 이들을 제자로 두었던 힌두스타니(Rustamov Hindustani)가21) 주로 

21) 소비에트 말기에 등장하게 되는 중앙아시아 급진 이슬람 운동의 토대를 마련해준 
인물로 평가되는 힌두스타니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Fredholm(2006: 9-10); 
Naumkin(2005: 44-51) 참조.



두샨베에서 활동하는 등 타지키스탄은 지하 정치적 이슬람이 가장 발달한 소비

에트 중앙아시아 공화국이었다(Rashid 2002: 97-98).22) 이러한 타지키스탄에서 

소비에트 말기 및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이슬람 운동이 처하게 된 국내정치적 

기회구조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그것과 유사하게, 연방 차원에서 페

레스트로이카의 실시로 인해 종교적 억압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나 공화국 내

에서 무슬림 인구 비율이 높고 이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23) 매

우 유리한 것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1990~1992년 약 1,000개의 모스크가 

새로 열리고,24) 이슬람의 정신적 유산이나 이슬람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등(Niyazi 1998: 43-44; Rashid 2002: 95) 타지키스탄 이슬람은 부흥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타지키스탄에서는 종교적 자유화가 진행

됨과 더불어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졌는데,25)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1
년 10월 IRPT는 당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두샨베 인근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당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구소련 붕괴를 전후한 시점부터 IMU와 IRPT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권력의 공고화에 

착수ㆍ성공한 카리모프 정권이 국가의 억압을 강화한 반면에, 타지키스탄에

서는 정치적 혼란 혹은 권력투쟁의 정세 속에서 정권이 강제력의 사용을 독

22)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미 소비에트 시기 타지키스탄에는 사회의 이슬람화를 위한 
역사적ㆍ문화적 전제조건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논의된다(Beshimov et al. 2011: 212).

23) 소비에트 시기 타지키스탄에서 ‘반종교 투쟁’은 이슬람 전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
지 못했고, 소비에트 시기 동안 특히 비도시 지역의 타지크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독실한 무슬림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소비에트 말기 다수의 주민들이 이슬람이 자
신들의 생활양식의 일부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은 지
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Atkin 1989, 606; Karagiannis 2010a: 16; Niyazi 1998: 42).

24) 이에 힘입어 1991년 말에 이미 타지키스탄에서는 130개의 금요기도회 모스크와 
약 2,800개의 소규모 모스크 및 기도원이 운영되고 있었다(Niyazi 1998: 43).

25) 1991년 8월 소연방 차원에서 발발한 보수 쿠데타를 지지했던 마흐카모프(Qahhor 
Mahkamov)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대규모 항의 시위의 영향으로 사임했지만, 9월
에는 과거에 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를 지냈던 나비예프가 권력을 장악했고, 11월
에는 직선제 공화국 대선에 의한 첫 번째 타지키스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
렇지만 이듬해 3월부터 다시 반정부 대중 시위가 격화되면서 내전의 발발로 이어
졌고, 결국 1992년 9월 나비예프가 임기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축출되는 등 소
비에트 말기부터 타지키스탄의 정치상황은 매우 혼란했다(Atkin 1997: 610-612; 
Haghayeghi 1995: 143-146).



점할 수 없었다거나 사회운동에 대해 억압을 가하더라도 그것이 효과적일 수 

없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IRPT는 국가 그 자체의 약화 및 그 결과로서 

국가 억압의 약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출하기 시작한 

엘리트 연합의 불안정성이라는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또한 두샨베에서 정치적 집회가 연이어지는 고조된 분위기에서 거리의 대중

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동원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IRPT에게 이 시기

는 ‘의기양양한 시절(heady time)’이었는데(Rashid 2002: 99-100), 이러한 시대

적ㆍ사회적 배경 역시 IMU를 비롯한 다른 중앙아시아 이슬람 운동은 가지

지 못했던 매우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26)

불안정한 정치상황의 연속선상에 1992년 발발한 타지키스탄 내전은 여러 

의미와 범위에서 IRPT에게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와 축소를 동시에 의미하

게 된다. 타지키스탄 내전은 이념, 종교, 민족, 지역, 파벌 문제와 얽힌 복잡

한 갈등 구도가 표출된 국내 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UN, 러시아, 우즈베키

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기구와 주변국들이 개입한 혹은 관련된 국제적 

이슈이자 초국적 전쟁이기도 했다(Rashid 1994: 159; Rashid 2002: 103-104). 
이처럼 타지키스탄 내전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다양한 층위의 다양

한 행위자들과 관계된 사건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는 IRPT에 대해서도 

다의적인 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했다.
내전의 와중이자 일종의 권력 공백 상태였던 1992년 11월 구 공산주의 세

력이 반정부 세력을 배제한 채 라흐모노프(Emomali Rahmonov)27) 정부를 수

립했는데, 라흐모노프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반정부 인사 체포ㆍ살해, IRPT
를 포함한 야당 금지, 언론 장악 등 권위주의적 억압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

다.28) 1994년 11월에는 라흐모노프가 러시아의 지원과 승인을 받아 직선제 

26) 반정부 및 친정부 시위대의 충돌이 극심해지던 1992년 5월 당시 나비예프 정부
와 반정부 세력은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고, IRPT 부의장이었던 우스몬(Davlat 
Usmon)이 부총리로 임명되었다. 이 연립정부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정당이 정부 구성에 참여한 첫 번째 사례였다
(Haghayeghi 1995: 145-147; Naumkin 2005: 216-218).

27) 2007년 3월 라흐모노프는 ‘문화적 근원’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 )
을 라흐몬(Rahmon)으로 변경했지만(BBC 2007), 이 글은 이 일이 있기 이전의 그
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변경 이전의 성을 표기하기로 한다.

28) 라흐모노프는 집권 직후부터 자신에게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인물들을 제압하면
서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해나갔다. 예를 들어 내전이 진행되던 시기에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Atkin 1997: 
612-614).29) 지역 강국 러시아를 등에 업은 권위주의 세속국가의 억압 강화는 

정부에 저항하여 내전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던 이슬람 운동에게 공식적인 

활동 무대의 축소라는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의 협소화를 의미하게 된다.30)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국민들이 종교적ㆍ지역적 정체성과 정치적 참여의 경

험을 갖게 된 가운데31) 라흐모노프 정권이 자력으로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 

만큼 전국적인 권력 기반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내전 시기는 민족주

의ㆍ민주주의ㆍ이슬람주의 세력이 반정부의 기치 아래 결집할 수 있는 상황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라흐모노프 집권 이후 이전에 비하면 억압을 

가하는 ‘국가 능력(state capacity)’은 강화되었지만, ‘국가 자율성(state autonomy)’ 
까지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32) 이러한 점에서 내전 시기는 IRPT가 동맹 세력

심지어는 여러 친정부 군 지도자들조차 명확치 않은 정황에서 살해되거나 다양한 
명목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정권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논의된다
(Hall 2005: 25-27). 또한 라흐모노프 정부 및 친정부 무장 세력은 반정부 세력 지
원 혐의를 받았던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즉결 처형, 고문, 실종, 약탈 등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했는데, 이는 반정부ㆍ급진 이슬람 운동을 자극한 요인 중 
하나였다(Hafez 2003: 101-103).

29) 여러 부정행위와 안보기관의 ‘공개적인 협박’으로 얼룩졌던 1994년 11월 대선에
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라흐모노프는 자신의 출신 지역 인물들로 핵심적인 
직위를 채움으로써 권력의 공고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Beshimov et al. 2011: 
215; U.S. Department of State 1995).

30) 라흐모노프 정부 및 친정부 무장 세력이 두샨베를 장악한 1992년 12월 이후 이
슬람 운동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은 타지키스탄의 중ㆍ동부 산악지역으로 흩어지
거나 아프가니스탄으로 퇴각하여 주로 그곳에서 무장공격을 단행해야 했다
(Gleason 2001: 80; Roy 2007: 141).

31) 고르바초프의 개혁ㆍ개방 정책이 실시되면서 타지크인의 정신과 감정이 각성되었
고,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 문화, 언어, 미래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Beshimov et al. 2011: 212).

32) 국가가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하는 ‘국
가 능력’과 구분되는 ‘국가 자율성’이란 국가가 “사회 집단, 계급, 즉 사회의 요구
나 이익을 단순히 반영하지만은 않는 목표를 수립하고 추구”할 수 있는 상태를 의
미한다(Skocpol 1985: 9, 15-16). 즉 ‘국가 자율성’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성에 초점
을 맞추는 개념으로 국가가 자신의 목표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의 규합을 통한 집단적인 반정부 활동의 전개라는 ‘경합의 정치(contentious 
politics)’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준 국내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한 것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타지키스탄 내전은 IRPT의 정치적 기회구조로서 유

리함과 불리함이라는 양가적인 성격을 모두 나타낸다. 우선 IRPT로 표상된 

이슬람 급진화 혹은 정치화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타지키스탄 내전에 개입하는 표면적인 명분 혹은 구실이 되어(이문영 2004: 
256-257)33) 두 강대국은 내전 기간 동안 라흐모노프 정부에게 일방적인 물질

적ㆍ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 IRPT의 정치적 경쟁 혹은 투쟁의 상대였던 라

흐모노프 정부가 국외의 강력한 지지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점은 IRPT에게 

불리한 국제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의 내전 개입 및 

라흐모노프 정권 지원은 확실히 내전 결과뿐만 아니라 그 정권의 유지ㆍ공

고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Gleason 2001: 80; Haghayeghi 1995: 148), 
내전 초기였던 1992~1993년 타지키스탄 친정부 무장조직에 대한 우즈베키스

탄 정부의 원조는 이 시기 내전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정도로(Horsman 1999: 39) 내전 시기에 IRPT는 일종의 적대적 

국가들의 연합전선이라는 국제정치적 환경의 제약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지키스탄 내전이 우즈베크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열린 국

제정치적 기회구조의 역할을 했듯이, IRPT에게도 해외 이슬람주의 세력의 

도움을 얻고 동원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1992년 

12월 라흐모노프 정부가 두샨베를 장악한 뒤 IRPT 지도자들은 정부군의 ‘소
탕작전’을 피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러시아 등지에서 일종의 망명 

활동을 해야 했다. 그렇지만 타지키스탄 내전 문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과 종교적ㆍ민족적ㆍ문화적 친연성 혹은 전략적ㆍ지정

33) 물론 급진 이슬람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타지키스탄 내
전에 개입한 주요 동인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의도나 목표도 이들 국가의 
개입을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구소련 지역에
서 자신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ㆍ확대하려는 야심과 현실주
의적 혹은 직접적 국익 개념을 넘어서는 심리적 요인, 전략적 고려, 전술적 필요 
등이 개입의 동기로 작용했다(이문영 2004: 260-263; Gleason 2001; Haghayeghi 
1995: 150-151). 타지키스탄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국내 정세 안정 및 억압의 정당화, 타지키스탄에서 자신의 기득권 보호 및 영향
력 유지, 지역 강대국의 야심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타지키스탄 문제에 관여했
다(이문영 2004: 257-260; Haghayeghi 1995: 151; Horsman 1999).



학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국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

전 시기는 IRPT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나 단체들로

부터 군사적ㆍ경제적 지원을 받는 환경이 될 수 있었다(Akiner and Barnes 
2001: 20-21). 그 폭력의 극단성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생존의 가능성을 보장받

지 못하는 내전 시기에 IRPT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신의 반정부 투쟁을 후원

해주는 여러 해외 이슬람주의 동맹 세력을 만나게 된 것인데, 이는 분명히 

IRPT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국제정치적 기회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Ⅳ. 동원구조

전장에서 논의되었듯이,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이슬람 운동의 전개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국내정치적 기회구조가 점점 위축되어가는 가운데 1997년 6월 

타지키스탄 내전이 종결되자 우즈베크 이슬람주의자들의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

했던 국제정치적 기회구조마저 닫혀버리게 되었고, 따라서 율다셰프와 나만가

니는 이후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내린 결정은 타지키스탄 이슬람 세력과 결별하고 카리모프 정

부에 대항하는 지하드(jihad, 성전)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1998년 여

름 이들은 결국 IMU를 결성했다. 이때 이들이 운동을 구성하고 활동을 이어나

가는 데 이용한 동원구조는 타지키스탄 내전 시기의 유리했던 국제정치적 기회

구조 속에서 구축한 비공식적인 국제적ㆍ초국적ㆍ지역적 네트워크였다.
타지키스탄 내전기에 초국적 차원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은 율다셰프는 

탈레반으로부터 은신처 및 거주지를 제공받아 아프가니스탄에 정착하게 되는

데, 그가 나만가니와 회동하여 IMU의 수립을 선포한 곳도 바로 카불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1999년 2월 타슈켄트 폭탄 테러 용의자로 율다셰프와 

나만가니를 지목했을 때에도 탈레반 지도자들은 이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인

도할 것을 거부한 데서 알 수 있듯이(Weitz 2004: 507), IMU와 탈레반의 관

계는 매우 돈독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연대는 IMU에게 유용한 

동원구조의 역할을 했다. 또한 율다셰프는 빈 라덴으로부터 IMU의 설립을 

권유받고 이를 위한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에도 자신의 초국적 인맥과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여러 해외 이슬람 단체 및 



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과 물질과 인력을 제공받았다(Fredholm 2006: 
21; Rashid 2002: 147-148, 154).34)

율다셰프처럼 나만가니도 파키스탄의 정보기관이나 이슬람 정당들로부터 인

력ㆍ재정ㆍ거주 지원을 받는 등(Mann 2002: 297; Weitz 2004: 509) 국제적ㆍ
초국적 관계망을 운동의 구성 및 활동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했지만, 그가 보

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직ㆍ활용한 동원구조는 지역적 차원에서

의 비공식 네트워크였다고 하겠다. 소비에트-아프간 전쟁과 타지키스탄 내전에

서의 풍부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전사들을 동원ㆍ조직하는 카리스마와 지지

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을 보유한 나만가니는 타지키스탄 중부 타빌다라 

계곡(Tavildara Valley) 지역에 훈련ㆍ병참ㆍ주둔 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현지 

주민들의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35)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곳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받아들이기도 했다(Rashid 2002: 153-154, 157-158).36) 2000
년에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테러 조직 명단에 포함되기까지 하는 등(Mann 
2002: 294) 공개적ㆍ가시적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IMU에게 이러한 비공

식 지역 네트워크는 정치적ㆍ군사적ㆍ심리적 유용성이 매우 큰 동원구조였다.
한편 IMU에 가담한 이들의 출신 배경 및 이유를 살펴보면, 이들의 상당수

는 1990년대 이후 비공식 이슬람에 대해 점점 강화된 카리모프 정부의 탄압

을 피해 합류한 이들이었고, 그 일부는 페르가나 계곡 지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제적 불만을 가진 청년층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 유인 때문에 IMU
에 가입한 이들도 있었다(Mann 2002: 298).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급진 이슬

람 운동에 매료되는 데에는 이슬람에 대한 특정한 방식과 내용의 이해ㆍ해

석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앙

34) IMU는 공식적으로는 폭력의 사용을 부인하지만 실제로는 직간접적으로 폭력 행
위와 관련되었던 이슬람해방당(Hizb ut-Tahrir al-Islami)과도 멤버를 공유하거나 공
동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Rashid 2002: 133; Weitz 
2004: 507-508).

35)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나만가니는 남편이 타지키스탄 내전 중에 사망한 타지키스탄 
동부 고르노-바다흐샨 지역 출신의 미망인과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이로써 그는 현
지 여성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드의 미망인과 결혼하는 이슬람 계율을 실천
한 셈이 되기도 했고, 이러한 점에 힘입어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
하고 지역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Mann 2002: 298; Rashid 2002: 158).

36)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IMU는 ‘범( )중앙아시아 이슬람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 평가되기도 했다(Rashid 2002: 110).



아시아 지역, 특히 페르가나 계곡 지역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 또한 IMU
가 표방한 것과 같은 급진적 이념에 매우 수용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

(Hunter 2001: 77-78). 이는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서 무슬림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은 급진 이슬람 운동에게 유리한 동원구조를 형성하거

나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의 충원과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자금의 확보인데, 

IMU의 주요 재정적 동원구조 가운데 특징적인 것으로는 마약 거래를 통한 

수입을 들 수 있다. 1999~2001년 IMU의 주요 재원 중 하나였던 마약 거래로 

인한 수입액은 약 1,600만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사우디아라

비아 등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에게서 받은 재정 지원(약 2,40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알카에다로부터 받은 자금(약 1,5000만 달러)보다는 많은 

막대한 액수였다. 이 시기에 IMU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앙아시아로 마약이 

유입되는 통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마약을 러시아 및 유럽으로 

직수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Mann 2002: 297). IMU
는 1999년 8월과 2000년 8월 연이어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남부 지

역에서 인질극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단행했는데, 이때 IMU의 목표가 된 지

역의 지리적 위치, 공격 시점, 전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침입의 동기는 마약 

수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논의되기도 한다(Cornell 2005: 627-632).
IMU가 극도로 위축된 국내정치적 기회구조로 인해 초국적 차원에서든 지

역적 차원에서든 우즈베키스탄 외부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동원구조를 

구축했다면, IRPT의 동원구조 또한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했다는 점에서는 

IMU의 그것과 유사했지만, IRPT의 동원구조는 보다 다변화된 비공식 네트

워크를 활용한 것이었다는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주로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이긴 했지만, IRPT는 정세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다

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세력에게서 동원의 자원을 구한 것이다.
전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소비에트 시기 타지키스탄은 지하 이슬람의 활동

이 가장 활발했던 연방공화국이었는데, 이러한 기존의 비공식적인 이슬람 및 

사회적 네트워크는 특히 IRPT의 초기 창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동원

구조였다. 1991년 10월 IRPT가 당국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650명이 넘

는 대의원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아프가니스탄 무

자헤딘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도하여 투옥되기도 했던 누리(Said Abdullo 
Nuri)가 조직한 비밀 이슬람 청년단체와 누리가 속한 친족ㆍ지역 네트워크가 



위치ㆍ거주하고 있던 타지키스탄 중부 카라테긴 계곡(Karategin Valley) 및 남

서부 바흐쉬 계곡(Vakhsh Valley) 지역 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컸다.37) 
내전기에도 IRPT의 무장 기지 및 지원은 카라테긴ㆍ타빌다라ㆍ바흐쉬 계곡 

지역 등 그 지도자들의 친족ㆍ지역 네트워크가 위치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

다(Rashid 2002: 103, 108). IRPT의 창설 및 활동에 동력을 공급한 동원구조

로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IRPT는 비공식 관계망을 더욱 확대하는데, 그 대표적

인 예가 당시 타지키스탄 공식 이슬람을 대표하던 최고 무프티(mufti) 투라존

조다(Qazi Akbar Turajonzoda)와 IRPT 지도자들 간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였

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 이슬람 단체가 공식 이슬람 성직자와 

손을 잡은 첫 번째 사례였고, IRPT가 타지키스탄에서 높은 대중적 관심을 

받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였다(Naumkin 2005: 214; Roy 2000: 9). 특히 

내전 발발 이후인 1992년 12월 투라존조다는 정부의 압박을 피해 타지키스

탄을 떠나 해외 각지를 다니면서 IRPT에 대한 지지를 청했는데, 국내외에서 

권위와 학식과 인기가 높았던 그의 대외 활동은 IRPT의 대의 혹은 정당성을 

진작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Fredholm 2006: 16-17; Naumkin 2005: 223; 
Rashid 2002: 100-101). 그러나 1997년 내전이 끝나자 투라존조다와 IRPT는 

결별했고,38) IRPT는 그가 제공해준 전국적 정당성과 동원력을 이용할 가능

성을 잃어버렸다(Collins 2007: 89).
한편 1991년 11월 타지키스탄 대선에서 IRPT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라스토

헤즈(Rastokhez) 운동,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한 타지키스탄민주당(Democratic 
Party of Tajikistan), 타지키스탄 동부 고르노-바다흐샨 지역의 자치 확대 및 

이곳 파미르인의 권리 보호를 주장한 랄리 바다흐샨(Lali Badakhshan)과 공동

으로 후보를 내세웠고,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3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획

37) 이처럼 IRPT가 출범 초기에 이미 일정 정도의 인적 동원구조를 확보하고 있었다
는 점과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사실은 창립총회 개최 두 달 뒤 IRPT의 법적 등
록이 허가되었을 때 그 멤버 수가 무려 2만 명에 달했다는 점이다(Collins 2007: 
85; Olimova 1999; Rashid 2002: 97-99).

38) 처음부터 IRPT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던 투라존조다는 내전 종식 이후 
1998년 3월 라흐모노프에 의해 제1부총리로 임명된 뒤 라흐모노프에 대한 지지를 
이유로 IRPT에서 제명되었고, 2000년 2월에는 그의 온건 노선에 반대한 IRPT 강
경파 소속으로 밝혀진 저격범들에게 암살을 당할 뻔하기까지 했다(Haghayeghi 
1995: 161-162; Rashid 2002: 101-102, 108).



득했다. 이는 역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이 세속적 사회정치 세

력과 연합하여 대선에 참여한 첫 번째 사례이자 이슬람 운동이 정치적 도전

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대중적 동원구조를 보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Naumkin 2005: 215; Rashid 2002: 100). 대선 이후 1992년부터 내전

이 시작되자 IRPT는 이들 세속 세력들과 함께 타지크연합야당(UTO)을 결성

하여 반정부 무장투쟁에 나섰고, 강력한 반정부 연합조직이었던 UTO는 내전

의 주요 교전 행위자이자 1997년 6월 평화조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하나였

다. 이처럼 IRPT는 지지ㆍ동맹 세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교조성에 

얽매이지 않았고, 따라서 초기 출현 및 활동 과정에서 그 동원구조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상당 정도 성공적일 수 있었다.39)

내전 시기에는 IRPT도 IMU처럼 비공식 국제적ㆍ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동원구조의 구축을 모색하며 활동을 전개한다. 1992년 5~9월 타지키스탄 내

에서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IRPT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

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대외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면, 
같은 해 12월 아프가니스탄으로 후퇴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 세력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Roy 2000, 12-13, 19). 그 결과 IRPT는 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타지크계 인물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로부터 자국 영토 내 

활동ㆍ훈련 허가 및 지원을,40) 파키스탄, 이란,4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ㆍ비정

부기구로부터 군사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으로 

탈출한 10만 명이 넘는 타지크인 난민 가운데 수천 명을 충원하기도 했다

(Naumkin 2005: 223-225; Rashid 2002: 103-104). 이러한 외부 지원 및 동원 

자원 확보에 힘입어 IRPT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타지키스탄 영토로 침투

39) 주로 지식인 계층이 주도한 다른 사회운동과 연합관계를 맺음으로써 IRPT는 두
샨베에서 입지를 공고화할 수 있었고, IRPT와 결합함으로써 민족주의ㆍ민주주의 
세력은 비도시 지역으로 진출할 통로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RPT가 포함된 반정부 세력은 남부 지역에 편향된 세력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극복하지는 못했다(Naumkin 2005: 215).

40)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IRPT는 아프가니스탄에 3개의 본부와 훈련 캠프를 마련할 
수 있었다(Roy 2000: 18-20).

41) 투르크계 수니파 무슬림이 주민의 압도적 다수인 중앙아시아 지역 문제에 직접 개
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란은 IRPT의 지지자보다는 중개자가 되길 
원했고, 따라서 내전 말기로 갈수록 이란과 IRPT의 관계는 소원해졌다(Roy 2000: 
15-16).



하여 중부 산악 지역에 거점을 마련한 후 정부군과 게릴라 전투를 벌일 수 

있었다(Naumkin 2005: 225). 반정부 무장투쟁을 전개함과 더불어 IRPT는 투

라존조다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

이기도 했다(Roy 2000: 20-21). 전시가 아니더라도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하

에서는 반정부 세력이 장기간 존속을 보장받기 어려운 법인데, IRPT는 해외 

지지ㆍ동맹 세력 네트워크라는 비공식 동원구조를 디딤돌 삼아 내전기에도 

반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Ⅴ. 프레이밍 과정

IMU의 이데올로기는 이슬람 국가의 건설이라는 이슬람주의였는데, 이때 

IMU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구성ㆍ제

시한 프레임은 선악 대립 구도에 의한 피아 구분 및 사회정치 문제의 종교 

문제화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99년 2월 타슈켄트 테러 이후 발행한 문서

에서 IMU는 자신을 다수의 우즈베크인들처럼 하나피(Hanafi) 학파를 신봉하

는 ‘이슬람 대중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목적이 개인ㆍ사회ㆍ국가 차

원에서 온전하게 이슬람적인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Naumkin 2005: 74-75). 그리고 1999년 8월 발표한 문서를 통해 IMU는, 자

신이 “우즈베키스탄의 압제적 정부”에 대해 “지하드를 선포하는 주요 목적은 

샤리아 법이 적용되는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Fredholm 2006: 22)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이념적 지향뿐만 아니라 그 실

현을 위한 폭력 사용의 불사라는 실천적 태도까지 분명하게 밝혔다. 나아가 

IMU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특히 카리모프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스라엘 유

대인들과 미국의 이슬람 적들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독설에 가까운 표

현으로 비난하고(Khalid 2003: 589), ‘압제적 배교자들’ 혹은 ‘위법자들’에 의

해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이 살해, 투옥, 추방, 고문 등의 잔인하고 극단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이러한 반(反)무슬림 

투쟁을 그만둘 것을 경고했다(Fredholm 2006: 22; Naumkin 2005: 75). 이는 

IMU가 반유대주의ㆍ반미주의 수사까지 동원하면서 카리모프 정권을 억압적 

반이슬람 세력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그 반대급부로서 반정부 무장투쟁



을 실천하는 자신을 진정한 이슬람을 대표하는 운동으로 내세우는 극단적인 

이항 대립적 프레임을 채택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2000년 10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율다셰프는 IMU의 활동 

목적이 무슬림 형제들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억압과 부패와 불평등에 대항하

는 투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에 앞서 우선 이러한 억압

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Rashid 2002: 148-149). 이는 국가의 탄압에 대한 

반발적 대응이자 동시에 이슬람 국가 수립이라는 종교적 목표와 국가 억압의 

타파라는 세속적ㆍ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정치적 불만을 

품은 무슬림이 운동의 종교적 대의에 동감하여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프레임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IMU는 사회정치 문제가 

종교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현실 해석의 틀을 제시하고 정치적 투쟁에의 

참여가 무슬림이 신성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는 일종의 행동 강령을 주장함으로써 동원의 확대를 의도한 것이다.
한편 사회운동의 프레임이 다루는 주제와 이념이 포괄적이고 유연할수록 

다른 운동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프레임(master frame)’으로 발

전ㆍ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프레임의 포괄성과 유연성은 동원의 잠재력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된다(Benford and Snow 2000: 618-619). 이

러한 이론적 논의에 입각하여 IMU의 프레임을 살펴보면, 이는 사회정치 문

제를 의제화함으로써 포괄성을 높이긴 했지만, 폭력적 정권 전복을 주요 목

적과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나타내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타지키스탄 내전과42) 9ㆍ11 테러로 인해43) 이슬람주의 혹은 이슬람 테러리

즘에 대한 지역적ㆍ세계적 불안감과 경계심이 고조되어가던 분위기에서 

42)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이 느꼈던 위협과 우려는 카리모프 정부
가 새로운 민족ㆍ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권위주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
회 혹은 구실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카리모프 정부는 정치적 이슬람의 위험성
을 강조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타지키스탄 내전을 빈번하게 인용했다
(Atkin 1997: 618; Horsman 1999: 41-44).

43) 9ㆍ11 테러 이후 대( )테러리즘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는 일종의 당위가 되었
고, 이슬람 테러리즘은 세계 주요국이 우려하는 문제로 부각되었다. IMU는 탈레
반 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미국이 주도한 군사 보복 작전에 격렬하게 저항했
고, 그 과정에서 나만가니가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적ㆍ물적 손실을 입었다(Mann 
2002: 299; Тодуа 2005: 45).



IMU의 프레임이 나타낸 세속 정부 및 종교적 원칙에 대한 완강하고 강경한 

입장은 점차 운동의 동원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IMU에 대한 지지의 하락은 IMU의 프레임 그 자체가 띠었던 경직성뿐만 

아니라 프레이밍 경쟁, 즉 이슬람이 자신에게 정당성의 원천을 제공해준다고 

간주하여 이를 민족ㆍ국가 건설 전략 및 이념으로 흡수 혹은 도구화한

(Olcott and Ziyaeva 2008: 13; Rasanayagam 2011: 96) 카리모프 정부의 대항

프레이밍(counterframing)44) 과정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때 흥미롭게

도 마치 IMU가 표방한 프레임의 거울 이미지처럼 카리모프 정권이 구성한 

이슬람 프레임도 이슬람에 대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해석 및 담론이라는 특징

을 나타냈다. 즉 카리모프 정부의 이슬람 프레임은 우즈베크인의 진정한 문

화적ㆍ역사적 유산으로서 관용적이고 비정치적인 ‘좋은’, ‘옳은’ 이슬람과 중

앙아시아인의 정신적 가치에 이질적이고 이슬람을 협소하게 이해한다는 점에

서 비관용적이며 ‘종교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동기를 갖는 ‘나쁜’, ‘잘못된’ 
이슬람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후자를 타자화하는 것이었다(Khalid 2003: 587; 
Rasanayagam 2011: 96, 104).45) 물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권이 1990
년대 초중반부터 교육과 언론 등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전파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를 장악하면서 유리한 위치에서 프레이밍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폭력이라는 극단적 수단의 사용으로 인해 애초부터 일정 정도 대

중적 거부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IMU의 프레임 및 활동에 대한 지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44) “개인이나 집단의 신화, 현실 설명, 해석적 틀을 반박, 약화 혹은 무효화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날 때 이를 대항프레이밍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enford and 
Snow 2000: 626).

45) 예를 들어 대통령 고문을 지냈던 한 학자는 학술회의에서 명백하게 반정부 급진 
이슬람을 가리키는 ‘잘못된’ 이슬람 세력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 
이슬람적인 구호를 이용하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 [...] 야만인들”이라고 표현했
다(Khalid 2003: 587). 우즈베키스탄 중등교육기관 교과서에도 급진 이슬람 세력은 
“이슬람 종교로 위장한 파괴적 사조”이고, 이들의 행위는 “코란의 규정에 전적으
로 모순된다.”고 서술되었다(Носырходжаев et al. 2007: 76). 1998년 5월 의회 연
설에서 카리모프는 “그런 사람들[이슬람주의자들]은 머리에 총을 맞아야 한다. 필
요하다면 내가 직접 그들을 쏘겠다.”고 발언했고, 타슈켄트 테러 발발 이후 두 달
이 지난 1999년 4월에는 “내 아이가 그런 길[IMU 가담]을 선택한다면 내가 직접 
그의 목을 따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수사 또한 ‘나쁜’, ‘잘못된’ 이
슬람을 적대시하는 프레임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Rashid 2002: 146, 150).



IRPT의 동원구조가 IMU의 그것보다 다양하고 폭넓었던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자신의 이념과 대의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구성한 IRPT의 프레임 

역시 IMU의 그것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온건하고 유연한 것이었다. 즉 

목표나 정책의 제시에 있어서 IRPT는 “처음부터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주조

될 수는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다”(Saud 2010). 반면에 타지키스탄 정국

의 불안정 및 변동의 영향으로 IRPT의 프레임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운동의 프레임과 운동의 실제 행동이 일관적이지 

못할 때 프레임의 신뢰성(credibility)과 반향(resonance), 즉 프레임의 동원력

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Benford and Snow 2000: 619-620).
우선 1991년 IRPT가 내세운 목표와 과제를 살펴보면, 이는 타지키스탄인

의 ‘영적인 부흥’, 타지키스탄의 ‘경제적ㆍ정치적 주권’, 이슬람의 ‘정치적ㆍ
법적 권리’, ‘이슬람 사상의 전파와 선전’ 등이었다(Haghayeghi 1995: 88; 
Naumkin 2005: 209). IRPT의 궁극적인 지향이 타지키스탄 국가와 사회의 이

슬람화였음에도 불구하고(Karagiannis 2010a: 97; Saud 2010),46) IRPT는 자신

의 목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수립을 공식적으로는 표명하지 않고 당시 공화국

의 민심을 반영한 사회정치적 요구와 종교적 주장을 혼합한 프레임을 구성한 

것이다.47) 이러한 맥락에서 IRPT 지도부는 타지키스탄의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타지크 대중 및 민족주의ㆍ민주주의 진영 사이에서 

공감을 얻는 데 크게 기여한 요인이었다(Collins 2007: 87). 또한 IRPT 창립

총회에서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히마트조다(Muhammad Sharif Himmatzoda)
는 기자회견에서 정당의 목적이 이슬람 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법치를 지향하

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이라고 발언했다(Naumkin 2005: 215; Rashid 2002: 
99). 즉 IRPT의 프레임에서 표방된 운동의 지향이나 논의된 이슈 범위는 포

괄성을 그 특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소비에트 말기에 IRPT는 폭력적 

이슬람주의를 거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Collins 2007: 87), 이는 활동 수

46) 1991년 10월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IRPT 강령에 따르면, 당은 ‘순수한 이슬람’에 
기반하여 강령을 작성했고, “모든 정치 문제에서 이슬람은 당의 법이자 지침”이
며, “IRPT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에 기반하여 세워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다”(“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 290).

47) 1991년 당 강령에서 IRPT는 종교나 이념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사회, 
보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당이 지향하는 원칙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 290-294).



단 면에 있어서 IRPT의 프레임이 유연성까지 갖춘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즉 

출범 초기에 IRPT는 자신의 프레임을 협소한 종교적 이슈에 국한시키려 하

지도, 극단적 이슬람주의 이념에 고정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92년 내전의 발발과 전개라는 구조적 조건은 IRPT의 프레임에 

내재되어 있던 모순 혹은 딜레마를 노출시키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반정부 

세력의 핵심 운동으로서 IRPT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현실이 강제하는 폭력

의 사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인데, 이는 얼마 전 스스로 선언한 

활동방식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한 온건주의 프레임에 정면으로 위배되

는 행동이었다. 또한 내전이 진행됨에 따라 IRPT 내에서 보다 급진적인 인

물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슬람 국가의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

기도 했다(Collins 2007: 87).48) IRPT가 무장 세력으로서 내전에 참여함에 따

라 IRPT의 초기 온건주의 프레임은 폭력의 실행에 따른 언행 불일치라는 외

적 모순과 내부 급진 세력의 대두로 인한 프레임 자체의 내적 모순을 모두 

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의 비일관성은 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혹

은 전국적 지지의 결집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49) 대부분의 타

지키스탄인이 세속적 정치 이념을 선호하지 이슬람주의 이념에는 반대한다는 

점을50) IRPT 스스로 깨달았다는 점은 IRPT가 무력투쟁을 관철시키지 못하

고 평화협상에 나서도록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Olimova and 
Olimov 2001: 27).51) 

48) 2004년 당시 IRPT 부의장이었던 카비리(Muhiddin Kabiri)는 IRPT가 내전기에 지지
자 동원을 위해 급진적인 이념과 구호를 내세웠음을 인정했다. 물론 이때 그는 그
러한 수사의 사용이 그 시기에 ‘특유한(unique)’ 행위였다는 단서를 붙였다(Kabiri 
2004: 77).

49) 내전기에 IRPT는 몇몇 지역에서는 강력했지만, 정부의 영향력이 컸던 다른 지역
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IRPT는 지역주의 문제를 극
복하지 못했고, 결국 전국 정당이 되지 못했다(Rashid 2002: 108).

50)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기반이 그다지 넓지 않다
는 점은 1996년 11~12월 타지키스탄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인의 압도적 다
수인 90%가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번 이
상 기도하는 이들은 34%, 금요기도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13%, 타지키스탄 대통
령이 이슬람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이들은 14%에 불과했다
(Wagner 1997: 32, 37, 111).

51) 1992년 IRPT가 폭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전쟁에 참여하자 많은 타지키스탄인



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말기부터 누리를 비롯한 IRPT 지도부는 다시 

온건주의 프레임을 표방하기 시작한다. 민주주의와 공존 가능한 자유주의적

이고 비폭력적인 이슬람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평화

조약 체결 이후 IRPT의 프레임은 더욱 온건해지는데, 예를 들어 2006년부터 

IRPT 의장직을 맡게 되는 카비리(Muhiddin Kabiri)는 2005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장래에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 국가 혹은 공화국을 수립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세속

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온건 노선으로의 선회로 

인해 IRPT는 급진 세력의 지지를 상실했고, 강경론자들은 IRPT를 떠나 IMU
나 이슬람해방당(Hizb ut-Tahrir al-Islami)에 가담했으며, 심지어는 온건 진영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까지 했다(Collins 2007: 87-88). 외적ㆍ내적 모순의 

노출이라는 IRPT 프레임의 비일관성이 재차 발현된 것이다.
프레임 변화와 관련하여 IRPT는, 특히 9ㆍ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 테러

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IRPT를 포함한 정치적 이

슬람에 대해 억압을 강화하는 라흐모노프 정권을(Karagiannis 2010a: 20) 대

할 때에도 난처한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IRPT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 급진 이슬람 세력으로 여겨져 국가의 탄압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대정부 비난을 삼가면 이슬람해방당 같

은 급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부패한 정권에 협력하는 비(非)이슬람 정당이

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IRPT가 정부에 참여하면서 청년층 이

슬람주의자 및 급진적 지지자 사이에서 이슬람 정당으로서 IRPT의 이미지는 

훼손되기 시작했다(Karagiannis 2010a: 99-101).52) IRPT의 프레임 변화는, 사

회운동의 프레임이 온건하고 유연하면 운동에 대한 지지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프레임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운동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그 

동원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내전 시기의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을 IRPT에게 물었다(Collins 2007: 88).

52) 내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이자 IRPT가 처음으로 참여한 2000년 2월 
총선에서 IRPT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1석도 얻지 못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
에서는 7.3%의 지지율로 2석을 얻어 총 63석의 의석 가운데 2석만을 차지하는 
부진한 성과를 거뒀다(OSCE/ODIHR 2000: 23-24).



Ⅵ. 결론

그 발생의 단초를 소비에트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는 IMU와 

IRPT의 국내ㆍ국제정치적 기회구조와 동원구조와 프레이밍 과정을 비교분석

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르바초프의 개혁ㆍ개방 이후 진행된 종교적 자유화는 우즈베키스

탄과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운동에게 공통적으로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

를 의미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카리모프 정권이 권위주

의 체제를 공고화하고 비공식ㆍ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

하면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 국내정치적 기회구조는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러

자 우즈베크 급진 이슬람 세력은 타지키스탄 내전에 참여하여 주변 이슬람 

국가를 다니면서 해외 이슬람 동맹 세력의 지원이라는 이후 IMU의 결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국제정치적 기회구조를 맞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와 

달리 타지키스탄에서는 소비에트 말기부터 나타났던 정치적 불안정이 내전으

로 이어졌는데, 내전 시기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IRPT의 정치적 기회구

조로서 좋은 기회(chance)와 위험(risk)의 측면을 모두 나타냈다. 내전이 진행

되고 있던 1992년 말 수립된 라흐모노프 정권이 전국적 권력을 온전하게 장

악하지는 못했다는 점과 내전기에 타지크 이슬람 운동이 해외 이슬람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IRPT의 유리한 국내ㆍ국제정치적 기회구조였

다. 반면에 반정부 세력에 대한 라흐모노프 정부 및 친정부 무장 세력의 극

단적인 억압과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의 일방적인 라흐모노프 정부 지원은 내

전기에 IRPT가 처했던 불리한 국내ㆍ국제정치적 기회구조였다.
카리모프 정권과 라흐모노프 정권 모두 초기부터 권위주의적 성격을 노정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특성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

러한 조건에서 국가의 억압은 사회운동의 기회구조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회운동의 동원과 국가의 억압 간에서 일반적으

로 그러한 것처럼, IMU와 IRPT의 활동 및 성과와 국가의 억압 간에서도 일

정한 경향성이나 상관관계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카리모

프 정부의 억압으로 인해 우즈베크 이슬람주의자들은 자국 밖에서 활동할 수 

없었고, IMU의 창설 및 그 이후의 활동 또한 국외를 거점으로 하여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도 우즈베키스탄 국가의 억압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카리모프 정부만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라흐모노

프 정부 및 친정부 세력 역시 IRPT를 비롯한 반정부 세력에게 가혹한 물리



적 억압을 가했는데, (준)국가기구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억압은 반정부 세

력의 존재 및 활동을 크게 위협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3장에서 언급된 것처

럼, 두 국가의 억압이 오히려 이슬람 운동의 급진화를 진전시켰다고 평가되기

도 하고, 실제로 IMU와 IRPT가 강력한 반정부 무력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는 점에서 IMU와 IRPT의 저항 활동과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국가의 

억압 간의 상관관계는 일의적으로 해석ㆍ규정될 수 없다.
정치적 기회구조로서 내전 혹은 전쟁은 이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의 성격 

혹은 위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IMU는 타지키스탄 내전에 외부 세력

으로서 참여했고, 그러한 IMU에게 내전기는 열린 국제정치적 기회구조로 작

용했다. 반면에 전쟁의 한 당사자로서 내전에 참여했던 IRPT에게 내전기는 

IMU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유리한 기회구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정당성이 취약한 권위주의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정부에 대적하여 무장투쟁

을 벌이는 사회운동은 군사력의 열세에 따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뿐만 아

니라, 전쟁이 강요하는 무력의 사용 및 이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국내ㆍ국제사회의 문책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폭력의 실행은 그 행위

자의 신뢰성 혹은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마련인데, 이러한 국내ㆍ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근대)국가보다는 내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국가의 속성 혹은 권위에 도

전하는 국가 내부의 사회 집단에게로 더 집중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둘째, IMU와 IRPT의 출범과 충원, 재정의 확보와 저항의 지속을 가능하게 

해준 가장 주요한 동원구조로는 공통적으로 비공식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IMU는 타지키스탄 내전기라는 유리한 국제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구축한 

비공식적인 초국적ㆍ지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삼아 반정부ㆍ급진 이슬람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유사하게 IRPT 역시 비공식적인 국제적ㆍ지

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내전기에 반정부 무장투쟁을 이어 나갔고, 그 외

에도 친족 네트워크와 반정부 세력 연합 등이 운동의 조직과 강화에 기여한 

동원구조였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회적 관계나 맥락, 의

미 체계, 구조나 관행의 비공식성(informality)이 높은 비중과 중요성을 가진

다는 점과53)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나 억압적인 환경

에서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기구나 네트워크가 이슬람주의 운동을 포함한 다

양한 사회운동의 긴요한 동원구조로 기능한다는 일반적인 논의는 IMU와 

53)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에서 “새로운 제도적 변화의 과정은 아직 오래된 비공식 규범과 
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 즉 과거의 유산을 차단시키지 못했다”(Misztal 2000: 208).



IRPT의 동원구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셋째, IMU는 카리모프 정권 전복과 이슬람 국가 수립이라는 명확한 목표

를 제시하면서 극단적 대립 프레임을 설정했다. IMU의 프레임은 사회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를 연결시킴으로써 프레임의 포괄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IMU가 자신의 급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한 폭력적 수단에서 나타

난 극단성과 강경함은 IMU의 프레임이 유연성 면에서는 한계를 가지는 것

이었음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적어도 활동 초기에는 IRPT
는 포괄성과 유연성을 모두 포함하는 온건주의 프레임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내전 시기의 구조적 극단성 속에서 IRPT는 급진주의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내전 말기 및 그 이후로 IRPT는 다시 온건주의 프레임으로 회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기회구조로서 타지키스탄 내전은 IRPT가 

프레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든 조건으로도 작용한 것이다. 한편 

IRPT의 사례로부터 프레임 혹은 사회운동의 온건화가 반드시 지지의 확대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회운동의 딜레마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할 것은, 이 글이 IMU와 IRPT의 발생 조건 및 요인을 정치

적 기회구조와 동원구조와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긴 했지만, 2장에서 언

급되었듯이, 이들 요인의 작용과 영향은 글의 장(章) 구분처럼 그렇게 명료

하게 분리되지 않고 상호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국제전의 성격을 가졌던 타

지키스탄 내전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는 IMU와 IRPT에게 모두 운동의 주요 

동원구조로서 초국적 네트워크라는 조직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준 무대로 

작용하기도 했고, 국가의 억압이라는 기회구조는 두 운동에게 모두 자국 내

에서 동원 자원을 확충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든 제약 요인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치적 기회구조와 동원구조는, 주로 전자가 후자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또한 IRPT의 초기 프레임이 포괄적이

고 유연했다는 점이 광범위한 연합 세력이라는 동원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

이 되었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기회구조뿐만 아니라 프레임 또한 

동원구조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9ㆍ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과 특히 카리모프 정권이 그러했듯이, 이슬람주의 및 그 테러리즘

을 악마화하거나 이슬람 세력이 개입된 분쟁의 위협을 반복 혹은 과장하는 

국제ㆍ국내사회의 담론적 환경을 정치적 기회구조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정

치적 기회구조는 이슬람 운동, 특히 급진 이슬람 운동의 프레임의 잠재적 동

원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즉 정치적 기회구조는 운동의 동원구조 

구축 과정뿐만 아니라 프레이밍 과정에도 개입ㆍ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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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ditions and Factors for the 
Appearance of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 and 

the 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 (IRPT)

Kim, Tae Yon*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mobilizing structures, framing processes of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 and the 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 (IRPT), 
both of which had at one time earned a reputation as the radical Islamic 
movements. In the late Soviet period domestic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of the IMU and the IRPT were similar ones that became more open than 
before. But entering the post-Soviet period, the IMU faced open domestic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closed international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the IRPT –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that had both openness and closedness. Main mobilizing structures 
of the IMU and the IRPT showed a similarity, that is informal trans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and yet mobilizing structures of the IRPT were more 
multifaceted. While the IMU advocated an inclusive but rigid frame of 
extreme confrontation, the frame that IRPT adopted was the one that showed 
both inclusivity and flexibility but at the same time the inconsistent one that 
went back and forth from moderatism and radi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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