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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10 일 혁명 이후 소비에드 러시이의 종 ílL 다압이 복걱화미기 이진 

투르키스탄에는 26，2낀)개의 이슬람 사원， 6，000개의 ur답 (lllaktab) ， :，00 개의 마 

드괴사‘ 그랴 JL 45또 9 벙익 성직자들이 았었Jl‘ 이1..'，1 한 유 산은 중앙아시아의 

무슬딘늘어)게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소비에느 새제의 이슬람 탄앙 성 

잭으로 대무문의 사윈피 교육기관은 폐쇄되었고 이윤관 성작지들익 수는 현 

저라게 주어딛었나 이리건1 상황은 옥립음 진후<:，1 01 ~"'뛰 부흥의 마팀과 함께 
크게 바뀌었디 19~μ닌끼 지 중앙아시아이1 는 이미 약 7‘800기]의 모스크와 기도 

워이 문음 연있는데 L 중의 바은 우 즈 Ul1 키깐다， 득히 페 ξ가나와 카라삼팍 

지역에 위치한다 타지기스탄에서는 1()91-1~*)2년 사이에 126새의 딘스三L와 

2 ，87M 의 끼도원이 세워졌마 키 근 기 갇간다에도 1，000여개의 모 λ，'1.가 합동 

은 재개했고， 그 중의 α)%는 오수1 파 실팔라바二 지역에 위치한다 카자흐스 

반에는 19~처닌 퉁게쿄 300기]의 모스크가 카지흐스딘 총우정에 공식적으포 등 

팍되어 있고 낀)0여개기 긴숙 증인디1， 대다수는 중ol.성이 깅한 심겐'" 심갈， 

'1.즌 오딛나 시역에 위시젠나， 두딛건머]니까:타에는 1994년까지 1807B 악 모스 

三L기 긴딘되었고 100씨의 R스三L기 신숙 중인 것。 R 밝혀셨다 2007년 통계 

에 의라면 카사흐스만 2.1287B ，}즈매키?，만 2.0527B , 투j딛감머]니까:다 110개 1 

카르기스스탄 1 ，66~ 개 E 지 키스탄 2，842개의 늠 팍핀 넌스크기 환잉 중이며， 

미등록 모스크를 푼함히면 그[ 수는 휠씬 더 많을 것으포 추정된디 충앙아시 

아의 주R 도시늘어1 새 R 세우1 진 대부분의 1스드L논 정부의 지원듀뿐만 아니 

피 임빈 신지들익 후윈 남 ~l i:'~고 사우 디아리 비아 쿠워1 이트 너키 등의 ? 변 
이즙림 국가든의 개정석 도움음 받았다 7~' 

특힘 이후 이승판 사윈뿐1사 아니피 이윤관 교육기관도 양적으도 크게 증가 

하였고， 득히 싫은 부즙립든 사이에서 관심옥 끌꺼] 디있나. 1995년 봉씨에 l나 

브띤 우스베키스탄에는 대략 :，80개의 마L라사기 운영 중에 있고， 대표가인 

마브라사이 마럭 칸(Barak Khanl과 w1 근 이 립 (Ylir Arabl의 팍생 수는 3배 

이싱 증기했다 1()()()년 4월에논 ‘타쉬겐」 이슬람 대학’이 설임뇌었고， 우스베 

사한 ;영향을 보여 쥬는 III 우 스베키 -'0만괴 타지키 -'0만에 서 이주 깡하，il 니타난 빈 

년에 키가흐스단， 키므기즈스단， 투르二1메 1.1 스난에서뉴 상대적 。닦 악하게 냐Ef났 

디 
7) 이하에서 인용하는 이승탐 111 흥011 관핀된 통계자묘뉴 득별한 연납이 있는 한 I~~O 

넌미 는 M. HaghayeghiU9，연)， 95-99; 2005년은 E. TSll18ilo、 (201Xi ) , 2007넌은 E 
Ismailo-、 (20081틀 각각 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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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1 깐다 진역의 이피림 ílL육 기관에서 공? 하는 딱생딛의 수는 대라 5.000병에 

날하논 것P 도 십겨)되었다 1DDü년 타지기스탄의 두산버1 에는 중잉아시아에서 

두 번쩨로 긴 이승란뇨등신학원이 문을 열었고 미략 1700여벙악 학생들이 이 

슬감 피육응 받고 였다고 전해진다 카자흐스탄어1 논 fi()명응 수용환 수 있논 

1']드괴사가 1991 닌에 게교히였고， 모스크‘ 디]하， 도서관 그티 JL 기숙사를 갖춘 

이:양림 센터까 건립미었나 1991년 10 원 키근/]즈깐만에도 칫 비째 마 t드라사 

가 분을 열었는데‘ 후에 히자이에 우1']프 이순란 신학원 (Hazaratc Umar 

Islarnic Ins Lilulel으로 개갱된 이 학 ílL는 비쥐 객파 보간보지니 1 누 곳에 껴퍼 

스둡 기지고 있는비， 총 760맹의 혁생글이 늠옥되어 있다 1 (JD:l년 기순。도 

카라 권에도 150명 정워의 마t드라사가 있고 오쥐에는 200명이 등적힌 얀마아 

(A1i'ah)라논 신혁 파기 있다 2(X)"년 통계에 의하먼 키르기스스탄에민 총 

2α15기]의 이승란 증교 λ1 설이 등록되이 있는데， 이 가운데 1.762개 모스크 

1.6지)개， 마L라사 4fJ새， 기타 시설(재단， 인뉘소， 센터) 7H개 는 키브가스 

간다 우;?렘 종부칭에 소속디어 있나， 

이 외에 ?ι 중잉아시아 각 f 성부논 이슬람 피육응 위해 수백 명의 학생늘 
옥 중동국가노 유학 보냈는데， 1992년의 경 우 카자흐스다은 터키로 100병， 이 

십닌 5파 파기스탄P 균 각 40영씩응 파견했고， 기르기스스탄은 터，，]둔 D6영， 이 

겁드로 2Gl~ 을 11 냈으며 투프크ull디스틴에서도 약 200맹의 학생들이 너치모 

유학응 떠났다써 

중앙아시아 이순란 학교의 교피 괴정옥 아람이‘ 샤리아‘ 마느l( Fiqh. 냄하) 

이파팀 역사， 이강림 둔벙. 이파념 둔희 등의 과옥음 포함하고. 고[육/]간온 평 

균적으포 5-7닌인데， 교사 수의 무측으도 수엽 연판이 측+되기도 히는비‘ 카 

자흐스단의 경 우 2년으로 판축미었나 표한1 중앙아시야 Z] 국에서 이슴빔 피육 

기깐늘의 양직 E냉 성에 따라， 교육 현강에서논 피재 부족Öii'c 인해 어려움응 

석있는데， 1990년의 경 F 사우1:]이라비아는 우즈 01] 키/.단의 종우챙어11 1이)만꺼 

의 딘란은 1내포용。 균 기부하였다 이 밖에도 이십닫↑ 터키， 파기스탄， 무웨이 

트 등의 추변 이슴란 국가들이 교새를 지윈히였디 。1 약 같븐 도유으쿄 사징 

은 많이 나아셨지만， 기본직。 R 수 9 기 공냐응 압도하였다 이라한 E 제논 

특히 터지키스턴괴 우츠베키스탄의 페르가니 게곡에서 심각히게 니티났디 

8) 최끈에 는 。'11 외 이슬당 윈 "1 츄익 새펴으1 영향과 연거1 에 매 한 우 려 까에 셔 츄맨 이슬 

루! 각 /1 로의 유펙생 파건이 증어드능 추셔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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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럼 부흥의 연풍온 제도석 사워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멘회노도 이어셨 

뉴더1 ， 이슬탐 의레와 핀슴에 대한 지대한 관심파 순수 lr~ 꾸순히 증기하고 있 

디 가장 핑범위히게 지켜지는 관례모는 출생 할례‘ 걷흔식‘ 장례식， 이슴관 

숙일 늠에 관련핀 것이다 그 증에서도 한레 ~li눈 넌든 중잉아시아의 무슬김늘 

사이에서 일관되케 지켜지 i 있 iL 걷흔식 풍습‘ 특히 신무값(ka!ym) 지불 선 

동은 독립 직후 경지]사정악 익화호 액수가 주어드거나， 뭔건 의-}~ , 생활양품1 

I! 석 등으쿄 디l 체되었으니， 티지키스틴괴 투르느1메니스단으1 임부 지역〈이서는 

여진히 념이있나 또힌 시신음 유ξ드에 며치 동안 얀시하는 장셰 진동도 카 

자흐스탄과 기르기스스탄에서는 실구 보기 두둔 현성이 아니며， 상려1 시에 무 

슴립든의 캄석윤도 상딩히 높이셨나 

이슬감에서 기잉 중R 한 산앙 행위 증의 하나인 딛잉 기도호1 에 참여하논 

무윤림의 수도 크게 증가히였디 또한 이 "1 인 기긴 동안 냥식히는 정우도 늘 

어났다 lα)1 년 우스베키스탄의 카리\~피 대통령은 무슬딩늘어11/11 라마단 젓날 

유우득 공식걱으로 허 양아는 칙영옥 센」{하기도 하였나， 라마까 기간 내내 급 

사응 행하논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무슬딘글과는 날리 도 λ1 지역에서는 그 

/]간이 l수익 휴은 3익호 자수 품어든긴 하지만， 라마만 행사는 ~슴립딘 사 

이에서 성매하기1 치더지고 있다 특히 라마단의 시식일 행사에논， 여)컨대 우 

즈베키스틴 선역에서 1992 닌 400여기l 익 모스늬가 김여했었는데， 이 숫자가 

2이)"년의 정우 1，(μ7개균 늘어날 성 !1~ S':' _ll든 무슬김글이 거의 B바심없이 참여 

한디 

중앙아시이에서 께카호 성시 순에의 규모도 독립 이후 꾸준히 증대아있다， 

카지 i스턴의 경우 1992닌에는 40'성 1993닌이1 는 j씨멍이 매카를 순려]댔고， 

키 E 끼즈스타의 경 '1-는 1991년 599명， 19m년 1，500병， 1993년 1 ，000병이 성지 

둡 다니왔다 증앙아시아에서 기 9 큐 뉴1ι의 순려1단은 우스버)키스탄에서 죠 

직미었는데， 1990년 떼o명， 1991년 1.250명， 1992년 4，000명， 1993년 3，떼o병 」

리고 2α 5년에논 G，α”여명이 메카블 방둔했다 정팍한 통켜1는 밝혀지지 않았 

지아 투르크매니스틴의 정우도 l써3닌 5()()여멍이 이 행사에 진여했디Jl. 선히] 

진다 재정작 부난파 주깐 기판의 부재균 인해 참기자 수기 다소 유농직이었 

지아 1990'닌데 오반이]는 I잉균적으로 매닌 1() ，α)()-12 ，α씨 1성으1 중앙아시아인들 

Yi 유대교애서 시작된 잔례의끼건 아함을 /↑쳐 중앙아시아딛 산과관 가장 대표적얀 이 

슬담 LE화 숭의 히니인 '11 이린이이듣이 。1 승담에 서익히는 예식으보 간주되이 숭 

앙아사아 잔역에시 시금도 매우 7F요하기] 취급두Iq 



А Малашенк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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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득삭 관심과 국/}의 

。도 만영한다 

1시저 u" 시워 아래 이뷔꺼 갓은 이러힌 사정옥 직접석 

셋째‘ 이슴란의 부흥은 특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히게 된 심각한 

정제작 어려움과 널십하기1 관련핀다 소비에느 시대 이래 고직화핀 증앙아시 

아의 꾀엽적 으1 존적 정세구조는 특립 이후 록지적 정세 말선에 커디런 장애 

가 디었고 득히 체재 진꽉이라는 새호운 상황에서 취약싱음 여심히 t드러내있 

디 그 걸 _l!] 각국으1 경세 사정은 절디]적으쿄 악화되었는데‘ 특히 놈은 인즐페 

이션 싱엽플으} 증/}， 생활수쥬의 아럭 1 빈부각사의 심회는 부패와 바럭이 없 

논 공정하고 ?ι넉직인 사꾀직 경제직 질서의 f띤응 약속하논 이슬감에 대한 

과심을 측센하였나 특히 이리힌 경재석 위시가 몬고응 븐두병힌 미래 진망은 

많은 꿇은이늘어11 ;11 나진직얀 지)제 비판 서)픽에 잉죠하기1 민늘었고， 이뉴 소위 

이슴란 윈리주의 획산으~디l 가 되었디 

넷째， 전시1주의직 소비에 '" 운화에 대한 만감과 소비기 서뉘 묘화에 대한 

거?의 움직익은 사연스닙게 진통 문희에 대건1 촉넓은 과심으로 이어겼고1 이 

21 한 맥막에서 이슬람은 러시아 지깨 하에서 억앙되고 왜카뇌었던 민족 E 화 

의 회복 휴은 뿌i:'1 찾기악 워듀호서 여겨졌나 받아사변 중앙아시아에서 빈속 

직 유산의 재발견은 이슬람 묘화의 재발견과 단실되었먼 다른 이슬람 세계와 

의 관계으1 복윈을 의미 했으며 이슴관은 역사 속에서 칫법혔으니 디 시 영으키 

서]위야할 민족의 " 턱가 정신직 기치의 증심 부분이었다 

디섯째‘ 이윤란 부흥은 주변 이윤란 국가들괴의 핀말한 교류에 힘입은 비 

'l.나 독립 후 중앙이 시야 국가든온 정/，1 석 끼년}을 강회파고 경제석 안정음 

획껴히기 위히여 이사아， 충국‘ 미국피 같은 강대국뿐까 아디리 이렌， 사우디 

이라비야， 터키 1 과카깐마 등의 주변 이파념 국가든과 JiL }~듀 활싱흐1'~1 픽요 

기 였었고， 여기에서 이슬람은 확고한 공통 기만이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나 

라마나 입장은 조금씩 쌍이하시만，L3) 수빈 이 ;C 념 국가든은 코아욕 비섯헨 이 

삭이보 격삿시겼고 꺼서1민킥의 누생윈듣을 y.위식으록 선반õl 였으며 민 순사의 디 

λ1 쓰기 작업에 넥차를 가댔다 

13) 이를터1 띤 1990년1.11 에 건웅적으보 윈리 F의 ;영향이 강한 이란은 특꺼 의 빈(，'5:)서 f 

반csn시)국주의적 입장윤 견지하변서 인접국가얀 마지키스단파 투드二i메니스단애 

영향녁을 십숭하였 y. 삿니]적으도 낀셔f작 1 보수적 ;영향익 사우 rl 이띠비이는 웅우 

한 웅질적 수단윤 통해 주피 종교적 차원에서 "1 교적 차분하게 접근하었"며 f 터 

카는 비복 공식적으록는 새씌국가?〕지띠노 인 승적 hE화척 농 동성(‘빔투닝 ~L 주의’) 

에 시숫 òf이 Lf듀대로 영양녁의 확대를 꾀하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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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념 서 석으1 보급 성시순셰 후원， 모간:초약 이쇼엠 듀[육시꽉의 지1 건과 섣립 1 

이슬람 생식자의 파간 늠응 통애 증잉아시아의 이슬함 부흥어1 일 깐했다 

이커떤 중앙아시아에서 。1 승란 부홍익 조선들은 디치원적。]고 그 의미도 

복합직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잉아사아 십권서)픽늘의 고려는 오직 정치 

적일 뿐이며‘ 그 성격은 디문야 이중적이었디 만히지연 이들은 이승란의 영 

향럭흘 오직 송파석， 운희삭， 도익 석 사원에서만 히 용하고 1 에속 꺼력에 대히 

빈미와 급신적 기1 억올 표방히는 진치 세려화된 이승란에 미해서는 등세히는 

양면 쟁잭음 구사하였나 너구나 과걱힌 이슴링 원 >:'1 주의 세럭뿐만 아니라 은 

긴한 이슬람 껴단e 포힘한 넌든 반대 서]픽에까지 무차별직 。 R 행해지논 기 

휴힌 다압과 옥기]는 익반 대웅의 정 /.1 의삭올 Z] 상시컸고，-1. 검과 오히이 잉 

반 대중 사이에서 이슬람 정치 십단늘어) 대한 광범위한 호응응 낳기도 하였 

뇨 이는 이승란 부홍익 또 디 ‘ F 촉진제가 되었디 비록 정권으1 미디l 적。] 고 지 

속직얀 탄압。 Sc 과객한 이슬람 원리주의 운농은 싱담하 악화되었지만， 이슬 

빔에 대한1 관심옴 분라익으키는 근본석이고 구조석 ~l 운제튼이 해겸디지 않 

논 /상황에서 탄앙파 저항이라는 아순흰이 지속뇌고 였다 

이라젠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1:; 념은 건게 ‘공식 이슴념’과 ‘민웅 。1 {": 
람’이라? 총래의 흐듭 속에서 ‘저향 이슬감’이라논 /새 R운 ;깐류기 위섞이논 

복잡한 앙상올 P 이연서 선기]되었디 특히 비공식 이순란의 급선화된 형대포 

서 ’저항 이슬람‘은 중앙아시아 이슬잠의 지헝 !，~을 탈바강시컸 。 며， 그것의 /성 

처]성 자체에 디]해 또 히니의 심각만 물유올 빈졌디 

2.2 이슬람 부흥의 경과 

(1) 공식 이슬람 

독핍 식후 증앙아시아 f기늘은 소비에닌 시대의 무신E 응 폐기하고 이슬 

란올 국가적 낀족적 정체성의 표지포서 반아듣이는데 주서히지 않았디 중앙 

이 시아의 동시사튼은 개인석 친정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슴림악 가시에 대 

해 정치적으포 뚜렷히게 인식히i 있었디 이를터1연 우즈베키스틴의 카리모프 

듀 비?:하여 신임 대통영튼은 취익식에서 코간에 슨올 앉고 서서득 했고. 벚 

몇은 메카파 에디나블 순려1하였P 며 이슬람직 R 소을 f기의 상싱에 도입하 

;1π 하였나 14ì 하시민 이러한 관심은 이슬당 세녁이 ;웅요한 익한ξ 하기)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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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lim Board 0] Uzbekisωnl 은 국가의 종 ll~ 엽부 익체득 잔덤파는 국무회의 

의 부속 기관인 ‘총피위원꾀‘의 얻격한 통저)와 실실직인 지 ?ι하어1 있디며， 무 

프El악 선출 지체도 정권의 의향에 띠피 아둬지고 았다 가랴모프 정권븐 우 

슬딘 종무성에 의해서 판려되지 않논， 이른바 제 )ι권 맘에서 이뤄지는 일세의 

비공식적 중교 필통을 ‘특립 이승관(!nc1cpcnc1cnt !slam!‘이피는 시l포운 1~ 쟁을 

훔여 분히하고 였으마 이깃옥 은화하고 정시석으둠 위휘하시 않는 ‘꺼정히 

우슴런 (Truc !slaml 에 디]힘되는 ‘극닌주의’， ‘꾀리주의 , 와함 7::.의’도서 규정히 

여 만엽하고 있나〕낀J →」 밖의 국가든에서도 우슴립 종무칭의 업장과 역힘은 

생 ?ι의 차이는 있P 나 소비에~느 시대와 마꺼기지균 섭권 세픽의 입성과 방심 

옥 추i씀하고 →」깃어1 의해 관리띠는 국가의 하부 동시 ;]관으호 자리매 김 띠 

고 있다 2ô) 

띠비서 끼" u] 이]드 시디]이1 이순란의 츄속피 특힘 이후 이슴란의 부흥을 위한 

나듭의 역한어l'↑ 닐t --f하고 무슬딘 총무정은 증잉아시아의 일만 무슬굉 늘쿄부 

터 비환의 대쌍。]며 '.!.7i 공식석 송파 기관에 시대띠는 '?l족석-국가석 정체싱의 

적얀 입장에 대한 대중닐의 호응。닫 오 ò] 며 키며핀듀 정권의 4간샤를 섰 ι 그는 

수 "1례의 지가선식인 랙박파 ?f녁에 사달러 깐에 겸파 깅제식으노 무프스티 샤리에 

서 블라나 외국행을 백했다 。1 에 대채 가서1 한 시，Ú __ IVr. Haghay'eghiO이151 ， ]li~-:i 

긍e'죠 

펴.'i'즈 H]]키스난에서 j 신정한 이슬람의 갱겨1 에 대한 판단건 신적"딛〔 무슬럼 중무칭 

혹은 씀이위 q~l패의 소판이며 2000년 3원 승]lr 정은 세보운 강령을 웅해 /J _-i1~ 9.1 분 
이(강슨)를 ι수하는 하나파 산동만음 af끼적인 。1 승탐 교ι1 피서 강표하었다 딘스 

~L에서 이맘듬은 7，]η 션이를 함 수 없고 1 딘지 승111 천에서 세긍한 션이 E 윤 냥 1승 

해야하뎌 f 투시의 주인자지 상풍제 Irvr"hall ，， 1를 통채서 F 종교 판풍0]] 대한 감시를 

강화히 j7 있디 A. KhalidI20071 , 170-182 낀 二ε
2(i) 에를 늘어 200(i년 ]2월 사녕하기 산까지 자신응 던는 투르二i인의 아ul 가 

!Turkmenbashil’도 정히며 루흐냐， 'l(RlIldmama; 숲콩)를 웅해 야슬담을 이인숭배 
0]1 풍원찌 Lj 투르二i메 1_] 스단 대통령 니야;즌_'I_cs. :.Jiya1.ov)는 l옛)]-200:i 년까지 자 

국 씀〕lr 생익 J1'- E-디이 7，] 승 lV~ 위'1-1 회 우Iql 감이었딘 이비돋띠(J\aslUllah ibn Tbac1111 
]，，111를 20(니년 i2 :2()(μ년의 쿠데마 탄의 혐의 E 체포하여 :!~년영을 선고하 ι 직위 

듬 박탁했는;11， 시세 。]-R 는 τ가 지선의 우상화 삭업에 적닥적으보 낌여하지 않 

았다논 시。1 었다 E. Ism써(η(~OO이:27!l 삼주 

27) 예건니1 다지카"딘에서 승]1J 천의 역항을 납앙히 y- 었는 싱부 산동1 의 씀이우1 윈펙 

는 ~O(β닌 성가 순비 (H"jj-200Cí i 행사를 주직 운영하먼서 약 7백안딩러의 강듀 111 정 

"1 휴에 9~누되었는;11 ， 이에 많은 꾸슬핍늪은 승이우1 윈패가 성지 ;쓴려1 사업!Hajj 

busÍncss)'을 벌있q고 비냐하있나 E. bmailovCO()'j) 좌4 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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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아의 고대 로착 빈간 선양， 득히 샤머니슴 진용파 서호 최합τ] 면서， 내석 

。도 흔힘 이슬감’의 색채듭 띠딘서， 외직 ö3c 피성복지의 운화듭 포용하는 

‘문화적 이슴란’의 특정을 지 Ll 게 된디 이처런 복함적으도 형성된 문화적 이 

슬람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증잉아시아 이슬당의 고유한 뿌리기 띤다 중잉아 

λ1 아 이순관의 주류는 순q 이윤란이었는데‘ 그약 한께 수펴츄이 획산된디 

득히 수펴 활동가든은 율법음 강조라는 진동이파뤼과는 단~I 행제애듀 강조 

히 고 생가를 불댔으며 성직지와 민긴인으1 구벌을 없애i 함께 산며 생필 속 

의 이파림음 강조했나 수괴즘은 오λ:만 제국 시저에 이까으로 규정디어 핍빅 

의 대상이 되기 ?ι 했지만， 늑(')1 .:g'골 지 "H 하에서 1ι 이슬감의 명맥응 유지하 

는 데 중요젠 역힘음 했고， 따라서 l 후 중앙이시아 이;림의 수요힌 흐릅의 

하나도서 자리 삽았다 :1(j'1 

빈(反)이슴란 정 객이 지비적이었민 제정 ~비이]드 이 λ1 아 사디]이]도 히니 피 

파파 수피증P 도 대표뇌논 민증 이슬람은 공직 이슬감과 나란히 손재하연서 

부슴림 대중딘의 종고[석 의식과 관습어1 싣자석이 영힘랙음 행사라면서 lE 
어1 ;11 종괴가인 위인파 기르심응 제공했다 하지민 이슬람의 성치세픽화에 대 

힌 하냐고}과의 낸대와 션대수의 1 핵세석， 배금주의석 이슴댐에 대한1 수피슴의 

만밭에서 보이￡이 민중 이슬람은 세속직 정치권픽에 대한 순응주의 혹은 만 

(反)세속적 이상주의와 냥욕? 악적 수통성으도 인히] 현설이1 디]깐 11 디 능통적 

인 비판에픽이 될 수 없었고， 왜카핀 기손 세제에 대한 실낄가인 대인과 천만 

을 제시할 수 밍었디 히지까 그들에게 Jl유만 순응주의와 남욕주의는 직접적 

인 빅해와 만압으로부터 생둔 21 가능성음 연어놓았고. 이깃은 독립 이후 중앙 

아시아에서 이슴란 껴으1 기본적 도디l 가 되었디 :m 

특히 급익석. 헌신석 생황과 씨비주의석 체힘어1 끼는하는 수펴슴 낀동::Ci어1 

싱한 영행응 받은 민증 이슬람에서는 개인작인 정긴주의와 힘꺼1 환상직， 주술 

적 /영힘이 적자 강조;;:1 변서 성묘 착배와 성이 숭배까 누브라꺼 득칭으노 사 

30l 숭앙이사이에서 。1슬암 천피외 꾀산괴싱에 '-11 해 지시)한 것은 최한우(1997) ， 

애)-155， :257-:!71: 이 희수1m카-))， :!59-:!79; 0]문영 (~()():;i ， 1얘 141ì 감주 
31l 게싱 소비에느 미사이 시 '-11 의 숭앙"1 사이 이숲앙에 t:il 해 지세한 것은 최한우 

(1m，η) ， El")- 1f-j()‘ 이문영 C!에)Jl ， lclli-15H: S. A. Hanmll1 C200:!) , ch.:!-(-); M 

Haghayeghi (1995) , )-39; L. Polonskaya & A. Ma1ashenkol)99{) , 72-)08 침i 
'j~) 수외츰의 목적 5 “집 안적 휴건 개별적 。 닫 치르논 의 샤을 통해 속서]의 욕냉을 Ll I 

리 y_ [1 1 음 끼에 서 '-11 선에 매한 사앙을 가늑 치]움으보써 서내선에 보디 끈십히는 

것”이나 신얀섭 (1901)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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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았나 33} _-1. 샤체의 wl 선 석 ~l 득싱으로 인해 사수 이파뛰 진동에 어긋나 

논 것←。도서 논란응 불러일P 컸지만， 성지파 생묘의 순례논 중잉아시아인늘어) 

게 무슴럼적 정체성을 획인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식으도 간주된디 34) 중앙아 

시아에서 저)성 "1 시아와 소비에 '" 새제에 대향해 순피한 수피 지도자늘의 무 

덤은 우윤런들의 경비]약 순례의 대상으포 성례화되었으며， 사회 지비층에서무 

터 잉반 대중에 이근 /1 싸시 수많은 사념듀이 순예의 김에 동착젠나 심사어 

많은 사란들은 사후이1 성인들의 묘지 근커이1 얀장되는 것을 ~중히케 연윈깐 

나 

생인 숭 "H와 힘께 중잉아시아 이슬람에서 많이 나타나논 토속작 R 소균는 

달 색， 나무 l이고 동공 등 사역뭔음 선 ^d 힌 대상으둡 숭배파는 애니 μ1 슴석 

관행이다 이슬람이 꺼파핀 이후에도 애Li마 즘직 숭 "H 관행은 우상숭 1매균 서 

B11 직된 것이 아니피 신비한 자연현상괴 지연의 영(앓)을 등히] 알리 를 숭비할 

수 였는 것P 도 여겨셨다 2:"]、 여)컨대 키르기스스탄의 오수)에 위치한 슬균본 산 

(Solomon' s Mounlain) 은 해딩 지역의 부파림드에게 /}장 이 ;1 았는 순에시 

중의 하나기 뇌었논네， 그치에 있는 E 돔， 온천 그리고 나무글은 각총 질병과 

분엮음 시유해수는 성시 (mazar)로서 유명하나 순베사듀은 츄복 J과 기원과 시 

유듭 우1 해서 먼 거리듭 순레하논 것응 마다하지 않는다:ìfl 

또한 i유의 직관성피 기]방성을 지닌 수 "1 즘이] 영향을 반븐 낀중 이순란은 

이슬람 이천의 증잉 아시아 토직 전통과 쉽사리 실합하띤서， 총피직 괴리균서 

'f}이 아니퍼 문화적 총체쿄서 1긴긴에서 지연스런게 선승되아 왔디 I마리서 그 

깃은 종 .ílL 걱 의식뿐만 서니라 사회 구조 특히 씨속이나 부속 과씨에 끼 는 

한 위계적 사회 구성 에도 끊임엽이 영향을 끼 7，1 고 있다 이 뷔에도 민중 

이;댐의 벚벚 관셔]딛은 샤머니슴과 밀접하게 관련띠어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전통 묘화어1 속하논 다양한 응속과 판레기 민중 이슬감과 겁목되었다 :m 니 L1 

저) 실상 이승람 세계에서 신의 멋(ιali Allah)' 01 라고 분이는 성인닐의 -;0 새 혹R 그 

를"1 꾀늑어1 대한 η〕유 ;걱 싱인숭배능 년리 퍼서있능 겐편석인 핀행이다 이 꾀 G= 

R 예언가 무함마느에서 출밀했。며‘ 득히 수1'1즘。1 영성피 J. 대중회된 시기인 ß 

세기성부터 r 겨화되았나 이에 대해 사에한 것은 신양섞 (I09n 401-405 찬조 
:'14) 중앙아시아의 수맘5 성지와 생잉뉴 10~O- 10:~1년대 소"]011 디 처]세의 반(f{)종교 

캠페인 기긴 암이에 매우분 피고1 뇌었고 생c;1 숭배는 미시의 ?〕승으보서 엄격히게 

남지도1였다 

원) 이성 수(20071 ， 1‘28-130 낀소 
361 T. J Gunn(20031,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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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까/，]가 걷딛어시는 추생， 격한1 장이] 풍습 1감에， 낀동음식， 가대장식 /}족 

중심주의， 두 집인의 민낭P 도서 실흔， g 숭한 손님 섭대， 윗사감에 대한 손경 
등이 ]이만 예들이디 심지이 이슴란바는 벨디니 관린이 없지아 우윤럼들이 

기리논 ?게통?ι 이슬탐가인 것 P 균 여겨지기도 하는 111 ↑ 이란에서 유러한 새해 

펀맞아 촉얻‘ q 닙투즈 (NmTUZ)가 ] 중의 히니이다 

이치럼 l?l 중 이:;;댐은 만 l대노 생활 속의 이즙념 ~l 깃이나 따라서 오능 

닌 많은 수의 충앙아시아인들은 이슴란에 대한 특벌깐 중교적 지식이니 이히] 

없이도， 심시어 l깃의 기불석이 의예에 대젠 쥬수 없이도 사선음 쉽사퍼 부 

슬딘P 도 여기고， 이슬람응 자신늘의 삶의 뿌리균서 간주한다 소비어11-'닌 지 "11 

가 넙끼 서]속화의 영헝이끼도 한1 이라건1 혀쌍 속에서 중앙아시 ò}이듀은 추쌍 

까 피리균서 이슬람에 대해서는 불펀해한지라?ι 공능 ιn 까 일성 지)험 P 균서 

우승럼적 삶을 선한히「녀‘ 이딘 이유 에서 지신들의 삶을 이순란적인 섯 으포서 

기 아니라 무슬딩가인 것’P 균 흔히 표펀한다 ‘종피가 최소주의 (religious 

minimali.sm)’%로도 갱해시는 이라히 경헝은 공동체와 관습과 진동옥 이~댐 

에 관련 λ1 컸던 생환 이슬람의 오랜 천통 증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이슬람은 

삶의 봉합삭 히 부분 ~l 깃이냐， 이지럼 생활 이즙댐은 중앙아시아이딘의 삶의 

전언어1 두二러지기보다뉴 그것의 "11 연에 녹아 있논 것이다 생환 이슬람이 꼭 

립 이후 이슴관 부홍의 실질적 도디]가 필 수 았었 \1 것븐 비포 。]이한 근기 

에서 이다 

최근에는 이윤란 부흥악 물결을 티고 1긴중 이승관악 모습도 많이 딛피지뇨 

였나， 득히 부피림 대중의 ~l 식과 시끽의 밴회가 누브라지고 았는데， 개선되 

커뮤니게이선 111 드워크‘ 디잉한 미디이 매체들， 해외 생지 순려] 등을 퉁히] 충 

앙야시사 무;산림든은 이:상림에 대한1 진반석이 시삭음 넓히고 사시 시역의 이 

슬감에 대애 객관직。 R 평기한 수 있는 기회듭 갖기] 뇌었다 

또건1 부;산림든의 행위 빙식에서도 밴희가 나바나는데 1 이는 공식 이슴빔에 

대한 관계에서!，~ 엿본 수 였다 과거에는 공사 이슬감， 무엿보다1ι 그것의 지 

도지들이] 미만 민중 이윤란의 빈디]가 무절세와 부패‘ 지우]낚용 등에 관만 멋 

몇 소수의 개별가인 비핀의 헝태듭 띠었논디1， 최간에는 [대증가 λ1 위파 같은 

정치적 형식으로 표줄되기도 한디 'E만 성인 숭비 생묘 낀비]의 이가 이슴란 

37) 이에 내에 지세한 것은 이성수(2007) ， 잉7 -1'11 낀二ε 
381 D. G. Priηatsk-、 (20011. 54-57. A. Kh따id(2oo7J， 121-122에 샤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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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괴슴의 .ílL '2-1 딛은 진동석이 소극석 이 :rr 댐에서 보다 근대섞인 석득석 이 

슬람P 균 번화뇌고 였다 이에 따라 공시 이슬람의 지ι자늘도 민증가 E 제늘 

에 휠씬 낀깎히l 겼으며， 이 _l!] 쟁에서 공식 이슴란의 지도지들피 생휠 이순란으1 

대증늘파의 긍정직인 상호삭용이 나타나기 한다 하지만 기본직 ö3c 일만 무 

슴럼들은 공식 이슴란의 본성에 디l 해서 잠 알고 았고 "1 이서 여선히 의섬의 

눈김음 감추시 많는나 'i-즈 UII 카간다에서치럼 공식 이파댐에 대한1 국가의 용 

제 시도가 커질수록， 그 것에 대한 무슴런 데중들으1 신꾀는 작아지는 것이디 

이러힌 흐릅 속에서 득히 젊은 이슴림 성직사딛 사이에서 밴화하는 에계 

에 같맛지 않는 생환 이슬람의 남은 관행과 의례에 대한 자가만성직 비판과 

이강림의 내석 펙신의 띤요생에 대젠 공감대가 자츰 넓어시고 있나 

(3) 저항 이슴람 
독핍 이후 중앙아시아에 불어 닥친 이슬람 부흥의 기낌 뚜랫한 특싱 중의 

하나는 이파담 워 ~I 수의듀 」{빙파는 저항 이파림의 추헌파 잔개이나':\9i 이 ul 

나듭의 오랜 천통응 지 LI 고 있었던 공사 이슬람， 생환 이슬람파는 날리 저향 

이슴림은 진환끼에 새 if 꺼] 등장젠 시대석 혀상이있나 401 저항 이강림은 。1 ~": 

람 부흥응 이까 다양한 내외직 R 인날， 즉 대증 의시의 이념직 공백 성태， 해 

외 급신적 이승판 사상괴 세역의 유 입， 권위주으1 정권의 억압적 퉁지‘ 정부으1 

무능과 부J까， 경제직 상황의 아화 늠이 복함직。 R 싱승 식용하여 넣은 역사 

적 산물이디 ~I텅디 i 서헝 이슴란， 특히 급진 7::.의 세려이 이승란 무홍의 논 

i:'1 석 격과이거나 l깃의 거정이라고 담 픽 수는 없나 모든 이슴림 부흥이 저 

39) 숭앙이사이의 지힘 이숲암은 젠대와 성격에 rr]êl 이숲암주의(Tsbmism) ， 끈본 쥬익 

(Fll l1damenu:ll i sm) 정 치 적 이 슬 람(PoliLü꺼1 lsbm) , 낙난주의 (ExLren끼sm) ， 광신주의 

(F8naticism) 이슬앙 대마리즘Os1amic TE'lτorisml 외합 F의 (Wa피wbi“nl 능으보 

칭해산다 

101 물는 숭앙아시이의 이슬암 역사에서 지힌익 전닫은 적지 않았디 1898인 3원으] 이 

디신 봉기， lY 서1 기말 20세기i의 가디느운풍f 소 111 이]디 λ1 기의 바스마치운동 등이 

LllJf:적인 예인니L 히지민 。1 미한 역사적 지힘 운 S 은 이른바 ‘ ~-l '2-1 'í" 익 에 끈거히 
지 앙았다는 점에서 성걱을 당 "1한다 한펀 원이주의 운풍의 신퉁ε lH 에기 증엽 

익 부하z:]-， 히비? 코긴 E 공국의 몇몇 울띠 "1 외 웅치지듣에 익한 초기 。1 숲암시Lil 

며의 회귀 시드， lY 세기 무슴펌 보수주의자늘 {(~adi l11is L)의 납신주의 운풍 브<11 즈 

네프 시기의 페 g 가니 지역에셔 출현한 소수익 el 공식 이슬암 단체듬의 윈 "1 쥬익 

노선에 λ1 부분식으로 확인힐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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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맛보며 등음 필이야 했내 비공식 이슴림의 또 나른 조 N-이 이파림수의까 

권픽 ö3c부터 탄앙받고 대중늘도부터 외딘당하논 이유는 복합직이다 

것쩌l ‘ 이윤란추의 시]려들이 니|세우 는 세속 정권으1 선복괴 이슴란 국가 건설 

이라는 목표의 비현실생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환농 중인 대표가인 나 진 이슬 

란주의 세력들인 우즈버l키스딘이슴란운동 (1IVl L: lslamic .\ilovcmcnl of 

Uzbekislan) , 이즙림해냉딩 IHTI: Hizb ul-Tahrir al-Islami) , 바시키깐다이;념 

부홍당(lJWl‘ lslamic HcnaÎssancc Part:y of Tajikistan) 등븐 공)등적으도 성 

볍 샤리아에 끼 는젠 이슴림 국/}의 컨섣음 수장파고 였지만， 샤리아 샤체가 

구두화핀 정전이 아닐뿐더랴， 이슬람 신성 커기의 ll.델도 불분명하다 •:1 1 따라 

서 역사석으둠 이즙빔에 대힌 이해 수쥬이 낮고 생활 속의 핵심작 눈재듣의 

해실응 갈뉘하뉴 증잉아시아의 무슬팀 대증늘에시] 이러한 이성은 설 L「익이 

떨이신디 

눌째， 이슬람주의 서1 픽에 대한 지깨 성권의 무차별직 탄암이다 세속 정권 

의 진복이라는 。];-림수의사든의 위협 E 중앙아시야의 구1위수의 정구1 튼에게 

이글응 비풋한 야단파 인권 단지)늘응 포힘한 \~든 성치직 만대서]픽에 대한 

임체악 억압과 동지]에 빈 u1유 제공히냐，싱1 또한1 이에 대젠 저항 이즙림의 극 

단직 대응 과격화， 폭픽화， 커제화 은 또 다른 꼴리직 보복응 야기하는 

악순환을 낳뇨‘ 。]이한 이정븐 우순럼 디]중들의 임시적 판심을 끔게 히였지따 

심차직인 이탈응 초래하여， 이슬당주의 세픽의 낭냐직 고꾀응 자초하고 있 

디 45} 

셋애. 이;댐수의 세럭에 대힌 이'f!이나 서도가니-'.타의 근복수의 세력， 와 

함7 으，1 (Wahhabism)씨의 관린이 영향에 디l 한 국내외의 우녀와 미응이디 충 

4:l) 실상 지 「상이] 헌슨하는 이슴람 국가의 만넬건 단일하지 않다 에컨대 。1 란R 유 

사민주주의식 암헌꽁화콕이고， 사우 "1아라비아능 갈대군주각 /1 이내 파키스탄의 군 

사목새정권던 스스피를 이슴람 국가라고 칭한다 

111 우 스에키-'，틴 내웅령 카리보프E는 “지난 몇 넌 능이 명화듭 y. s-용 한 우리의 삶에 

위협을 가해꺼 /서대한 악(풍)，0_ 국끼11 적 미)싹이즘 극난주의 그이 ι 핑 신주의”라 L 

경꼬했디 E. :VI. IVlcGlinchey(2007i, 3Cβ에셔 재c;l 용 

4:1) 서항 이슴탐애 대한 증앙아시아 국가늘의 강압 정 잭 611 관해서는 슨영훈(~()lI7 i ， 

299-3•2 낌소 
41i) 와합주의는 III 셔1 기 중염 아닌}이아 반투에서 무함마느 。1 븐 암느 앙 와함 

(:Vluhhall1ac1 ibn Abc1 al-Wa피lab)에 의에 강사된 것으보 싱 이 ~l 채를 F감한디 외 

팎주의느 수，11 간의 싱인당배 의식이냐 핀행응 배격하고 지 Lf친 이상주의를 비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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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야시사 이피림 부흥어1 끼，'N 주번 이:산림 국까든의 영헝은 심재석이 깃이있 

。며， 애외의 간본주의 서]픽과 이슬람주의 서]막의 인계 ?ι 부연한 수 없는 사 

실이었디 이에 충앙아λ1 아 이순란주의 새랙에 디]만 틴압은 선지구적 디I(對) 

태러 ?게쟁의 일환ö3c 손쉽 ;11 성만화되었다 

냥]쩌l ‘ 이슴란주의‘ 특 01 이순란의 정치시l 려화는 중앙아시아 이슴란 선퉁이] 

매 } 낯선 깃이나 중앙이시이 이;팀의 수}~이 아나괴파는 셔]속 민랙욕 즌중 

히 고 정지 711 엽이] 부정걱。]며‘ :，L유 한 남욕주으1 와 관용성을 지난 수피츄븐 이 

:산림수의의 석곡석 개혁과 저항에 이꺼 석이나 [l 구나 양사의 유여싱에 익숙 

한 증익l 아시아의 무슬김늘어)시] 이슬람주의의 원시성과 엄격힘은 실 어윤리지 

않는나 47) 

다섯째， 경치직， 총피가 색채기 깅한 이슬감주의는 증잉아λ1 아인늘어1 시) 널 

리 피져았는 ‘종교적 최까주으r포서 ‘무승림추의’애 아닝닌디 중앙아시아인들 

어1 개 이슬람은 단순한 01.리기 아니라 삶의 넌든 영역응 포팔하는 E 화직 총 

체호서 L든의 민족석 정체싱음 구성하는 핵 심석 요소이나 따라서 이슴빔의 

토대논 생환 속의 민증 이슬감。]며， 그것이 무슬딘직 정 '11 성의 찍심인 것이 

나，48 ‘ 

마지 ur 。 균， 과각한 이슬람주의 세픽글이 저지른 일련의 폭픽 행위와 불범 

적인 사건이디 이슴란? 의 시]역이 관린된 것으도 말려진 임린익 다]이 사건 

타지키스탄 내꺼( 1992-1 DD7년)， 타쉬 센느 폭탄테러 WHl년1， 바]느 낀 지역 

인질사건(1999닌) 미국인 납지사션 12이씨년)， 우 즈에카스탄 김 갈청괴 이스피 옐 

빛 미국 대사관 촉만 공걱 12004년)， 얀니까 사컨 12005년) 둥 은 찬이생파 

그;력성으포 인해 우슴럼 디]중들에게 무징적 인상을 낚겼으며‘ 필통지 냥 이민 

옥 위젠 마약밀매나 분법무기거래와 깐은 조직섞인 범죄에의 여 "r"" 의휴도 대 

며 코렌괴 히다 /0의 권위만을 서 [11 척으보 인 4 한디 이 사장은 싱치적 사펴척 { 
풍" 닦서의 헌대 이슬람 웬 ['1 주의 운동의 기 원 _o_~_ 간주된다 최한 우 I~()()()) ， 

192-193 낌소 
47) 이슴람주의에 대한 하냐1'1와 수피즘의 판겨1 에 대해서는 Rashidl1 ~，μ)， ~li-~47; 이 

LE영 (20C 꺼 1 ， 1“7 낀i 
얘) 1~써년 (-)-7 월에 2IXI()영의 가가흐스난인A -9--"즈에|키스난인을 대상" 딛 행해 신 한 

션 hf소사으1 간고1에 띠 g 먼 숭앙이사이에서 이슬암은 승]1 ~척 치윈보디는 전웅척이 

iL 문호↓적인 차원에서 다꾀지 미， 정치 세럭이라는 측변에서 이슬람 끼드가늘 5 상 

[11 척으보 약하9 ， 이슬암 국가를 영윈하는 g 압지 는 거의 없는 것으보 니타낫디 
f\ L파Jin09J5) ， E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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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 시지듀 I짙어뜨렸다 49 

우1 와 같은 여러 기지 이유에서 오늘날 나 진가 이념과 냐단가 폭픽응 통해 

시]속 체세를 위현히는 이승란 서헝 운통븐 중앙아 λ1 아 지비] 정권들의 J!] 장된 

안천과는 날리 상난"1 승어늘었다 하지만 이슬람 부흥응 녕고 저항 이슬람의 

출현을 가속화시켰민 중앙아시아약 복잡한 니]외 적 요인들이 근본적으쿄 히l 걸 

디시 않는 힌 이강림수의의 화대개생산의 가능성온 여진히 념이 있냐고 힘 

것이디 

2.3. 이슬람 부흥의 전망 

중앙아시아에서 전환기뉴 저[정 소BI 에~느 러시아의 지깨R 대표뇌는 과거의 

낡은 산새를 청산히]얘 히는 역경으1 시기이지 낀측적 국가적 정체성을 모객히 

여 새노운 역사릎 쉰져야하← 끼회의 시시있나 웅앙아시이가 딩면힌 이랴힌 

시대삭 과개의 해최음 위해 역사의 무대에서 미삼끼 :;'1 깃이 마노 이파념이고 1 

아식 완전히 삿아듬지 않은 그 파고기 소위 이슬감 부흥이다 

히지까 충앙아시아 선역에 건쳐 동시다발적으도 유 생처런 번졌빈 이슴관 

부흥의 꿀실은 단일한 것이 아니었다 지역과 민족응 초월한 번부르三L가인 하 

니의 물켈포 여겨졌빈 이승란 분흥은 사긴이 지니먼서 지역은 물론이i 민측 

내에서도 여러 갑래료 나뉘어졌나， 위에서 심펴보였듯이 1 비꽉 규모와 정도유 

띨티히지까， 중앙아 λ1 아 각국에는 스위 공식 이윤란’괴 년중 이승란’ 그랴Jl. 

j저항 이;?범’이라는 세 조듀가 공;깐라는 t형국이터1， 재각끽 나룹의 촌지ITI 파 

정당생응 주낌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늘은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분열핀 정 '11 

생음 바영힘 뿐이나 따라서 중앙서시시 LLC; 림딛에게 진환끼까 퇴덕의 시끼 

기 아니라 부흥의 시기기 되기 위애서는 정시1 성의 통합응 향한 각고의 성살 

이 냉정딴 선망이 요구된디 

이마 지직했삿이 증잉아시아의 f기 늘은 한실같이 헌법에 /생치파 종교기 

191 우 스베키/.틴 "1 카 g 기즈/.투]이 주요횡/。 꾸1.11 이지민 최끈 듣이 다지카/.틴파 카 

가흐스단에서던 셔1 력을 접자 확대하미 있는 이슴람해방팅 (HTI)’의 갱 F 딩 강령 

을 웅에 ]11 랙 사용을 배세히고 깨낭고1 ↑1 꺼 선능 간은 평화적인 수단만을 긍싱한 

다i.L Ò'-시적。듀 션1영댔가만f 실시)피〔뉴 내 1l1 의 문열 움직임애서 느러나듯이 이넘 

척 과격화외 감께 ]1r 약 투갱으보의 선패가능성이 김쳐지 y. 있디 아에 니1 에 자세 

한 것은 현강수(2007)， 243-245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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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디는 세속국가입옥 객벙라고 있지만， "1 이라니하게도 ‘종 ílL위워회’와 ‘무 

슬딘 종무성’이라는 국기 부속기뉘듭 통해 일 ~11 의 종피 환딩에 개입하고 있 

디 엄에한 의미에서 종교으1 지유를 I!→장히는 서]속국가에서 ‘공식 이슴란。]이 

논 용어 자 ι11 논 이미 헝용_ll.순이다 예컨대， 제반 총 ii 환능에 대한 통제기 

가장 염격한 우즈버l키스틴애서 모간 이순란 지도지들은 국가의 위포부너의 

벙벙과 대중듀의 서래로부터의 요구 사이에서 감등음 쉬고 였나 」튼이 이러 

한 긴응을 이떻게 해걷히는가‘ 즉 정부 흑은 사회 충 이디에 복무할 것인가의 

선택은 대중석 지지뿐만 아니라 개이의 안진에도 심걱젠 영행을 끼치나 이러 

한 어려움에 식띤하는 것은 이슬람 생식자늘만이 아니다 일만 무슬딘 대중늘 

도 워시 않는 국/}의 수옥음 받으면서 개이석 믿음파 선임을 추구해야파는가 

라논 신택의 기균에 서 있다 카리넌피 성권은 무슬딘 대증늘의 허기받지 않 

은 사?히뇨 섬，，]이 상징적인 증교적 생우]도 국가 권위이1 대한 위현으로 긴 

주한다「ψ) 이랴한 의미에서 무슬딘 총무성은 f기둔부터 관리되는 통저1 기 f 

이사 선진의 도구라는 종속석 시위에서 하 F 빨>:，] 뱃어나야 픽 깃이나， 이득 

우1 애서논 권위주의 성권 하에서 곁구 간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이슬감 지ι자 

든이 ‘공식’악 경계듀 넘어 ‘비공식’으호 간수띠고 있는 우슴립 대중E 파의 직 

간집작 집촉응 통해 대화직 소통응 직 4 가。도 시 ?ι해야 한 것이다 예컨대 

표넷)닌 카지 6 스단의 우순런 중무청 "1 니 t티 되「힘 이후 시]쿄 취암한 무프피 

라닌벡 하지 니산바예피 matbek hadji l\ysanbaevJ의 일련의 환딩은 그 2j 한 

가능성 을 P 여준디 무프디가 된 후 3 는 카지 ‘스탄 최Jl ι비이]트의 미으1 윈 

옥 검하면서， 낸핵과 4파경운동욕 시시하여 대중튼의 엮음 격집했으며， 코만 

번역 신문 발행 이승란 사윈피 하교의 건립 등으1 디잉딴 판통을 등히] 공식 

이슴림과 맹행 이끽림 사이의 거>:，]유 파거보나 즙히는 터1 석 시 많은 기에유 

하였다 양자 사이의 역농직얀 성호 식용은 같라진 이슬람의 성 '11 성응 하나R 

통합하는 이강빔 부흥의 불보 /1 웅의 하 L-}이다 이;?림 부흥의 u] 래가 재정

소비에닌 터 λ1 아의 지 "11 유산에 대한 성산응 천저[한다고 환 띠) ‘공시‘파 ‘비공 

50l 녁딩 이 F 지감끼지 우 νi베키 /0두 "ι~l 당국은 7치 rñ ö1 님는 1/ 슬렘듬을 이슬암 

세항 운동011 판핀된 힘의구 투옥시켰 ι 。1 가운메뉴 족녁랭위 011 가딛한 납신적 

이숲암 F의지든노 있가민 1 그 숭의 상당수는 ll〔꾀한 덩빔한 1/ 슬렘듣。1 띠 y_ :;;~ 311 

신다 따라서 우즈베키스난 정 111 의 플멤죄 처]포 1 듀 및 "-문_o_~_ 이어끼는 인건 

검에는 국제 c;l권 딘체의 비주F고1 암랙의 1-1]<>}이 닉 y. 있다 E, M, McGlinchev 
(2007),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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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석 여대라는 까익후1 복j{유 지헝라는 중앙야시아 내에서 또 나른 지배와 

중속응 낳논 상호 투쟁P 균 번실될 수 있다는 심에서 경켜1듭 R 한다 r:m 이슬 

란추으1 지들의 최미 피세는 이떠깐 실질적 디l안을 등해 관용적이뇨 개방적인 

증앙아시아 무슬김글 사이에서 폭법은 지지듭 픽나한 것인기 일 것이다 

중앙아λ1 아의 최미 김등은 문벙 긴의 증흠이 아니이 분 1성 니]의 증돈이며， 

」 중에서 가장 누t드라지는 깃은 이슴빔수의사딛과 섭꺼 세럭 간의 충둡이다 

~_2~ Jl ~_ 츰흠의 가장 직검적인 윈인븐 많은 연구지들이 지적히듯이 지비 

정꺼으} 이파댐수의에 대헨 익련의 대응과 조;，，1 득 」 샤처]이나 진꽉끼에 중앙 

아시아 각 f이 식딘한 다증가 워기논 소비에느 지)제의 부성직 유산이 낳은 

구조삭 문재이끼도 했시만1 시배 정1'1 의 정서석， 경개석 부패와 」로 ~l 젠 대 

증늘의 심승하는 껴치가， 경제가， 사회직 Rf에 대한 무능픽한 대응에서 비 

롯된 경우 또만 많았다 이민 와중이1 이순란 부흥에서 숫구쳤민 낀측주으1 적 

열기논 실상 십권 세픽에 의해 의L 핀 통치 전략이었음이 ~2~ 났다 이슬람 

부흥에 대히 국가석 자워의 시지와 시원은 익시 석이었고. 이;댐에 대힌 억압 

파 통제기 심자 보편화펀 것이다 많은 정우 이슬람주의자글의 워협에 대한 

과장은 구1 럭 독점에 도진하는 익체의 세럭에 대젠 맹어 진략이었으며， 밴대에 

픽과 연권 환E 기글응 억압하논 빌미묘 오용되었다 늑히 이슬감에 대한 직대 

감븐 정지적 빈미 세랙의 사회적 행위의 조직화'>11 디]만 우려와 의심에서 비 

풋되었다 f기 질서와 지역 안보듭 워협하는 직대거 세픽 ö3c 간주뇌는 이슬 

란7 악 시l 략은 국세적‘ 지역적 국가적 상향 현조와 공동 대 응에 의해 일 λ1 적 

으노 수춤해겼다， 라시만 이파림수의 세력의 반흥의 로대가 미는 내와걱 요이 

들이] 디]깐 근철은 현새도선 요윈헤 껴인디 그[것은 정치 정세 사회‘ 분화를 

포함히 좋 헤삭 변펙욕 요구하기 때운이나，잭) 

여기에서 개차 깅 i되어야 한 것은 중앙아λ1 아 이슬람 성새성의 분열， 즉 

z 

57) 선게보 우 스버]키 -'0만이슬암운 능(Il\TU) ， "1 숲담에방당<HTTl， 티지키 -'0만이슬단부흥 

덩이RPT! 등의 납신적 이슴람 세력닐 사이에는 5 선파 망범을 능러싼 갈등이 적 

지 않게 존재한디 이에 t:il 에 지 세한 것은 A. Kh띠ic1(2007). lGl-1GG 낌i 

51l) 득 iil 중앙아시아의 정치갱제적 상땅;R 납신적 。1 승탐 세력이 낼흥하는 밀죄 P 대 

이디 띠띠서 경세적 반전과 써횡 조건의 /11 선이 띤요한IiI 이 지역에서 성치경게 

적 위기의 낙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종쿄적 세력 간의 힘력파 동의가 펠 9 

하디 이 괴싱에셔 이숲암 새펴노 합뱀적 /。벤자보서 긴주닉이야 함 것이디 물는 

。1 러한 선태은 :c영아시아 통치사달의 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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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즙림파 비공식 이슴댐의 분리는 오랜 역사득 시니고 있으며 나릅의 

천통응 지닌 저항 이슬람은 늑히 천환기라논 득수한 내외직 상황이 빗어낸 

걷괴물이피는 전이다 "1.피서 역사성괴 당디]성을 통시에 지닌 중앙아시아 이 

슬람의 성 ι11 생의 분열은 공사 이슬람， 생활이슬람↑ 저항이슬람 증의 어느 한 

조류으1 찌임 분서]는 아니며등함의 괴세는 각각으1 염 π1 만 생찰이1 근기만 공 

동의 객꽉석 진망음 동해서 해최되 수 있음 깃이다 이파댐의 정제성옥 통합 

할 수 았는 간은 모는 극난‘ 즉 지상으쿄 향히는 실용 7::.의약 현실에서 빗아닌 

이상수의， 멘화의 디연젠 추구와 낡은 깃에 대한1 고집간렌 집착음 거부하는 

7i헝 십 힌 태도일 것이다 

3. 나오며; 이슬람 민족주의 그리고 지역 연대 

7=지히디 시피， 충앙아사아의 민측들은 인증적 인이적 걱먼에서 투프느1거]이] 

속 ~l_ 나 비특 파직인딘은 퍼Ili딛 λ1 시겨1 에 속하지만 . .L 딛 모누는 유라시아의 중 

앙 대륙에 함께 이았히여 산1건서 @랜 기간 동안 공퉁의 역사적 정험을 니누 

어 왔고. 우엿보나 。]:1 림이라는 역대의 끈음 간직해 왔냐， 역사삭으노 중앙 

아시아연글에기1 서 무슬팀이라논 묘화직 성 '11 성은 카자흐， 우스벡， 부브三L멘， 

카 E 기즈， 바직이라는 빈속석 정체성에 휩씬 악서고 우위에 였나， 

스탈렌 λ1 대의 워균부터 인위직인 정계 팍성에 의해 애 l낭 지역의 주류 민 

측익 。]듀 을 띤 5개의 공화국이 탄생할 때끼지 “당신은 누구인가')"피는 질문 

에 대한 중잉아시아인늘의 대납은 ”나눈 무슬팀이다”라고 한결같았다퍼) 말하 

지면 중앙아 λ1 아에서 민측 7::.의는 갓비에드 시다]이] 뿌려신 또 히니의 분쟁걱 

유선이다 익의석이 국가 분낌이 초래건1 국가석(시i:'l 석 1. 민속석 경계의 부잉 

치는 만 국가 내에서 ~우] 표에(벙려) 깐측이 여티 낀측들 긴으1 김당의 만 j; 

591 스틸란건 민족적， 중족적， 중교적 f 문회적 갱계를 i월첸 소 lil 이1 다적 안간의 창주 

듬 「성분으보 숭앙이 λ1 이득 c;l우1 척으보 5 )11 의 국까보 분함히였디 τ 고1 낌에서 우 

즈 H11 키스단" 오 111 터 l인4년에 투르d메니스단。1. 1잉9 년에는 마지키스난이 f 그이 U 

1936인에는 카지흐/.틴괴 키닝기스/.틴이 각각 분리되었디 시삿 빔이슬암 빔두닝 

二i 민족주의의 넬흥음 서지하기 위한 스틸딘의 。1 러한 정잭건 오늘날까끼투 증앙 

이사이 각 니미의 국까싱처]성괴 η1 킥 /8 제/덩어11 '-11 한 끝없는 논렌거리득 세공동1 ]7 

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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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 개공했나 

갑삭스런 꼭핀에서 e! 풋핀 민족 f기의 헝성 과정에서 민족주의논 유믹한 

퉁한이년으도서 니류의 이데응모기적 역할야 기디]되었고， 여기에서 민족적 유 

산과 민족작 성지)생응 뉘성하논 핵심직 R 소도서 이슬람이 부각되었다 하지 

↓사 표제 깐측 중심의 배티적 낀측주으1 는 이 괴정에서 디넌츄， 디문화이는 각 

국의 핵심석 토대 위에서 오히이 감동음 부추끼는 대립이넘으노서 가능하였 

고‘ 이슴란은 Jl유 의 관용성을 상실히고 디잉만 방식으쿄 낀 r투주으1 에 ~-섭되 

았나 이에 따라 민속주의와 이슴범이 복작하꺼] 얽히면서 퍼1!_2 가나 시역에서 

처럼 복십한 민족운제기 종 ii 문제균 비화되뉴 경우기 가지 않고， 과격한 총 

듀[ 직까이 뿌피 감은 씨속간1 P)족간 경생파 감등음 부추끼는 경 F도 샤수 생 

겨나고 였다 1에) 

현실은 휩씬 더 복갑히지아， 원리상 이순관븐 낀츄 7::.의에 다]힘된디 61 중앙 

아시아에서 이슬람 서]픽날 사이의 다툼의 가능성응 천제한지라도 오늘날 해 

팅 지역에서 나양젠 분생의 씨앗이 디는 무엇보나도 배바석 빈속주의(국수수 

의)이며， 그것은 늑유의 강렬힘과 렘l꺼) 싣자 고유의 허약힘응 ':c "1내고 있 

냐，62} 이라한1 백럭에서 중앙아시아~I 단의 는민속석， 시악삭 정체성옥 현성아 

논 토대직 번주도서 이슬람의 증잉 생이 더욱 부각띤다 

앞에서 지적랬듯이 9 늘난 중앙아시아의 각국이 직면히Jl 있는 위기는 인 

일하지 않다 더←난나 일부 통치자듬이 주:?J하￡이 거대한 아의 까원이 이슬람 

부흥은 더욱 더 아니디 위기는 디치윈적이Jl 디중적이며 그 원인 또깐 다양 

601 주가하디시피 우즈버11"'1'0 두:l 키닝기스/，두]? 타지키 /0틴 ~-'- 3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 

는 피프가나 켜I o'~ ,0 소수민족단이주의 운풍을 111 룻첸 인족 간의 끌껴의 가E 성。1 

까상 높은 지역 ~l 뿐민 이니 01 각국에서 반생한 갈당익 여 "1 가 이 게녹을 웅。JI ~l 

겁국。닦 신파필 가，생F 상딩히 높다 이에 대해 가세한 시 F 성옹기 (~()()Iil ， 

359-393; 싱 시11 ~l (2007), 7'18-773 낀조 
(iI) 01 슬람에서뉴 민족적 갱계와 장벽이 슨새하가 않는다 중 9 한 섯 R 어맨 인중이나 

민송이 이 L-I ，'I 이숲암 농 능 져I!(움이)에 매한 소까감이디 띠띠서 윈리 쥬의(극본주 

의 J를 표방하논 대 111 분의 중앙아시아 。1 슬람주의가닐이 민족주의즐 인위적인 시" 

보 간주하3지 만순적 딘위듬 님이 지역적 국제적 소식화득 꿈T는 것은 신코 우~~ 

이 아니다 

62) λ1 삼 숭앙이사이에서 민 순 F의는 꾀고한 。1 념특달 지닌 감녁의 시샤1 적 보 LI]띠기보 

다는 영낀적이 CL 상정적인 동치 믿，7 0 11 플파하며 시l 'ié화와는 서이가 멀다 킨위주 

의 성권익 기빈은 t:il 융병괴 τ 끽끈듣보 f생뇌는 십권 세막이며 1 τ듣은 민 ”척 

정통상을 /1ι] 고 있지 못하L 이에 대해 샤서]힌 것은 김인싱(:20071 ， 340-353 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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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s and l'rospects of Islamic Revival 

in Central Asia 

Oh , Won-Kyo 

This sludy purp아e:-:3 ω Înllurre ÎnLo Lhe aspecLs and prüspecι oI Islamic 

revrγ31 in the Central Asian countries since their independences. Is1311l in 

this rcgion is a powcrful rcgulator for thc socictal livcs ‘ an indigcnous 

vector for spiritual identity of the indiγiduals as \vell as the nation as a 

who!c‘ and a traditional basis for rcgional solidarity. Accordingly‘ thc 

(닝ntral Asian countries pai c1 attention to islam to solve their most 

imminenl problem oI lhe lime. lhal is. lhe lask oI nalion-slale building 

based 011 nev" national identitv 

lslam, \vhich \vas oncc cX1X'ctcd to scrγc as a pO\\Tcrful mcdiator for 

national and regional integration , hO\vever. is no\\;- rather treated as a 

sourcc of c1isruption thrcatcning social ordcr anc1 rcgional sccurity. This 

slalus oI lhe l'onlemporaη islam in Cenlral Asia resulls lrom lhe 

complicatcd intcractions among v따1011S intcnlal and cxtcrnal factors. Thc 

biggesl Iaclor among lhem is divided idenlily uI Cen마Ü Asian Islam 

Since the TIussian rule. Central Asian islam v.,;-as bifurcated into ’ offici31 

islam ' anu 'popular islam,' anu Lhen recenLly' 'püliLical islam ' emerges. 

TIepresented by the religious administratioll of χ'fuslirns. ’official islam' 

spcaks for thc statc' s position to rcprcss and control a11 kinds of rcligious 

activities. 'Popular isla ll1’ is called 3S ’ everyday islam,' but often critici z-ed 

for its mγsticism and passlvism. On thc whilc ’ political islam' standi•19 

Ior islamic lunuamenLalism has been a μσgeL [or Lhe reglmes I üppressiüns 

anc1 pcop!c' s ncglcct d디c to its tcrrorÎsm and cxtrcmism 

This slud\ cuncludes lhal lhe riIled idenlily oI Cenlral Asian islam is 

not a ]Jer]Jetual nat띠 e but a passing ]Jhenomenon. Paying atten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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